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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Animated 

Female Character Design and Feminism

                                            Sun Jian

                                                                         Advisor : Prof. SHON, YOUNG MI,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Human civilization is a story of people-centered food, clothing, and shelter. 

Content of the food, clothing, and shelter story is all around men and women.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many systems developed with emergence of 

classes and establishment of social order. One of methods for the order is an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distinguishes clothes. For this reason, we 

studied a mode of development of society in respect of changes of women's 

costume design.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female character's design of 

the animation, studied social change, and came to a conclusion on the related 

effects. 

  According to a research method, we selected a representative animation that 

was screened in the context of times and probed into the design and background 

of the female character produced in the animation. In this process, feudal and 

authoritarian era of women was analyzed and modern-day perspective of feminism 

viewed was done by Google Trends and the Baidu Index.

  As a result of analysis on changes in feminism changes in moder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more open and higher an averag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openness and acceptance of feminism. As Korea's interest in feminism 

increases, its influence on feminism rises, a point on a modern trend is also 

noticed) that masculine decision-making is weake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feminism was conducted from the respect of change of ideal design of the anime 

female character. In feminism, female role varies dramatically as agricultural 

society changes the industrial structure (industry is restructured amid 

changing agr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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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at, during outbreak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omen's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a expanded as women entered vacant sectors 

spaces of men, and Feminist School was founded.

Women’s economic and social status is composed of various groups in accordance 

with feminism, including Liberal Feminism, Radical Feminism, Marxist Feminism, 

Socialist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As feminism makes a difference 

with multiple Schools, characteristic of women's role in society is 

demonstrated by a change in women's clothing.

  The change based on changed feminism was dissected by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female costume design. Beginning of feminism is a movement 

for female liberation in a social atmosphere that blends women with an idea of 

male expatriation. The symbolic beginning outset of the movement starts with 

wearing of a corset that is severely harmful to a woman's body. In the outbreak 

of war (When the war was broke out, women throw off their corsets and imitated 

men's clothing, discarding women's costumes that are featured with femininity. 

Then, it transforms into Tomboy Era, which introduces an image of dominant men, 

a design that shows of an exhibit of bisexuals. To be specific, it is a 

feminine costume design on wearing of a miniskirt and neutral style and pants. 

Feminism, which insisted on sharing the male realm, gives influence on the 

design of women's clothing today through over Minimalist Era of appreciating a 

unique beauty of women.

  It was recognized that the changes in feminine clothing design in response to 

ones in feminism are reflected in the changes of changing times by revealing an 

ideological and great revolution of the day. In order to study the periodic 

background against which phenomenon associated with such changes is projected 

onto the design of cartoon female characters, we focused on animation-produced 

one. The research was based on women's appearances, and family images directed 

in animation. As the women directed in animation change as time variation, 

women's independent abilities and predominance inappearance supremacy, as well 

as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are downplayed, which summarizes the phenomenon 

deviated from the viewpoint of women under current situation of the men's 

tourism thought. It was found that early feminism was shaped from centered-on 

white women to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beyond raci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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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was enhanced by that designing 

the costumes of female characters is adopt to effectively express the roles and 

personalities of wo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movies screened around women were 

sampled, and anime female characters were designed and presented as a 

conclusio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film selection was taken a sample 

on films set in the era of feudalism and liberalism. In the movie, if the theme 

of a family which only women support in the war is that women shatter the myth 

that they have a general emotional mindset, the female character costumes of 

animation suggests that women have different ambitions, motherhood, and 

compromising consciousness, as well as attitude of a present-day mother. All 

those are indicated by design with diversified inclinations.

  It was found that women's human rights and rights are transformed changed 

over the social revolution and events and that such changes are accompanied by 

those in women's clothing design. The change in feminism also shows in this 

paper that the influence of women is extended and secured as the animation 

female character design is projected.

Keywords: Feminist; Costume design; Animation; Female charact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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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문명사에서 의·식·주의 변화를 관찰하면 시대적인 커다란 변곡점이나 개혁적

인 사상의 전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류는 자신의 신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의복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식생활 그리

고 안전한 주거 공간의 확보는 문화와 문명의 발달에서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의·식·주의 특별한 형태는 특정한 시기에 흔히 받아들여지는 스타일로서 일정 

기간에 인기 있고 수용된 스타일에 대한 집단행동의 표현이다.1) 그 집단행동을 통

해 문명화되는 과정(civilizing process)을 보여준다.2) 이 중에 사람들이 입는 의

상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이나 신분제도는 물론 과학·기술의 수준을 추측하는 데

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시대적인 변화의 특성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의 사상

과 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은 근대사회(modern society)의 규

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ipovetsky(1999)3)에 의하면 의상은 새

로운 시간을 접목시킨 사회적 관계이며 근대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처음으로 표방

한 것이었다. 집단의 사상과 철학의 변화는 사회적인 변화와 구성원의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변화해간다. Baudrillard(1970)4)는 “변화에 대한 욕구의 표

현”을 의상으로 보았으며 유행상품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자 교환체계이며 타

인과 자신을 구별 짓는 사회적 차이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Wilson(1985)의 연구

에 의하면 의상은 사회적 위치와 도덕적 차원으로 말해지는 가장 가시적인 이미지 

매체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움직이는 자아를 창조하는 완전한 비주얼 예술형식이

라고 주장하였다. 관료적인 특성이 강했던 봉건주의와 전제주의 시대를 지나 현대

화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지자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표방하

는 세력의 확산이 일어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

수준이 향상되자 여성의 권리와 감성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 Horn, M. The second skin(3rd). Boston: Hougton Mifflin, 1981.

2) Wilson, E. Adorned in dreams. 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uteldge, 1999.

3) Lipovetsky, G. 페션의 제국 (이득재 역). 서울:문예출판사, 1999.

4) Baudrillard, J.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서울:문예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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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놀이문화, 주거, 오락, 의상에 대한 주류 소비자층의 결정권이 여성에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한국에서도 1977년부터 여성학이 대학에

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1982년도에 학과 형태로 만들어지면서.5)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6)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외형적인 커다란 변화는 매우 활동적이

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여성의 의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여성의 의상 변화는 역사적인 큰 변화와 함께 의상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여성의 의사결정 범위가 확장되면서 외부에서 보이는 가장 커다란 변화

는 여성 의상 디자인의 변화이다. 여성 의상 디자인의 변화는 사회의 주도적인 사

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 의상 디자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분석

은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되는 인물에 대한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여성의 위치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의상 디자인은 

여성의 역할과 감성 그리고 스토리 구성의 전계를 예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처럼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의상 디자인은 애니메이션의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포지션을 확보하는 신호로도 작용한다. 여성이 사회적 이미지의 포지션닝을 강화

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성주의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본 연구에 의미가 매우 크다. 

  McRobbie(1978)7)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시장 형성에서 젠더의 영향 및 구축에 있

어서 시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남성 노동 계급이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소비를 통

한 성인 남자의 특징으로 이행하는 반면, 여자들은 의상, 화장품 등의 구매를 통

해 성인 여성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학은 여성주의 가치를 학문에 등장

시킴으로써 남성의 경험과 가치가 중심이었던 관점을 상대화하는 것이다.8)

  여성주의는 여성이 남성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여성으로서의 존중받아야 할 권

리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출발한다. 여성주의 계몽운동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19세기부터 점차 조직적인 사회 행동으로 바뀌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 중심사

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몽운동의 주제는 항상 남녀평

5) 배유경,“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연구,”(박사학위, 서울대학교 대

학원,2015), p.000.

6) 이명희,“근대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요인,”한국복식학회 5권 (1981), pp.153-163.

7) McRobbie, A. Working class girls and the culture of feminity, Women’s studies 

group(eds) Women take issue:Aspect of women’s subordination. London: Hutchinson/CCCS. 

1978, pp.96-109.

8) 민가영. 여성학 이야기. 서울:책세상, 200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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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의 시각은 시대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주의자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

을 사회가 여성에게 남녀를 구분하는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는데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급진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자는 남성주의가 여성들이 차별 대우

를 받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자는 현

대 사회체제에서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여성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

하느냐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초기 여성주의는 여성의 생체학적 특징 때문에 사회적 분업에서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경계심이 있었다. 이 경계심의 발로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

장에서 사회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여

성주의는 기존의 여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

화와 사상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여성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중 사회는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

계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며, 여성주의가 추구하

는 절대적 평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주의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아 평등을 추구하

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여성주의의 태동과 함께 여성주의 운동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국

가와 비교하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현재 동아시아는 아시아 전체의 문화, 경

제, 정치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점증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 한국을 휩쓸었던 

반(反)성폭력 운동인 'ME TOO' 운동은 여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관행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사회 변혁에 대한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다

루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줄거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

지만, 사회적 갈등에서 오는 사상적 대립을 표현한 작품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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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등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

소하기 위한 이념 정립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산업

이 발전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반영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여성주의를 다루는 영화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20년 한국 여성주의 

영화인 “1982년생 김지영”이나 미국 여성주의 영화인“작은 아씨들”과 같은 영

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은 없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이야기의 줄

거리를 잘 소화 할 수 있도록 인물, 의상, 신체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작품에

서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활용하여 여성주의의 성격을 영화로 제작한 미국 영화 “작

은 아씨들”을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과 접목하여 애니메이션으로도 사회적 관

심 사항과 새로운 사고의 발전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연구 배

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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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여성의 평등권과 자유를 기반으로 시작한 여성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여성

의 의상 변화를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의 변화와 연계하여 주류 사회

의 사회적 가치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여성 

의상디자인 변화는 사회적 신분과 역할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는 

여성을 남성에 종속하는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해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여권 신장에 중점을 두어 그 당위성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특이점은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여성 권리신장과 여성

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애니메이션 캐릭터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로 여성이 사회

에 주류세력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

인의 변화를 분석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고, 여성이 남성 사회에 진출하면서 역할을 확장해가는 변화를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에 종속하는 관계를 규범으로 유지하고 있던 사회에서, 인류의 다양

성을 포함하는 사고는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와 함께 발전되었다. 여성주의는 봉건

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전제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주류

세력의 구조적인 변혁에 따라 다양한 분파로 나뉘면서 발전되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의 변혁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사상을 주체적으로 독점하는 남성들의 사고에 변화가 생기면서 여성의 적

성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된다.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 변화

는 당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여성 디자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 주도적 사

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자료

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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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여성주의 

철학을 주장하는 여러 유파들이 나타났다. 새로운 주장을 하는 다양한 유파들 사

이의 충돌은 여성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기가 되었다. 각각의 시기별로 여성주

의 이론은 모두 당대의 시대적 제한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주의 이

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주의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

주의가 발전해온 결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

더니즘 여성주의는 당대의 여성들이 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대 여성주의의 문제점은 이론에만 치우쳐 있으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들은 보다넓은 자아 개발의 기회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점

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이 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올

바른 대응과 평등한 기회의 주체로서 충족을 위해서 여성주의의 실천을 위한 이해

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개방

성과 사상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포용 사회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에는 선

행 자료와 영화, 드라마 등을 이용하였다. 영화와 드라마는 영상매체로서 정보를 

전파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문자 매체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훨

씬 빠르고 지속성과 파급력이 크다. 특히 현재 인터넷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대중

들은 문자보다는 이미지 형식의 정보를 더 쉽게 수용하고,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에 의한 정보를 더 용이하게 수용한다. 따라서 여성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

어서 동영상이라는 매체는 매우 유리한 도구로 손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매체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와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의 상호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여

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의 변화는 당대의 주류 사회의 사회구조와 가치의 변화를 분

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식의 보급 및 여성주의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고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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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의 발전과정을 분석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여성주의를 

널리 알리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과 여성주의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면 여성주의가 시대적으로 저항에 부

딪치며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봉건적 사고와 개혁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정립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대립하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이론적 배

경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미국보다 여성주의 운동의 발전이 

비교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남성 의상의 통일성과 단순함은 시대가 변화하더라

도 크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의상은 시대에 따라 사회가 요

구하는 다양한 형태로 의상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의 변화로 쉽게 그 경향성을 분석

할 수 있다. 시대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주의 운동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의상디

자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동아시아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구성된 문화공동

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는 시대의 변화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방법으로 

정착된 전통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전

형적으로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

회적 배경에서  주체인 여성주의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철학

이 대립하면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째 여성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여성주의의 발생 원인과 변천사를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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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을 반영하는 애니메이션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연구한다. 세번째는 여성주의 변

화에 대한 외형적인 커다란 변화는 여성 의상디자인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애니메

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에 반영된 의상디자인의 변화와 여성이 사회 규범 속

에서 역할에 대한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네번째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고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포괄하는 여성주의와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여성 디자인과

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다섯번째는 여성주의를 분석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여 

대표적인 여성주의 등장인물을 분류한다. 여섯번째, 선정한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여성주의와 연결하여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의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시대를 반영하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은 애니메이션 전체 스토리를 암시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

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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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여성주의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론적 방법과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

자인에 반영되는 변화를 여성주의 발전과 연결하여 연구하였다. 여성주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바이두 지수（Baidu 

Index）등을 이용하여 십여년 동안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

하였다. 

  

그림 1-1. 페미니즘 (구글 트렌드)9)    

  (데이터 검색 기준, 기간: 2008년—2020년; 검색 카테고리: 구글 웹 검색)

  그림 1-1은 최근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냈

다. 정보통신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익명성 보장과 개인의 생

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회 관념으로 억압받던 여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란 사회적 동의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남녀평등에 따른 남

성주의자들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9)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US 데이터 검색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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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번 방(N-TH ROOM)사건으로 여성주의가 이슈로 다시 급화제가 되었다. 엔 번 방 

사건은 대표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난 사회적 질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여성주의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페미니즘 와 남권주의 관련 단어 비교(구글 트렌드)10)

  그림 1-2는 여성주의에 대한 남성주의의 사회적 관심을 비교하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주의는 여성주의와 대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여성주의와 남성주의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의 차이

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주의적 감성이 현대생활에서 의사

결정의 주류세력으로 미래에 부상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페미니즘 구역별 관심도(구글 트렌드)11)

10)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US 데이터 검색 （2020.05.20）

11)  https://trends.google.com/trends/?geo=US 데이터 검색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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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울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제주특

별자치

도

인천

광역시

부산

광역시

올산

광역시

관심도 100 96 85 82 82 77 75 55

지역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경상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남도
경기도

관심도 66 52 52 50 50 47 41 39

표 1-1. 2008년-2020년 한국 광역시별 페미니즘 단어 검색 통계 (구글 트렌드)

표 1-2. 2008년-2020년 한국 도별 단어 검색 통계 (구글 트렌드)

  그림 1-3은 여성주의에 대한 구글 트렌드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도에 표시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을 표 1-1과 표 1-2로 세분하여 나타냈다. 표 1-1은 

한국 광역시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냈고, 표1-2는 한국 도별 단어 검색

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국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표1-1에서 대전광

역시의 경우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는 타지역 보다 높은 편이며, 연구인력이 집

적화된 지역으로 고학력자의 집중도가 높다. 한국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연구역량이 향상되면서 남녀의 성차별보다 연구역량을 중시하

는 인구가 집중된 대전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권, 평화, 민주의 가치를 

주민의 공동가치로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지자체의 문화가 반영되어 여

성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지역은 

농촌지역인 전라남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경상남도 그리고 공업도시인 경기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지자체의 제정자립도가 매우 양호한 경기도가 여성주의

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경

기도는 산업단지가 많고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해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지내면

서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현상이 여성주의의 관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추론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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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의 특성은 교육의 기회가 많고, 육체적 노동 중

심의 일자리보다는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여성주

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는 지자체의 

개방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지자체일수록 높게 나타내고 있다. 육체

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자체일수

록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과 표 1-2나타내는 

의미는 연구중심 산업이 발전하고 개방적이며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로 진화할수록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4. 페미니즘의 바이두 지수12)

  그림 1-4는 한국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의 변동사항을 그림 1-1와 그림 1-2에 

나타난 중국의 현상과 비교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성주의에 대

한 관심도는 2016년 4월에 평균치인 474에 진입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림 1-4에서 F 지점

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주의 대

표적 인물인 'PAPI’에 대한 공격적이고 비난성 의견을 댓글로 피력하면서 관심도

가 상승작용 한 결과이다. 여성주의를 대표하는 여성 운동가는 씩씩하고 저돌적이

며 능력이 매우 출중한 이미지를 일관된 모습으로 강렬하게 보여주기를 대중들은 

12) 폐쇄적인 중국의 인터넷 특성 상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이와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데이터는 바이두 지수(Baidu Index)에서 추출될 수밖에 없다. 

  http://index.baidu.com/v2/index.html#/  데이터 검색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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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있다. 능력이 탁월한 여성 지도자로서의 여성주의 운동가가 결혼으로 육아

에 대한 힘겨움을 야기하는 것은 결혼이 여성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숙명

적인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냉소주의적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서 논란의 중

심에 있는 노동에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담당하

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문제이다. 여성 일과 남성 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접

근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가 남녀평등 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데 일을 무시하고 

일의 주체로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려는 사고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표 1-1과 표 1-2에 나타낸 것처럼 교육수준이 높고, 개방성에 경쟁

력이 있는 사회일수록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약

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사할만한 사안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수용도는 사

회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측정지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여성주의 문화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언론의 권력화

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문화적 현상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글로벌 

문화 전파의 주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애니메이션 또한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기대어, 파급력이 크게 증대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대상

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특정 애니메이션 속의 캐릭터를 모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사

회 및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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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주의 태동과 사회적인 커다란 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성주의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현대의 

여성주의 이론 연구는 상당 부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서 애니메이션 작품에서의 

캐릭터 연구가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성주의 이론과 애니메이션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는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지만, 여성주의 이론과 애니메이션을 융합

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일부 학자들이 여성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연구

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애니메이션 디자이너로서 여성의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산업의 참여도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였고, 여성주의 이론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에 접목한 연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여성문화 구축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애니메이션 속 여성의 

이미지를 재정립할 것이다.

  디자이너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상을 디자인할 때, 그 시대의 실제 의상을 원

형으로 한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부가

하여 디자인을 완성 시킨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상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스크린에서 현실 세계의 시장에 활용되는 기

회가 주어진다. 그 예로 코스프레이(Cosplay) 컬렉션 애니메이션 의상이  있다. 

일상, 동화, SF(Science Fiction) 등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

의 의상은 모두 코스프레이 컬렉션의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 복원될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의상의 형태가 현실 세계에 적용

되어 확산하는 대표적인 코스프레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프레이는 의

상 놀이(costume play)의 합성어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만화 등에 등장하

는 캐릭터의 의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 입고 즐기는 문화로 여성적 감각이 

표현되는 여성주의의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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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실제 사람 코스프레 13)

그림 1-6.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실제 사람 코스프레14)

  현실 세계에서 캐릭터이나 상상 속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나, 이들의 의상디자

인은 캐릭터의 성격과 스토리를 예측하게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이미

지를 갖는다. 영화 속 배우들이 입고 있는 의상은 패션 디자이너, 배우, 영화감독

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사를 듣지 않고 의상만으

로도 영화 스토리의 시대적 배경, 캐릭터의 사회적 지위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의상은 항상 스토리의 전개와 관련되어 설정되기 때

13) "How to Train Your Dragon"-Hiccup , "Aladdin"-Aladdin ,"Tangled" -Flynn Rider

https://www.pinterest.com/search/pins/?rs=ac&len=2&q=cosplay&eq=cos&etslf=4707&term_meta[

]=cosplay%7Cautocomplete%7C0 （2020.01.07）

14) "Pocket Monsters", "NARUTO -ナルト-", "How to Train Your Dragon"

https://www.pinterest.com/pin/642607440569138026/ （2020.01.20）



- 16 -

문에 스토리의 전개에 있어서 암시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니

메이션에서 캐릭터 의상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7. '신데렐라' 의상15)

  

그림 1-7은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신데렐라의 

의상을 애니메이션 의상 디자인과 영화로 표현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나타내었다. 신데렐라의 의상이 역시 항상 줄거리에 맞게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에서 대조적인 차이점이라면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은 의상 디

자이너가 작업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 디자이너가 작업한 것이란 차이점이다. 애니

메이션 의상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부이기 때문에 캐릭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의상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이 일체화되어 있는 

관계로 애니메이션 의상은 캐릭터 자체와 동일시 하여 분석하고 검토한다. 애니메

이션 의상은 캐릭터의 성격,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 외에 또 다른 문화

적 의미, 시대에 따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역의 문화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뮬란'의 경우,  등장인물 뮬란의 의상은 뮬란을 

중심으로 전개할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북위(北魏) 시대의 민

족문화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은 주인공 캐릭터인 뮬란을 통해 여성의 용맹함과 자

신감 그리고 헌신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동시에 여성의 독립 정신을 강조하고 있

15) 신데렐라가 공주 옷을 입었을 때 왕자의 파티에 갔고, 신데렐라가 평범한 옷을 입었을 때, 

신데렐라가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한다. 'Cinderella'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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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적인 캐릭터 이미지를 디자인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전복하고

자 시도하였다. 또한 뮬란 캐릭터의 의상디자인에 뚜렷한 여성주의적 요소를 주입

시킴으로써 현대 여성 의상의 세련됨도 갖추어 시대정신을 지닌 애니메이션 캐릭

터의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애

니메이션 의상 연구를 통해서 여성주의 의상 발전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매체 연구를 통해 여성주의 문화 체계를 구축

하고 여성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실천의 중요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애니메이션 '뮬란'에 등장하는‘뮬란’이라는 캐릭터의 의상은 중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서양의 문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의 변화를 주

도하는 핵심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여성주의가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뮬란'에 등장하는 '뮬란'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실제 '뮬란'의 이

미지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주의 철학을 중국 북위 시대 상황에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현상

이다. 중국 역사 속의 '뮬란'이라는 인물은 봉건사회에 살고 있고 유가 및 도가 

사상에 기반한 전통사상의 영향 속에서 자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뮬란'의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뮬란' 속 캐릭터 '뮬란'처럼 독립적이며 강한 여성 이미지

와는 차이가 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미국의 대중매체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현대 여성상의 견지에서 바라

본 여성주의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주의는 오래전부터 여성 인권 신장이

나 사회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로, 투표제도 도입 등 독립적이고 자주적

인 여성운동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국가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뮬란' 

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뮬란'은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여성 캐릭터가 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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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시대가 흐르면서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

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주의와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의 상호관

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서적, 

학술논문, 저널,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을 다시 

분류하고 정리한다. 이 문헌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사조에 관하여 주장하는 연구자

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논거가 될 것이다. 또

는 연구하고자 하는 시기는 산업혁명, 진보적 사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분류하여 여성 의상디자인의 물결을 분석하며 시간의 역사에 따른 시대

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고와 의상의 가치를 탐구해 전 세계의 여성주의의 발전사와 

여성 의상디자인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의상의 스타일을 분석한 다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

주의 이론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자료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 결

론을 활용해 실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한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제1장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

의 이론적 배경은 의상디자인, 여성주의, 애니메이션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밝

히고자 한다. 제2장은 여성주의가 발생한 원인과 여성주의 여러 유파에 관하여 소

개하였다. 제3장은 역사 시기별로 여성주의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과 이와 같은 

특징들이 여성 의상에 끼치는 영향이다. 제4장은 여성주의가 애니메이션에 미치는 

영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주의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설정, 스토리 전개, 캐

릭터 의상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5장의 제1절, 제2절은 주로 애니메이션 의상의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 다루었다. 5장의 제3절에서는 앞서 제2-4장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

을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과 여성주의 의상 특징 그리고 여성주의 정신의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정교하게 융합시켰다. 제6장은 본 연구의 최종적인 단계로 

결론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구성 

흐름도는 아래 그림 1-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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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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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여성주의(Feminism)란 여성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다양한 

이념적 토대와 관점을 견지하는 사상, 이론, 행동으로 구성된 묶음들이다

(Freedman, 200216)). 여성주의는 여러 가지의 양상을 지닌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

에 학자에 따라 이론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 Tisdell(1995)17)은 여성주의 이

론을 개인에 초점을 둔 여성주의, 구조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세 가지

로 분류하였다. Jaggar(1992)18)는 자유주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급진적, 사회

주의 여성주의로 구분하였다. Hayes & Flannery(2000)19)는 심리학적,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Tong(1995)20)은 자유주의, 마르크스

주의, 정신분석학적, 사회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 8가지 이론을 

체계화했다. 

  본 장에서는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의상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 기초적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형연구에서 여성주의발전과정을 정리하고, 그 다

음에 여성주의 유파 분석을 통해 여성 의상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

다. 

  여성주의 사상의 발흥은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비롯됐다. 여성주의 사상의 출현

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의 정당성을 주

장하는 중대한 진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회의 균등과 여성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예로부터 여성 집단은 생리적 특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배당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역

할을 해왔다. 가장 잘 알려진 풍습으로 일부다처제가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도 여

전히 일부다처제가 일부 국가에서 국소적이나마 여전히 존재는 곳도 있다. 또 2020

년 2월 12일 미국 유타 주 하원의원 의회는 일부다처제를 자원한 성인에게만 적용

16) Freedman. J. Feminism (이박혜경 역). 서울:이후, 2002, p.000.

17) Tisdell,E.J. Creating Inclusive Adult Learning Environments: Insights from 

Multicultural Education and Feminist Pedagogy. Information Series No. 361. 1995, 

p.000.

18) Jaggar, A.M.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공미혜,이한옥 역). 서울:이론과 실천, 1992, p.000.

19) Hayes, E. R. & Flannery, D. Women as Learners:The significance of   

    gender in adult learning. San Francisco:Jossey-Bass,2000

20) Tong, R. 페미니즘 사상(이소영 역). 사울:한신문화사, 1995, p.30-33.



- 21 -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21) 이러한 점으로 보아, 남녀가 절대적으로 평

등한 사회문화를 구축하려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존재한

다. 

  여성주의 사상의 출현은 여성 개체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을 정치적으로

나,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점점 더 평등한 권리를 얻게 했다. 여성

주의의 등장은 인간사회의 발전이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사고와 협력이

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촉진시켰다.

  사실상, 여성이 남성주의 사회가 자리 잡아가면서 기여한 사회에 대한 공헌은 사

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주의 문화의 발흥은 여

성을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해방시켜 동등한 인격체로서 점증적인 방법으로 많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중을 얻게 했다. 여성주의는, 여성 집단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는 이론적 선상에서 여성 집단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주의 

문화의 틀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창의적인 생각의 모티브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더욱 빠르게 선도할 수 있었다.

  여성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된 산업도 함께 향상되었다. 정치적으

로 드러난 부분은 여성의 선거권 획득, 여성 지도자의 출현 및 업무 수행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이다. 남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일을 하면 동

일한 보수를 받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주부로서가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구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영화 속 공

주는 더 이상 왕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공주가 왕자를 구하는 모습으

로도 나타난다. 여성주의의 발전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여성을 점점 더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고,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를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면 여성주의 사상이 낳

은 근본적 원인을 먼저 탐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

릭터 의상디자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주의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21) 약 85년 전, 유타에서 일부다처제는 중범죄로 규정되었지만, 실제로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수천 명이다.공화당의 헨더슨 상원의원이 중혼자의 중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일부다처제는 자원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죄가 많다. (일부다처 금지) 법은 

실패했다. 일부다처제를 전혀 막지 않았고 사실상 학대를 초래했으며 제지를 받지 

못했다."중혼을 중죄가 아닌 위법으로 정의하자는 제안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http://henan.china.com.cn/legal/2020-05/15/content_41153165.htm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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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성주의 발전과정 

1.1 산업혁명에서 출발한 여성주의(18세기40년대-19세기40년대)  

  농업시대에는 부부가 함께 농장에서 일했다. 부부의 협력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

는 업무의 특성은 부부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하고 매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

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남녀의 경제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공장에서 처음 고용한 사람은 주로 남자였으며, 하

루 12시간(1870S-1890S)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하루 12시간 동안 

집에 없는 오랫동안의 이탈 현상은 심리적으로 여성을 가정에서 더 독립적으로 바

꾸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여성 직업영역（women's work）

까지 산업혁명의 영향이 확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의상 영역에서 손으

로 직접 하는 작업 대신 기계가 옷을 만들 수 있게 했고, 공장에서 통조림 음식 

등을 생산해, 여성들이 농장이나 가정에서 했던 과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기술은, 가내수공업으로 개인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숙련공 일의 영역을 작업을 단계별로 단순화하여 표준화함에 따라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영역에 어렵지 않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게 된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게 되는 여성은 집안의 일을 단순화하고 

여성 개인의 자주적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성들의 이

와 같은 요구에 따라 산업사회도 따라 변화하는 데 대표적으로 일례로 과거 여성

의 전용물이었던 세탁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세탁을 하는 과정은 빨래판을 사용하고, 비누로 빨래를 하고, 

옷을 걸어서 말리지만, 현대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기계생산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한 

고전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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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여유의 시간을 갖게 했다. 기계가 가정

에서 여성의 일을 대신하면서 여가시간에 남편과 떨어져 있는 많은 시간 동안 일

상적인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이전에는 여성이 집안에서 반드시 해야만 했

던 집안일이 이제는 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여성의 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산업혁명은 여성들이 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혁

명으로 새로 생겨난 직업들은 더 이상 덩치 큰 남성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

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공장의 새로운 직업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삶에서 또 다

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업혁명은 공장의 일자리 외에, 기록원(record-keeping), 미디어

(communications), 홍보(public-relations)활동 등 남성의 물리적 근력이 필요하

지 않는 직업도 등장하였다. 여성들은 작업 공정이 표준화된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신생 사무실에서도 일할 수도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급속하게 증

가한 직업군 속에서 여성들은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변

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일찍 결혼하고, 아내가 

되고, 주부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을 갖고자 

하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결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피임기술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은 언제 결혼을 할지를 결정하고 원하는 자녀가 몇 

명인지를 결정할 자율권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은 여성들을 더욱 독립

적으로 만들었다. 여성이 직업을 선택하면 그들이 공장 근로자이든 비서이든 막론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적 책임도 안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직업을 갖게 되

면서 전에 없던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만약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역

시 또 다른 추가적인 책임이 생긴다, 그 일례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른 여성들과 왕래해야 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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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여성주의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이란 

사회적 대 변화의 결과에 따라 파생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과거 

농경문화에서 형성되어 온 여성과 남성의 직업군에 대한 변화를 촉발하게 했다. 

여성의 가정에서 노동시간을 투여했던 것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여성에게 여가시

간이 주어지면서 여성에게 선택권이 많아지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회는 

직업군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

었다.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직업군이 생기면서 여성주의적 사고방식에 관한 관

심이 높아지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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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보적 사상에서 발전한 여성주의 (19세기말-20세기초)

  산업혁명은 중산층을 확대시켜 중산층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중산층의 증가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중산층 

남녀 모두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권력 확보에 잠재력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

다. 산업혁명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20세기부터 진보주의 운동이 확산된다. 이

와 같은 진보주의 확산 과정에서 중산층 여성도 가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

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성이 주류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들이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투표권을 확보할 경우, 여성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면, 투표권 행사 없이도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와 같

은 자각으로 1906년 진보운동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전국소비

자연맹 창립자는 여성 조직에는 투표권이 없을지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도 되고 있었다.

  개혁파는 청정 식품과 약물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준비를 했는데, 본질은 단지 

하나의 제안일 뿐이며, 결국 하나의 법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의회가 안건을 논의

하자, 여성 조직의 구성원들은, 국회의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여성 

단체들은 당시에 투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 법규를 분명히 

설명하고, 순수 식품과 약물에 대하여 원하는 정책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결국, 여성 조직은 총 백만 통 이상의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오늘날 정부가 사건 한 건당 10만 통의 편지를 받으면 정치관료는 극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구나 1906년 당시 미국의 인구는 75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여성이 끼친 큰 영향과 공헌은 대단하였다. 제인 애덤스는, 가장 중요한 

여성 선거권 조직위원회 중 한 명인 전미여성투표권협회를 줄여서 NAWSA라고 칭했

다. 그녀는 여성 투표권 운동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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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여성 무역 노동조합 연맹 위원회의 일원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 연맹을 

조직했다. 그녀는 동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을 맡았고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대책방안을 건의했었다. 그녀는 여성일 뿐 아니라 많은 다른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인 애덤스와 같은 혁신파가 있었기 때문

에 1912년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진보당은 여성의 투표 권리를 그의 선거 계

획에 넣을 수 있었다.22)

  여성들이 정치적 정책 결정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과 관련 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산업혁명은 농경문화를 기반

으로 하는 가정경제와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 산업혁명으로 직업의 행태가 변화하

면서 여성들의 관심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중 운동의 선두에서 여성의 역

할이 서방 초기의 여성주의 태동에 영향을 주게 된 동기부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으로 인하여 과거 남성중심적으로 획일화된 사회 구조가 다양한 변화로 

이동하는 가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2) 루즈벨트 자체가 개혁파인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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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차 세계대전 시대의  여성주의 (1914년-1918년)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여성의 독립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여성

들에게 더욱 강한 성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진보주의가 여성을 정치 

영역으로 진출시켰고, 제1차 세계 대전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쟁은 여성들에게 대규모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고용 기회

를 가져다주었다. 전쟁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시켰고, 내전 전 미국으로 밀려오

는 대량이민과 내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이민을 전쟁 기간에 모두 중단시켰다. 전

쟁은 민족 간의 국토의 침탈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민 그 자체는 국가의 또 다른 

전쟁 상태에 있다는 뜻이므로, 국가는 그들의 자율적인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싸울 군복무를 필요로 했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중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은 노동력 부족 현

상을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간다. 그 후 미국도 전쟁에 가담하면서 노동력 부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쟁 기간에 남성들은 제복을 입고 훈련을 받은 다음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전쟁현장인 유럽에 투입되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격변기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부

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에서 필

요한 모든 물자를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오랫동안 배척당해 

온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 부류는 비 미국인이고 또 다른 부

류는 여성이었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시대적 격변기의 짧은 시간 동안 흑인은 물

론 다양한 종족의 여성들이 동원되어 사회에 흡수되었다. 여성들은 정부에서 요구

하는 모든 일을 떠맡게 되고, 군수 물품 생산에 종사하고 심지어 철도 건설현장의 

중노동에 동원되면서 전쟁에 기여하는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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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성들은 "우리는 이런 일도 해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권

력을 강화하고 확장해갔다. 전쟁이 마무리되자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의도에 대항하여 “전쟁 동안에는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 기간에는 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하며 많은 여성들이 전쟁 후에도 일자리에 

계속 남길 원했지만, 여성들은 전쟁 후에 다시 주류 사회에서 추방될 처지에 몰렸

었다. 여성은 집단적으로서 전쟁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지지를 보냈으며, 경제적 활

동과 고용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준비와 참전을 도와 사회를 안정시켰

다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이 발발하자 남성들이 전쟁터로 가면서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을 여성들이 대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막아 사회적 안정을 지탱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전쟁이 마무리되자 전쟁 기간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영향을 미친 정치적 권리는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주류사회는 여성의 투표권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되고, 민주 사회에서는 여

성이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했던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이 폭넓게 

자리잡게 된다. 

  여성주의 출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직업군의 변화에서 출발한 한 축과 산업혁명의 결과 여성들이 가정에서 했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사고가 진보적 성향

이 싹트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공백이 발

생한 노동시장을 여성들이 투입되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친 정치구조가 여성을 정

치무대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세계로 나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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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2차 세계대전 성숙한 여성주의 (1939년-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은 성별을 막론하고 전 인구의 동원이 극대화되었던 시기다. 여

성들이 전쟁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있는 데 우에노 치즈코는 영국과 미국처

럼 여성 병사가 존재했던 국가들은 참가형(integration)으로, 일본과 독일처럼 여

성 군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분리형(segregation)으로 구분했다. 일본은 

전쟁이 마무리되던 1945년 6월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종군 의사를 밝혀도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남성 병사가 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여성 군인이 존재했다. 소련의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여성들을 군대에서 배제할 수 

없었고, 평소 여성들의 교육기회 및 정치참여, 전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가능했

으므로 전투원으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고 전투 참여 비율도 높았다. 이 나라들

의 사례를 평시 생산노동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노동력의 부족이 즉각적으로 여

성들의 사회생활과 임금노동으로 진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각 국가의 정치

적 이념과 사회 문화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노동력의 편성과 성별 역할이 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가 점차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산이 비가시화 상태, 가정에 전가된 상태에 

놓여있어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이중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

다. 결혼한 여성의 남편 수입이 없거나 한 부모인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압력은 

더욱 증가하는 구조가 되었다. 

  여성주의 발전과정은 산업혁명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직업영역이 

확장된 결과 여성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 결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여성

에 대한 교육의 증가로 진보주의적 여성주의 운동이 발생한다. 1차 세계대전과 2

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여성의 정치에 대한 참정권이 확보되었다는 이론적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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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성주의 유파 

  2.1 여성주의 발생과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를 대표하는 여성운동은 18세기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서 싹텄다. 그 발

생은 사회가 일정한 역사 단계까지 발전한 산물이다. 1830년 대와 1840년대에 영

국과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는 기계와 대공업 시대로 발전하여 여성운동의 발생

에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부르주아 르네상스 운동, 계몽운동과 종교개혁 운

동 과정에서 자유, 평등, 천부인권 사상은 자산계급 여성운동의 형성을 위한 사상

적 조건을 제공한다. 프랑스 혁명 후에 세계 최초의 여성 권리를 요구하는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은 서방의 여성운

동과 여성주의 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최초 여성운동의 목적은 

여성의 외적 권익을 쟁취하는 데 여성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 여성운동의 목표는 여성 이등 시민의 지위를 바

꾸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가정에서 남녀의 지위가 다르고 남성보다 여성이 바친 

것은 더 많지만, 가정적 지위는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사노동은 보수

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가치를 구현할 방법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23)의 “2018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18년에 경제적 성별 격차가 좁혀졌지만,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접근과 

정치적 권력이 역전되었다. 직장 내 여성의 비율과 정치에서의 여성의 감소는 건

강과 교육에 대한 접근에 있어 더 큰 불평등과 함께 임금 평등의 개선과 전문직에

서의 여성의 수를 상쇄시켜 2018년에는 전 세계 성 격차만 약간 줄어들 뿐이었다. 

여성주의는 여권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여권의 권(權)이라는 단어가 급진적이

라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여성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23)https://namu.wiki/w/%EC%84%B8%EA%B3%84%EA%B2%BD%EC%A0%9C%ED%8F%AC%EB%9F%BC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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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로 용어가 바뀌면서 시각을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예술 각 영역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분야가 확장된다. 여성주의의 핵심은 남녀 간의 불평

등한 지위에 반대하고 여성의 합법적인 권리 획득을 촉진하는 것이다. 

Hooks,B.(2010)24)는 여성주의는 성차별적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투쟁이며, 인종주

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계급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을 제거하려

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을 연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드러내면서 

억압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식의 자각으로 출발한 

여성주의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론적 방법과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

자인에 투영되는 변화를 여성주의 발전과 연결하여 연구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여

성 캐릭터의 의상디자인 변화는 당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투영하는 시각적 의미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

인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석자료로 작용기 때문이다. 

  18세기 남성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독립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성과 덕성을 

갖춘  반면, 여성은 감성적이고 유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사적 영역에 머물

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같은 시민적 덕성이 아니라, 소박함, 순결과 같은 가정적 덕성이라고 생각했다. 

절망적으로 남성중심적 상황에서 여성주의는 여성이 남성에 종속상태에 놓여있다

는 문제의식 아래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학문적 흐름이 시작되

었다. 여성주의는 단순히 남성에 대한 종속만은 아니며 여성의 종속을 어떻게 해

석하느냐에 다라 다양한 이론과 분파가 형성되었다.

24)Hooks,B. Teaching critical thinking:Practical Wisdom. NewYork:Routle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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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nshaw,K.W.(1989)25)는 기존의 여성주의가 백인 여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왔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색인종 여성의 종속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인종적 

요소가 빠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크랜쇼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

는 개념을 통해 유색인종 여성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융합된 독특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성소수자 여성들이 이성애 중심의 사회

체계(heterosexual matrix) 속에서 겪는 특수한 억압을 지적한 퀴어 이론(queer 

theory),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로부터 주변화된 제3세계의 여성들에 대해 다루는 

글로벌 여성주의 (global feminism)까지 등장하면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성의 종속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별 여성들이 어떤 젠더 정체

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Butler,J.(1990)26)는 여성주의가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계급, 장애 등 정체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 시키면서 발전해왔다는 것은 여성

이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허구이며, 여성에게 그러한 정체

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맞지 않는 개별 여성들을 주변화시키게 된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여성주의의 핵심은 여성의 공유된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소수 속의 소수를 종속시키고 배제 시켜 왔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여성주

의 이론의 최근 경향은 기존의 이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종속상태의 다원성과 복

잡성을 분석하는 데에 성공하였지만,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득

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적 생산방식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도시화와 인구이동은 기

존의 사회와 가정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 근대국가에서 경제적 정치적 

변화와 함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분리, 성별 

역할의 재규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公)적 공간은 정치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적 공간은 가정이라고 단순화하여 볼 수 있다. 

25)Crenshew, K.,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cit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p.000.

26)Butler,J., Gender trouble, Feminist and the Subversion ofIdentity, New York:Routledge 

   Press, 1999 , 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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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간에는 성별이 할당되는데, 서구 근대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공(公)의 

공간, 여성에게는 사(私)의 공간이 관념적으로 배정된다. 이러한 분할은 문화와 

관습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여성들의 정치참여 배제, 재산권과 상속권의 박탈, 

직업 활동의 제한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강화된다.27)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일

어난 제2 물결 여성운동에서 여성대중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으로 의식향상

집단(Consciousness-Raising Group:CR)이 형성된다. CR의 구성원들은 여성들은 여

성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들을 발견했고, 이 문제들이 사회적인 조건에서 기

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

면서 세계는 다문화 민족이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여성, 노인, 소녀 그리고 이민자로 구성된 소수집단을 위한 정서의 이해는 생

명의 탄생과 육아에 대한 정서를 공감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관점에서 

해석은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되었다. Worell&Remer(2004)28)의 의견에 따르면 개

인은 삶의 단계, 성적 취향, 국적,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 출신, 민족, 문

화적 정체성, 종교적 혹은 역사적 기반, 고용지위, 교육적 성취, 신체적이거나 정

신적인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범주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인류문화의 역사에서 여성

주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의 통념적인 기존 이론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있

는데, 특히 남성 생산적 사회이론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현존하는 

많은 이론들은 여성 집단에게 스스로 발언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을 주체로 하는 문화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론을 체

계화했다. 처음에는 여성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 권력관계의 재생산 논리를 통해 여성 집단의 주체적 지위를 창출하려 했으

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부권구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

혀졌다. 

27)탁아소, 장수지,“사회주의 중국 여성해방의 출발점,”(박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p.000.

28)Worell, J.& Remer,P.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김민예숙, 강김문순 역). 파주:한울 아

카데미, 2004, 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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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시기별 여성주의자들은 부권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

른 유파를 형성하고, 유파가 형성되면서 역사적 시기에 따라 여성의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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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여성주의 유파

   가. 자유주의 여성주의  

  자유는 불간섭(non-interference)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른 개인 혹은 집단

에 의해 나의 행동이 간섭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간섭 자유의 관점

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가부장적 지배구조 아래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여성이 실질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그 여성은 자

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실질적인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 종속적이고 

사회 제도적 규제에 의해 간섭을 받는다면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의

미를 두고 있다. 여성의 종속이란 여성이 지배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비지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초기 여성주의 이론은 주

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와 미국 혁명으로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여성주의 운동이 주도적 사조였다. "자유

주의적 여성주의 이론의 주된 특징은 이성, 공평한 기회, 평등 그리고 선택의 자

유를 주장했다는 것이다."29)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주장은 첫째, 자유주의적 여성

주의의 초기 대표적인 사상은 이성을 주장하고 전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사상은 계몽운동에서 이성주의 세계관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성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둘째, 자

유주의적 여성주의는 특히 평등과 기회의 균등에 주목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억압

받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해결책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경제제도의 개선를 통

해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9) 李银河,'女性主义',山东:山东人民出版社,2005,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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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목표는 유능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

데, 능력 있는 사람이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특성을 수용하는 소질이 높은 사

람을 뜻한다. 평등과 기회의 균등으로 한 인간 능력을 기초로 하여 사회를 구축함

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유여성주의

는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 우선권에 동조해야 하며, 하나의 공정한 사회는 개

인이 그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자

면, 공평한 사회란,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하

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

적 여성주의는 전통적인 여성 철학 사상에 대해 반대하며, 그들은 여자와 남자가 

이성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성의 절

대적인 평등만이 이런 차이를 없애고 여성은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단의 결함은 평등만을 강조하여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간과하

고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또한 남성과 같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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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진주의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생겨났으며 가부장적 구조

와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원인으로 보았다. 여성들의 공통된 경험을 주목하

면서 생물학적 몸이나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두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

다’라고 주장한다. 여성 억압의 근원이 가부장제에서 구성된 성적 지위, 성역할, 

모성, 이성애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이므로, 사회에서 부여한 어머니 역할의 굴레로

부터 벗어나야하며, 생물학적 불평등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양성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여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적 특

질을 저급한 가치로 취급하고 남성적 특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의 감성, 돌봄의 능력인 소위 여성적인 특질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여성의 출산을 힘의 원천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해방

을 위해서는 가부장으로 조직된 사회구조를 부수고 위계화된 성과 성별체계가 해

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섹슈얼리티, 출산 및 생물학적 특성으로 억압을 

간주하는 것을 본질주의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주요 집단은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 중산층 여성이었다. 급진적 여성주의의의 특

징은, 이 이론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성을 위한 이

론이라는 점이다. "급진적 여성주의 이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여

성에 대한 공권력', '성'과 '출산' 등에 관한 문제였다."30) 급진주의 여성주의의 

사조는 첫째, 가부장제 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제를 성 불평등의 연원으로 보았

다.31) 둘째, 여성 우월론을 내세우며, 급진적 여성주의는 양성차별을 강조하고 여

성 우월론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 셋째,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다. 자유여성주

의에서 “인간은 자유”라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나아가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모

델임과는 달리 급진적 여성주의는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30) Ibid.,p.48

31)가부장제는 아버지가 가장인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데, 첫째,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의

미와, 둘째, 남성 연장자가 연소자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의 가장 주요

한 이론 목적은 여성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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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가 평등한 기회로 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에게 토지 배분과 재산에 대한 

독립적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여성들이 부엌에서, 양육에서, 자질구레한 집안

일에서 해방되어 사회에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로 여성이 진출하

면서 양육과 육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하게 된다. 가사노동을 사회화해야만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해방된다는 주장을 한다.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탈

리아 미국 등에서 1970년대 여성주의자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운동이 일

어나면서 재생산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고 복지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

게 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여성이 

남성적 가치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치 영역에 합류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

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특수한 차별을 은익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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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주의 여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1970년에 생겨난 것으로, 민주사회주의 사상의 양성관계 

분야에서 응용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여성억압과 종속의 원인으로 보았고,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상호작용하여 남성보다 여성을 더 지독하게 억압하는 방식

들을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의 물적 내지 

경제적 관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Jagger(1992)32)는 자본주의는 여

자들을 노동자로서 억압하지만 가부장제는 여자들을 여자로서 억압하는 데 이 억

압은 여자의 활동은 물론이고 여자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 

여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관념을 받아들였고,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전가에 대한 

관점 및 마르크스주의의 권력과 계급 분석의 관점, 급진적 여성주의의 가부장제에 

관한 이론 또한 받아들였다."33) 사회주의 여성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이

론과 여성주의 사이에서 최적의 부합점을 찾으려고 애쓰며,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이론의 기반을 찾았다. 주된 이론의 관점이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주로 자본주의 제도와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비롯되고, 여성의 해방은 사회 

전체의 해방이어야 하며, 정치경제 사상의 전면적 해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낮은 임금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물질적인 이익을 영

속시키며 여성으로하여금 주부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가정에서 

수행한다. 이재경 (2007)34)은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를 

강화하고, 가족임금에 의해 가족 내부에서도 남성은 여성의 노동을 통제할 수 있

다. 생산적 노동만큼 가사노동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임금책정을 요구하였지만, 가사노동 임금투쟁은 여성의 공적영역진출 거부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가족 임금제로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2)Jaggar, A.M., Op. cit., p.32

33)李银河,Op. cit., p.54

34)이재경, 여성학과 페미니즘 이론,여성학: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또 다른 세상, 서울:미래

M&B,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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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을 가사노동이 아닌 임금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은 마르크스·엥겔스와 레닌

의 여성해방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

의 시기 여성에 대한 정책으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자화가 가정에서 해방을 주기보

다는 재생산과 생산노동의 이중부담을 부과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났다. 노동현장에

서 여성들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계적인 평등의 추구와 이로 인한 질병과 

상해(傷害), 유산(流産)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이 주어지는 직종에 할당되거나, 같

은 노동을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여성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 되

었다. 출산과 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맡겨진 채 사회노동까지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을 이중

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지 사회주의에서만이 아니고 자본주의에서도 발생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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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서방국가들이 탈공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흐름인 포스트모던 여

성주의가 등장했다. 실제로 여성주의가 결합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남성주의의 질서

뿐 아니라 여성주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는 문

화적 차이를 강조하고, 인간은 사회적 방식과 사회적 인격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

고 있다고 보며,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결국 이원론적인 경향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발언권에 대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다.35)

  기존 이론들의 권위주의적 속성에서 반발함으로써 여성주의에 비판적 사고를 촉

발하는 기능을 해왔다. 여성주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의 정체성에 온전함

과 통일성을 부여해온 것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이었다. 여성을 어떤 고정된 특징

들을 공유하는 단일한 집단으로 이해함으로써, 어떤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여성성

의 더 완전한 예시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해 왔다.(Spelman 2002)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 주장의 일부 여성들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제국주

의적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투쟁이었다. 소수자의 특

수한 정체성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주의에 대

한 철학 분야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포스트모던니스트들은 여성의 해방이나 진보

와 같은 목표에 관심이 나타내지 않게 된다. 여성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변화보다

는 주체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데 만족한다. Butler(1999)는 여성주의가 유토피아

를 제시하기보다는 권력구조 복잡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는 것이

다. 버틀러의 주장에 따르면 권력은 거부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으며, 재배치될

뿐이라고 주장한다.36) 포스트모던 여성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성별, 인종, 계급뿐

만 아니라 색슈얼리티, 국적, 장애 여부 등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방향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35)장리핑, 당대 미국 여성주의 사조평술, 미국 연구,1999, p.36

36)Butler,J., Gender trouble, Feminist and the Subversion ofIdentity,New York:Routledge 

Press, 199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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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 내용

자유주의 여성주의

(liberal feminism)
이성, 공평한 기회, 평등, 선택의 자유

급진주의 여성주의

(radical feminism)
여성 우월론 및 개인의 자유

사회주의 여성주의

(Socialism feminism)
정책으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자화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Post Modern feminism)
여성의 발언권, 여성의 정체성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은 하나의 젠더 아니라 다양한 젠더 (multiple gender)로 개

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성‘이 아니라 ’사

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1970년대까지는 널리 쓰이지 

못했으나, 여성주의 이론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구조체인 젠더의 구분을 받아

들이면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역할로서 젠더, 또는 사회적 구조체인 젠더라는 

표현은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성 역할은 사람이 말 

또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소년 혹은 남자, 소녀 또는 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행동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또는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

하여 사고하는 인간의 고통, 억압 등의 문제를 경험해 보고, 지식이 항상 부분적

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 용기와 혁신을 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유파 관련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표 2-1. 여성주의 유파

  이상 앞에서 살펴본 여성주의 유파와 표 2-1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여성주의 유

파는 부르주아 르네상스, 계몽운동,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자유, 평등, 천부인

권 사상이 자산계급 여성운동을 형성하면서 여성주의 유파가 발생한다. 여성주의

의 초기에는 백인 여성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한 후 인종, 민족, 계급의 경

계를 넘어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여성주의의 발전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의 해방으로부터 출발하며 남성종속적인 관

계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젠더로 확장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의한 성의 구분까

지 확장되 었다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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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여성주의 의상의 변천사

제 1 절 여성주의와 여성의상의 개념

  여성주의는 봉건적 사고의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에 예속되었다는 가부장적 사고

로부터 해방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 여성의 가부장적 사고의 틀에서 탈출

은 사회의 대변혁과 산업혁명 그리고 전쟁이란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의 지위와 권

리가 확장되고 상승하게 된다. 여성의 상승된 지위와 확장된 권리는 여성의 활동 

범위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여성의 활동 범위와 위치

의 변화는 여성의 의상의 변화가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의상의 형

태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하면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1.1 여성의상 개념의 변화

  봉건주의와 전제주의 시대의 여성 의상은 매우 복잡하고 비활동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으나 여성주의의 발전에 따라 점차 기능적이고 간편한 복장으로 변화

되었다. 여성주의 유파의 발전에 따라 의상양식 혹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이에 따른 의상디자인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성주의 유파는 당대의 사회적 가

치와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의상디자인은 특정한 시기에 흔히 받아

들여지는 지배적인 스타일로서 일정기간에 인기 있고 수용된 디자인스타일에 대한 

집단행동의 표현이다.37)

  의상디자인을 시대적 미의 가치를 표현하는 사조 근거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접근으로 생각한다. 

37)Horn, M.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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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혁명 이후 중기 급진주의자들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감정적으로 완전

히 배척하였으며, 소박한 농부, 원시적인 미개인, 어린이, 문인들과 같은 사람들

에 의해 이야기되는 점들을 사회 환경에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겉치레가 중심되었던 귀족적 분위기인 18세기의 귀족 향락 

생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 이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시민들의 정신을 

규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맞는 의상을 갈망하게 된다.

  근대인들에게 있어 사고의 변화는 종교에서 지식과 신념의 원천을 찾으려 했던 

중세와 달리, 지식의 원천을 과학에서 찾아 자연과 인간의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

으로 설명하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이성에 대한 신념

을 가지게 하는 풍조가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진보 

사상을 낳게 한다. 38)

  19세기 이후 산업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사회 및 개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젠

더가 후기 근대인의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관이었으며, 의상디

자인은 젠더를 표현하는 중요하고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젠더라는 용어

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보다 사회 속에서 규정된 속성

임을 밝히고자 사회여성주의자 Ann Oakley(1976)가 저서 “Sex, Gender and 

Society”39)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19세기 이후 여성주의 운동에 의한 여성 인권 

신장, 성 혁명과 하위문화 운동 등을 통해 공고했던 이분법적 젠더 가치관은 점차 

변화하여 성 인식 및 의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상디자인의 형식은 성 

역할 즉 연령과 민족, 직업 및 기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적절한 규범을 표현하는 

강력한 비주얼 소통 매개임을 밝히고 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올바른 예절과 의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계층에 따른 의

상 형태에 대해 프랑스 Louis 14시대는 사회 계층에 의한 의상 복장의 차이가 현

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값비싸고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여성 의상이 유행하였다. 

38)박은희,“계몽주의시대 여성복식의 미적특성연구:Dress 구성 Pattern을 중심으로.”(박사학

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p.45.

39)Oakley,A. Sex, Gender and Society, London:Temple Smith, 197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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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영국에서는 덜 궁정적이고 좀더 사회적 유동성이 풍부하였으므로 의상에 

있어서 평등주의적인 형태, 단순한 형태, 실용적인 직물을 취급하여 노동자 의상

을 모방한 중산계급 의상디자인이 주목을 받았다. 

  귀족중심, 남성중심의 교육형태에서 벗어나 평등사상을 기저로 여성들의 교육이 

중시 되면서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행

과 스포츠의 확대는 그에 적합한 의상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활동성

과 기능성을 갖춘 남성복의 요소들을 여성 의상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여성의 스포츠 확대와 살롱 등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

기가 되어 남녀가 공동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상디자인은 중심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

사일을 돕고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J. Rousseau는 주장한다. 하지만 부분적이지만 남성 의상디자

인 요소를 여성 의상디자인 요소로 적용했다는 것은 여성 인권 확대를 암시하는 

신호로 독립적인 여성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여성주

의의 출발점을 시사하고 있다. 

18세기 말 관능적이고 향략적인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는 프랑스 혁명 후 영향

력을 잃고 산업혁명으로 직물과 생산기술이 발전했던 영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고상하고 정교한 스타일에 치중하여, 외향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 의상디

자인에서 탈피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지적인 면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로 생

산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영국의 분위기가 의상디자인의 새로운 풍토를 조

성한다.

  평등, 자유, 인권을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평등의 개념을 접목한 의

상디자인을 보여준 예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한 형태의 외투가 등장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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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어 20세기 후반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서구의 여성

주의 운동은 여성을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오래된 철학적 담론을 

해체하고자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시도를 이어 간다. 여성주의 운동은 남성과 여

성을 문명/자연, 정신/몸으로 상징화시키는 대립적 구도와 상반적 관계에 대한 인

식의 해체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을 물론 개혁적인 의상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사조

로 자리잡는다. 

1.2 여성의상의 개혁

  19세기 이후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 등 여성 권리를 둘러싼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상에 대한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주의 운동으로 

인한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20세기 서구 여성 의상 형태의 변화

로 패션의 유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의복의 외형으로 이

분화된 것은 14, 15세기로 추정되나 본격적으로 의상의 형태가 남성과 여성으로 

성적 특질 및 역할과 위계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

후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의상의 형태는 귀족과 상류층 등 계급적 신분의 상징적 

위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더욱 컸다. 

  1850년대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여성 의상디자인 개혁 운동이 전개되면서 여

성 의상디자인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다. 초창기 의상디자인 개혁운동은 그

라함 (Sylvester Graham)을 필두로 한 건강개선운동으로 출발했다. 여성 의상디자

인 개혁운동 주체자들은 여성의 건강 개선뿐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 금연, 절제

와 같은 운동에도 힘쓴다. Mott(1938)40)는 여성주의자들은 헐렁한 바지 위에 짧은 

드레스나 스커트와 조끼를 입도록 권장하면서 여성의 활동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전거 타기와 같은 스포츠 활동도 장려한다. 여성의 다리를 노출시킨다는 비난에

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의상디자인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여성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잠재적 활동의 기회를 높이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짧은 치마

와 바지를 장려하였다. 특히 바지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징적 의상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성 의상디자인의 개혁은 여성들의 권리를 가시적으로 주장

40)Mott,F.L. A history of American Magazines,1850-1865 (Vol.2).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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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된다. Crane(2000)41)는 19세기 이후 여성의 의상 형태의 근대화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수트 형태의 남성 복장을 통해 표현되어 20세기 전반

에 이르러 여성 의상 형태의 근대화 및 양성평등적 가치의 표현은 근대화된 남성

복 형태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지금까지 여성주의와 의상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면 여성주의와 관련된 의상 변

화는 프랑스 혁명 이후 중기 급진적 주의자들이 겉치레 중심의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배척하면서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영국풍의 의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대하

면서 여성의 스포츠가 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남성의 의상 디자인을 여성 의상

에 기능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한다. 여성건강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여성의상에 

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헐렁한 바지와 짧은 미니스커트와 남성의 전용 복장인 

조끼 등을 양성평등을 나타내는 여성 의상을 착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41)Crane,D.&Bovone,J. Approaches to material culture:The sociology of fashion and 

clothing. Poetics,Vol.34, No.6, 2006,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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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성주의 의상의 발전과정

  여성주의 이론은 성불평등에 대한 각각의 관점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

다. 여성주의는 여러 가지 양상을 지닌 복잡한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이론을 분

류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다. 여성주의 변화단계를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1의 물결의 여성주의 이론은 자유주의적인 여성주의로 

사회적 편견과 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때의 특징은 공정역역에서의 

권리와 제도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2의 물결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급진적인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불평등

의 원인을 가부장적 구조와 성별체계 그리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여서 오는 불평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2의 물결 기간 중에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 이라

는 주장으로 기존의 정치적이라고 부른 영역을 다시 정의하고, 자본주의 종식을 

통한 성별 분업과 재생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제3의 물결을 포스트모던여성주

의라고 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여성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차

이를 인정하는 평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주의의 발전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여

성의 의상에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의상은 여성의 문화와 그 당시 사회에

서 여성의 사상을 반영하여 보여준다. 여성주의의 의상에 대한 변화는 사회의 큰 

변혁을 추측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여성의 의상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취

향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

문이다.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개인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이자 한 시대의 문

화적 양식에 깊이 뿌리를 둔 사회적 표현 중 하나이기도 하다.(Horn & Gurel. 

1981)42) 의상디자인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며, 다양한 관점에 따

른 해석으로 인해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배경을 갖는다. 

42) Horn, M. Op. cit,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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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의 운동은 수백 년 동안 지속 되어 왔는데, 대략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연구는 세 차례의 여성주의 물

결이 여성 의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여성의류의 시대별 특징 및 발전과 의상디

자인 규칙을 요약하고자 한다.

  1780년대부터 패션의 리더였던 프랑스에서도 남녀 모두 영국식 의상 요소들을 

받아들여 의복에 대한 프랑스의 주도권은 영국스타일에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복의 아름다움은 인공미와 장식미, 실용성을 강조하는 기능미, 남

성이나 하인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적용시키는 평등미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인공미에는 코르셋(corset)의 사용이다. 18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의 의상은 바로크 양식의 영향으로 장대하고 호화로운 의상형태를 하고 있으나. 

루이 15세 이후 바로크풍의 의상은 점점 그 모습을 감추고 로코코 양식이 혼합된 

의상형식이 나타났다.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은 계속되었고, 실루엣을 강

조하기 위해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힙을 부풀려 허리를 더욱 강조하여 인공적

인 의상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18세기 말엽에는 허리를 가늘게 하면서도 입어서 편안함을 겸할 수 있는 구성 

기술로 발전되었으나 외관으로는 근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앞 중앙이 삼각형

으로 내려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1760년경부터 여성들은 

머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데 머리 모양은 점점 거대해지고 건축물과 같은 

장식이 극한점에까지 도달하였다. 여자들은 머리형태로 자신을 과시하고 머리형태

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머리형태를 준비하는 기간이 

귀부인들은 약 10일간, 중류계급의 여성들은 3개월 정도까지 그대로 두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가 발달하는 계기 되었으나, 위생관념이 

생기면서 거대한 머리는 점차 모자로 대치되었다. 

  1780년대 여성의 의상이 인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한 형태로 변화하였

다. 기능성과 실용성, 활동성을 고려한 형태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는 당시 초상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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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귀족중심, 남성중심의 교육형태에서 벗어나 평등사상을 기저로 여성들의 

교육과 시민계급의 교육이 중시되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하였다. 여행과 스포츠의 확대는 그에 적합한 여성복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여성들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남성복의 요소들을 여성 의상에 반영하였

다.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사일을 돕고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

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던 시기에 부분적으로나마 남성복의 요소를 여성복에 도입하

여 적용하면서 유행했다는 것은 여성권 확대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하나의 

독립체로서의 인정해 가는 시발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18세기 말 관능적이고 향락적인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는 혁명 후 영향력을 잃

어가고 산업혁명으로 직물과 생산기술이 발전했던 영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고상하고 정교한 스타일에 치중하여, 외향에 관심이 있었던 프랑스 의상형태에서 

탈피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지적인 면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효과적

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영국 분위기가 패션계의 새로운 유행으

로 등장하였다.  

  절대권력의 구조 사회에서 예술이나 디자인은 지배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

되어 오면서 패션은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패션은 즉 의상은 계급

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또 의상은 권력과 재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이용되었다. 권력과 패션의 상관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패션과 정치가 융합되어 아이템, 색상, 소

재, 실루엣, 액세서리, 디테일 등 패션 요소를 정치적 의미로 부여하면서 반복적

이며, 한편으로는 차별적으로 사용한 여성이 개성적인 패선 스타일로 정의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패션의 스타일은 젠더의 표현이기도 하며 착용자의 내재적 성향을 짐작하게 한

다. 젠더의 의미는 일종의 성의 해방이며 다양성의 인정으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젠더는 이분법적인 성(性)에서 벗어난 사회성 성(性)을 일

컫는 용어로 1995년 북경 제4차 여성대회 GO(정부기구)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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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신체의 성에서 사회적 성인 젠더를 분리하기 위해 여성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의상은 남성과 여성의 젠더 역할에 따라 외모, 몸가짐, 마음가

짐을 형성하고 재현하도록 하는 사회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주의는 시대

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의상이 변화해 왔다. 

  1차 여성주의 물결은 여성의식의 각성을 촉진했다, 여성은 남녀평등의 개념을 

여성 의상디자인에 접목시켜 여성 의상을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이고 활동성에 집중

하면서 경량화되고 단순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코르셋을 벗고 몸에 꼭 끼지 

않아도 되는 활동하기에 편안한 그리스풍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여성들은 옷차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옷

의 기능성과 간결성을 강화시켰다. 제2차 여성주의 물결에서는 남성의 권리에 반

대하는 의식이 생겨났다. 여성의 의상은 이 시대에 반역적인 젊은 풍조를 가져왔

다. 제도에서 오는 차별화에 대한 반대는 이 시대 여성 의상의 징표이다. 1980년

대는 제3차 여성주의 물결이 몰아쳤다. 3차 여성주의의 물결 속에서 여성주의자들

은 자연스럽게 차별과 성차별을 관련지으며, 여성 의상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흐름

을 형성했다.

  여성들의 사회에 참여가 다양해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의

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性)의 구분을 초월하여 사회적 성을 나타내는 젠더의 형

식으로 변화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상을 색상, 디자인, 액세서리, 신발, 소재 

등의 변화로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이 요구하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반영하면서 남

성적인 젠더와 여성적인 젠더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발전하

고 있다. 여성들은 의상 디자인의 변화로 섬세함과 카리스마적인 의지, 개인의 철

학적 성향, 감수성과 남성적 강인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출하는 데 활용한다. 여

성들의 의상디자인은 단순한 의복의 개념에서 시대적 상황변화의 반영, 정치적인 

경향,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론 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려는 의지

의 표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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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무대에 진출한 여성의 경우 남성 정치인들 보다 다양한 색상, 디테일 등을 통

해 패션 정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치인의 활동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로 여성 패션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여성의 패션 디자인은 이제 단순히 옷의 이미지에서 여성의 능력을 가

시적으로 평가하는 차별화 된 패션 스타일로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나타내

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제3절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여성의 의상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

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와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의상이 인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편안한 형태로 변화하여 기능성, 실용성, 활동성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성의 의상이 신체적 성의 구분을 초월하여 사회적 성을 나타내는 젠더

의 형식의 변화로 여성들은 자신의 의상을 색상, 디자인, 액세서리, 신발, 소재 

등을 변화시켜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의 철학적 성향은 물론 강인함을 연출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53 -

제3절 제1차 여성주의의 물결

  제1차 여성주의 물결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있었던 John Stuart Mill이 

“Subjection of Women, 1869”에서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나 단지 양

육과 교육의 차이로 여성들의 표면적인 능력이 달라졌다고 저술하여 남성과 여성

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된다(Watkins, 1995)43). 1860년대부터 1920

년까지 초기의 여성운동을 가리키며 여성의 투표권 획득을 위한 참정권 운동이 대

표적이다. 다양한 사회제도에서 사회적 편견과 기회의 불균등으로 보면서, 여성이

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하므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교육권, 재산권, 참

정권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평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산층 부르주아 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운동이며, 남성

적 가치에 우월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제1차 물결기간의 특징으로 여성주의 운동의 주된 목표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남

자와 같은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여성을 위한 선거권, 둘째는 

여성을 위한 교육권, 셋째는 여성의 취업 문제, 특히 기혼여성에 관심이 집중되었

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단지 여성들이 남성중심 

사회의 변두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품화 되는 것이란 생각에 강한 거부감

을 나타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의상디자인의 방향으로 여성이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잠재

적 활동의 기회를 높이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장려하였다. 바지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주장하는 상징적 의상이 되었다. 개혁적인 

여성의 의상 디자인 움직임은 여성들의 권리를 가시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Crane, 2000) 19세기 이후 여성 디자인의 근대화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추구

하는 수트 형태의 남성 의상 방식으로 표현되며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여성 의상

디자인의 근대화와 양성평등적 가치의 표현은 근대화된 남성 의상 형태를 모방하

는 형태로 전개된다. 

43) 배유경,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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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여성의상의 기능화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기간 동안 생산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진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생산시스템의 변화는 또한 여성의식의 변

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쟁 시기에 남성들은 대부분 전쟁에 참여했고, 

여성은 남성을 대신해 남성들이 하였던 일자리에 대규모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들

은 일에 적응하기 위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번거로운 장식을 한 의상을 벗고 가

볍고 실용적인 기능성 의류로 갈아입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별 의식에 대한 변

화가 생겼고, 남성의 부속품이나 가정의 장식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되면서, 

여성들이 점점 더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여성복의 개혁은 전통적인 사상

을 개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로 작용한 것이다.

  전쟁 이전 농경사회의 봉건적인 사고의 틀에서 여성의 의식이 각성 되기까지는 

300여 년이 세월이 흐른 뒤 일이다. 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모래시계 모양으로 만

들어,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에 대한 남성들의 심미적 요구에 부응한다. 그림 

3-1.에 나타낸 코르셋의 착용은 여성의 건강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코르

셋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심한 압박으로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죄

어 매어 늑골이 부러지는 사고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여성의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의 강압적인 불균형으로 몸속의 기관에 손상을 입히고, 코르

셋의 압력으로 인해 몸속 기관들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신체의 하반신이 받는 스트

레스가 극심하게 되어 급사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르셋을 착용해야 하는 

풍조는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잘록한 것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취향을 따르려는 사회적 문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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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코르셋44)

  

그림 3-2. 여성 군복45)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남성들의 빈 자리를 여성들이 대신하여 지출하기 시

작한다. 코르셋은 작업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속박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림 3-2는 여성의 의상에 남성

의 복장을 응용한 여성 군복이다. 여성들은 불편하고 장식 용구가 많은 무거운 옷

44)https://www.pinterest.com/search/pins/?q=corset&rs=typed&term_meta[]=corset%7Ctyped 

（2020.02.29）

45)https://vintagedancer.com/1900s/1918-fashion/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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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고 남성 군복을 모방하여 보다 간단하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군복 스

타일에 따라 여성복 사이즈가 크게 줄어들고, 치마 길이도 짧아지면서 남녀 의상

의 장식적 스타일이 일치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바지가 남성복의 전유물이

라는 통념으로 인하여 여성복과 남성복의 차이는, 여성복은 하의에 바지보다는 치

마를 매치했다는 점이다. 장식적 측면에서, 군복의 장식요소는 여성복에도 등장했

지만, 여성복의 전통적인 실크벨트는 넓은 벨트로 대체됐다. 의류에는 실용적인 

호주머니가 등장했고, 두 줄 단추도 여성복에 등장했다. 이와 같은 군복들은 전쟁 

당시의 실용적인 여성복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복에 

대한 기능화의 변혁을 촉진시켰다.

3.2 톰보이（Tomboy）시대

  전쟁은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녀평등의 사회적 지위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은 자아의 특성을 부정하는 남성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성들

은 코르셋에서 해방되어 의상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이루었으며, 더 이상 허리와 

힙의 비율을 요구하지 않았고, 곡선을 부정하며 직선을 강조했다. 쓸데없는 장식

을 거부하고 의상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 시기에 여성복은 톰보이(Garconne)라는 

스타일로 등장했다.46) 이 시대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성을 없애고 남성성을 

강조한 점이다.47) 직선형 여성복은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산물로 인식되며 1920년

대의 유행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직선형 의류는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의 자연

스러운 차이를 피하고 가슴의 돌출된 부분을 평평하게 하며, 허리 사이즈의 넓힘, 

엉덩이 부분의 조임, 무릎까지 오는 치마 길이의 특징 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특징을 그림 3-3에 나타내고 있다. 이 의상은 겉옷과 유사한 형태로 허리 부분이 

잘록하지 않은 H라인의 아웃라인을 나타낸다. 

46) 프랑스 작가 “빅터 마르게리테”（Victor Margueritte）는 소설 'La Garconne' 를 

출간했다. 헐렁한 치마를 입고 여성성을 없애고 단발머리를 한 직업 여성을 

“Garconne”(Tomboy 톰보이 )라고 한다.

47) 장성, 서방현대복식사, 중국 경공업출판사, 2010,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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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여성 의상은 남성적인 건강한 기질을 나타내기 위해, 패션에 영향을 미

치는 허리라인을 없애거나, 혹은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거나 벨트를 매어 시

각적 효과를 강조시키며, 전체적인 외형은 미성년의 어린아이와 매우 유사한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들은 패션에 맞추어 그들의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어린 남

자소년의 짧은 머리로 변신해, 자신을 남성화된 모습으로 꾸몄다.

그림 3-3. 톰보이48)

  3.3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화 의상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서구 중산층에는 스포츠 레저휴가를 포함한 새로운 생활패

턴이 등장하고, 여성용 정장의 수요량이 계속 증가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

로 초기 여성 정장 투피스는 상의의 변화에 한해서, 군복 스타일, 기능성 위주의 

의상으로 한정됐다. 당시 여성 정장 투피스는 남성적인 멋을 풍기며 남성복과의 

유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아, 여성 정장 투피스는 남녀 간 뚜렷한 성별 차이 해

소를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남성복과 비슷한 사상적 관념이 여성 정장 투피스의 유행을 오래도록 지속시켰

다. 그림 3-4는 샤넬 수트의 의상을 나타내고 있다. 샤넬 수트가 출시될 때, 여성

48) https://vintagedancer.com/category/1920s/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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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의상에 있어서 갈망하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샤넬이 디자인한 의상

은 편안함과 간결함을 원칙으로 여성의 의식 각성을 호소하며 여성이 남성의 환심

을 사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제1원칙이다. 샤넬 수

트는 기능성이 강하고 색감이 뛰어나며 우아한 스타일로, 활동하기 편하며, 아웃

라인은 H형이며 어깨가 자연스럽고 허리 사이즈가 느슨해지면서, 치마의 길이는 

종아리까지 오는 것이 특징이다. 남성복의 디자인 스타일을 여성복으로 전환해 생

활과 일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림 3-4. 어깨가 넓은 양복 상의49)

   

  3.4 양성(兩性)의 특징이 융합된 의상 디자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복이 다시 한번 기능화된 남성복에 가까워졌다. 여성

들은 남성이 양성과의 동일성을 실현하길 희망하며, 남성의 억압을 뒤엎고 여성의 

종속적인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의 1차적 물결이 단

순히 남성의 패션 스타일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여성만의 패션 스타일을 디자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여성복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융합하는데 중

점을 두었으며, 어깨의 여유를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멋스러움을 부각시키고, 몸에 

맞는 허리품은 여성의 매력을 부각시켰다. 남성복 원단과 정장 슈트의 조합이 다

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947년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르는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

뉴룩' 계열의 여성복을 선보였다50). 그림 3-5에 나타낸 '뉴룩' 계열의 여성복은 

49) https://vintagedancer.com/1940s/women-1940s-fashion/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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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여성미를 발산했다. 상의는 어깨의 넓적

함을 없애고 어깨라인은 자연스럽고 동그랗게 변형하고 허리는 조이게 하며, 치맛

자락은 헐렁한 대비를 보여 여성의 슬림함을 부각시켜 20cm 가량의 긴 치마를 연

출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단조로운 옷을 벗어 던지고 전쟁의 참혹함을 잊기 위

해 가정부와 사무직원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뉴룩 계열의 여성복을 입었다. 하지

만 여성주의자들은 '뉴룩' 계열의 옷이 해방된 여성들을 다시 옷에 억압되게 만들

었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의상이 여성들의 쉽지 않은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주의는 이 패션 스타일에 항의하기 위해 시

위 군중을 구성했다. 하지만 크리스찬 디오르의 디자인은 1950년대 여성복의 유행

을 선도하였다. 

    

그림 3-5. 뉴룩 51)

  

  제4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주의 역할로 여성을 위한 선거권, 교육권, 

취업 문제 등을 중심에 놓고 양성평등적 가치를 주장하며 자유롭고 활동적인 의상

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여성복을 활동적이고 기능적

인 형태로 개혁하게 했고 여성에 대한 자의 의식이 개혁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개혁적인 여성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의 의상이 남성의 의복을 적용하

면서 여성 신체의 특징이 사라진 다음 여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 

50) NEW LOOK: 1947년에 diro는 전쟁 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스타일의 의상 발표회를 디자인하여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성복을 연출하다.  당시 '바자르' 편집자인 '카만아 사농' 부인은 보고 

나서 "완전한 혁명이다. 디자인의 스커트, NEW LOOK이다."

51) https://vintagedancer.com/1940s/women-1940s-fashion/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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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강인함을 혼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는 형태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4장에서 얻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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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2차 여성주의의 물결

  1960년대 제2차 여성주의 물결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여성억압의 주된 원인

을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 즉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에 두고 

있다. 이때 미국 여성주의가 촉발한 운동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 확산되면서 양성

차별 해소를 바탕으로 성차별주의 및 남성의 권리를 비판했다. 2차 여성주의 운동

은 공공분야의 여성에 대한 개방은 물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요구한다. 사회, 경제, 생활 등 다방면에서 양성간의 직접적인 차이를 연구하고 

여성문화를 발전시켜 여성의 장점을 살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유도하자

는 것이다.

  여성주의의 제2의 물결은 성적 억압과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성적 정체성, 억압과 쾌락으

로서의 섹슈얼리티, 이성애중심주의 등과 연관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52)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공항상태로 퇴보하면서 분야마다 

악영향을 받는 등 업종 발전에 제한을 받았다. 당시 남성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이뤄졌지만, 경기 침체로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특히 여성의 실업률

이 악화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야 했고, 일할 기회를 잃은 

여성들이 다시 가정주부의 위치로 돌아와야 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 시기의 여성복은, 또 남성의 심미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것은 여성주의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이 2차 여성주의의 물결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은 사회학의 합당한 주제가 아니고 자연과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학이 주제에서 배제되었다고 쉴링은 주장하였다.(임

인숙, 2006)53). 쉴링은 산아제한과 낙태권에 관련된 쟁점들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

함으로써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와 학대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되찾기 위한 

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의 의식을 제기한다. 

52) 성정수,“리즈비언 생애사 연구: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비판적 확장,”(박사학위, 중앙대

학교 대학원, 2010), p.000.

53) 임인숙. 몸의 사회학, 파주:나남출판, 2006,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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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공항이란 사회 환경에서 여성이 아름다움을 되찾는 대상은 몸이다.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방법으로 화장, 머리, 액세서리 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외형

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의상에 집중한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의 의상으로 존재양식을 표현하는 형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여성이 불평등과 억

압의 사회적 관계에 연류되는 다양한 측면을 강조한다. 공적영역으로 여성의 진출

정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부장제가 여성을 견제하기 위해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여성을 통제한다. 여성 자신은 가부장적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자본화

하는 데 여성 의상디자인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

이 남성들 보다 외모 가꾸기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

운 풍조로 자리잡는다. 

  4.1 젊은 트렌드와 미니스커트

  1960년대로 진입하면서 서양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했다. 전쟁 후 신생 인구의 

증가로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25세 이하였다. 젊은이들은 

물자가 풍부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반대하

며, 자유를 추구하고, 보수에 반대한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삶을 추구하면서, 모

든 부패한 것들에 저항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젊은 세대가 불러온 젊

은이들의 열풍은 강력했다.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고 사회적 가치관을 뒤집는 청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됐다. 같은 시기에 콘돔과 피임약의 출현은 여성

을 출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남녀 양성의 원시적 분업을 다시 해제하고 구성

했다. 여성주의가 의식적으로 창조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 자신의 생활방식에 속하

는 것으로, 여성복의 스타일은 사회에서 형태적인 움직임 하에 자유로운 스타일과 

성별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의 추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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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환경에서 영국 청년 디자이너 메리 퀀트가 미니스커트를 출시하며,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됐다. 그림 3-6에 나타낸 미니스커트는 여성의 두 다리를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젊고 세련돼 보이게 만들었다. 1965년 미래

주의의 거장인 앙드레 쿠레주의 미니스커트를 고급 여성복 대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여성복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대의 여성 의류는 직선적인 외형을 추구하

며 A형 H형과 T형을 위주로 형상화했다. 상체는 비교적 몸에 맞고, 하체는 바깥쪽

으로 쭉 뻗어 있어 디테일이 깔끔하다. 의상의 고순도 색채가 여성과 어린이의 거

리를 좁혀주었고, 소녀풍의 짧은 코트와 미니스커트가 당시의 유행 추세였다.

그림 3-6. 미니스커트54)

  4.2 중성적인 스타일과 팬츠

  1970년대는 서양의 여성복이 발전하는 중요한 과도기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의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

면서 캐주얼하고 깔끔한 실용적인 바지가 여성이 입는 옷의 우선순위로 꼽혔다. 

여성들은 남성들만 입는 바지를 그림 3-7에 표현한 것처럼 입기 시작했고, 역사적

으로 볼 때, 20세기 여성복의 가장 위대한 혁명과 창조는 하체에 대한 표현에 있

으며, 여성들은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현대생활에 진입했다."55)

54) https://vintagedancer.com/1960s/women-1960s-fashion/ （2020.03.20）

55) 이당기. 남바지 여자 스커트-옷의 성별  기호, 장식, 200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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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르 스모킹56)

  1966년 프랑스 디자이너 이브생로랑은 중성적인 스타일을 개척해 남성의 턱시도

를 모티브로 한 첫 여성 르 스모킹을 디자인했다. 그림 3-7. 은 르 스모킹의 전형

적인 요소로는 넥타이, 조끼, 스키니, 굽이 굵은 하이힐, 금속 질감의 액세서리, 

영국풍신사모, 긴슈트, 긴 스카프와 가죽장갑이 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연출하고 여성의 신체미를 부각시켜 여성복의 편안함과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디자인의 콘셉트이다. 르 스모킹은 남성과 비슷한 의상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여

성에게 자유로운 태도를 부여하고 여성은 과감히 자신을 통제하고, 더 독립적임과 

동시에 스타일리시하게 했다.

  1970년대의 특징으로 젊은 트렌드와 중성적인 이미지를 결합한 의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상체는 몸에 딱 달라붙어 작아지고 하의는 무릎에서 바깥쪽으로 넓어

져, 바지와 치마 모두 피라미드와 유사한 A 형태를 띤 것이 특징이다. 오버 핏의 

나팔바지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라인으로, 넓은 밑단이 바지의 전체적인 스타일

링을 과장하고 확대시켜 강렬한 직선감을 선사하며 여성신체의 곡선을 길게 만들

었다. 나팔바지의 유행 이후 여성복의 중성화가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사회의식

이 한층 개방되면서 여성복의 하의 바지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여성복 스타일, 나팔바지 슈트가 탄생했다. 나팔바지 슈트의 특징은 상의가 허리

와 몸통을 잡아주고 기장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며 바지는 1970년대 

특유의 나팔바지 스타일이다. 그림 3-8의 나팔바지 슈트는 여성의 일상복은 물론 

의상의 색을 바꾸었고, 간호사의 작업복, 심지어 록스타의 무대 의상까지 됐다. 

이 시기의 여성복 스타일은, 젊은 트렌드의 자아 해방을 이뤄냄과 동시에, 사회적

56) http://tonifashion.blog.sohu.com/203604652.html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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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형태의 추진으로 성차별을 없앤 중성적인 스타일을 촉진했다.

그림 3-8. 나팔바지57)

  

  제2차 여성주의의 물결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공공분야의 여성운동으로 

개방을 기점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 종료된 후 직장에 돌아온 남성들에 의해 직장에서 가정에 돌아온 

여성들은 다시 남성 심미적 관점으로 의상디자인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

의 의상에 자유로운 태도를 부여하고 여성은 과감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의

상이 변화하면서 중성적 의상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57) https://vintagedancer.com/1970s/1970s-fashion-womens/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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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3차 여성주의의 물결

3차 여성주의의 물결은 1980년대 서방국가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전 세계로 더욱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3차 여성주의의 물결은 2차 여성주의로 성

장한 청년여성에 의해 주창되었다. 3차 여성주의의 물결은 2차 여성주의의 관점을 

융합하고 당대의 비판 이론과 융합해 생태여성주의, 사이버여성주의, 기이한 이

론, 유색인종 여성주의 등의 사상의 흐름을 형성했다. 2차 여성주의보다 3차 여성

주의의 물결이 더욱 포용성과 다원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 문제에 주목하는 토대

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 인권 문제는 여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여성 의상디자인에 대한 개혁운동은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 룩까지 이어져 남성 

및 여성의 성 특질을 인정하고 상대방 성의 요소를 의상 형태에 도입하는 특성으

로 나타난다(이현구 & 박길순, 1998)58). 여성 의상디자인을 통한 젠더의 표현이 

도입되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나면서 20세기 후반 서구 현대패션은 젠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된다. 크레인(Diana 

Crane)은 패션이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가치를 내포한다는 점에

서 패션을 통해 사회적 위치나 젠더와 같은 상징적 경계를 유지 및 전복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Crane, 2006)59). 여성 의상디자인은 인체를 보호하고 생활에 

편리를 주는 실용적 가치에서부터 계급적 위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방법이자 개인

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목적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여성 의상디자인은 

여성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반영한다. 

  5.1 여성복의 다원화

1980년대에 세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물질적 삶이 유난히 풍족

해졌고,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대거 방출되었다. 

58) 이현구, 박길수,“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충남대

학교 대학원,1998), p.41-42.

59) Crane,D. and Bovone,J. Approaches to material culture:The sociology of fashion and 

clothing. Poetics, Vol.34, No.6, 2006,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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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은 반역적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장했

고 1980년대에는 경제 도약과 풍부한 물자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누렸다. 생활방

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의식을 가진 '여피족‘을 만들어냈다. 여피족은 고등교

육을 받고 대도시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들은 높은 사회

적 지위, 높은 임금, 독립적 자유를 추구하며 삶의 질과 물질적 향락을 추구한다. 

물질에 대한 추구는 상품 라벨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점점 

더 심각해졌다. 소비자들은 명품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루이비통, 지방시, 조르지

오 아르마니를 포함한 사치스러운 브랜드 의류의 대대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그림 3-9. 중성적인 여성복60)

  이 시기 여성복은 남성적이고 실루엣에 신경을 쓰고, 장식적 디테일은 무시하

며 전문적인 스타일을 살려 여성복은 남성복과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스타일

은 기존 여성복의 상소하대의 특징을 바꿔 디자인이 주로 상체에 집중됐다. 남성

복의 가공구조를 본떠서 여성복도 시각적으로 남성적인 역량감을 지녔으며, 허리

는 살짝 좁아지고 치마와 바지는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여성의 

연약한 면을 축소시켜, 더욱 대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남성적인 짙은 남색과 회

흑색 슈트, 어깨너비에 뚜렷한 각, 긴 하의, 하이힐 짓밟기, 어떤 액세서리도 착

60) https://vintagedancer.com/1980s/1980s-fashion-womens/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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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성별의 특질을 드러내지 않는 여성복에 대한 1980년대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그림 3-9에 보여주고 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중성적인 여

성복은 남성의 꼿꼿하고 곧은 기상과 여성의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여성스러우며 소탈한 느낌을 주는 의상으로, 당시에 매우 유행이었다. 

  5.2 미니멀리즘

  1990년대 생태여성주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자'는 사상적 지도 아래 

여성복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양식을 추구하며 'less is more'의 미니멀리즘 스타

일을 강력하게 지지하기 시작했다. 많은 자연의 색, 예를 들어 흙색, 빙하색, 짙

은 남색, 볏짚색 등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자연의 색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정신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개선시

킨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순면 소재, 린넨 캔버스, 천연 실크

가 생태계를 지키는 최고의 재료가 되었다. 자수, 레이스, 리본 등 쓸데없는 장식 

디테일은 모두 없앴다. 미니멀리즘은 인체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

니멀니즘은 그림 3-10에 표현한 것처럼 디자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의상의 전체 

형태를 간단하게 반영하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며 대부분 H자형, 원통형, 텐트형

이다.

  

그림 3-10. 미니멀리즘 스타일61)

  

  1990년대 미니멀리즘 스타일은 전성기에 이르다가, 1990년대 후반 절정에 달했

61) https://zhuanlan.zhihu.com/p/32858104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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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내용 설명 그림

1900S 

이전
코르셋

체형을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옷

으로 가슴에서 히프 위까지를 꼭 

조이기한 디자인

을 때, 미니멀리즘 의상은 개성 있는 표현에 치중하고, 스타일링은 자연스럽고 디

자인은 특히 깔끔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주의는 사회의 변혁에 따라 사상이 끊임없이 변화

하면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의상도 변화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

발하면서 공백 상태가 된 남성의 일터를 여성이 대신하면서 일하는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복장으로 변화되었다.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기여하는 영향력

이 증가하면서 여성주의 물결은 여성 의상이 기능화하고 남성화를 거치면서 양성

의 특징이 융합되는 1차 여성주의 물결을 경험하게 된다. 전쟁 후 대공항이 밀려

오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젊음을 상징하는 트랜

드와 미니스커트가 여성의 고급 의상으로 자리 잡는 물결도 발생하게 된다. 서구 

사회의 경제적 부흥이 여성 의상을 다원화하고 자연인으로 인간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없어지고 인간평등성을 나타내는 

유니섹스적인 의상의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내용을 표 3-1.에 정리

하여 나타냈다. 표3-1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변혁에 따라 여성주의의 사조가 변

화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의상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3차 여성주의의 물결에 대하여 정리한 표3-1.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특징을 작

성하면 여성주의가 포용성과 다원성을 추구하고 환경 문제와 인종 간 인권문제로 

더욱확장된다. 여성 의상디자인이 젠더의 경계를 모호가 만들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삶의 다양한 문화적 의

미를 반영했던 것이 제3차 여성주의 물결 특징이란 것을 알았다. 

표 3-1. 시대적 여성주의 여성 의상디자인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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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S

제1세

계대전

여성 군복

사이즈 크게 줄이고, 치마 길이 

짧아지면서 남녀 의상의 장식적 

스타일이 일치되는 추세

톰보이 

(Tomboy)

시대

여성성 없애고 남성성을 부각한 

직선형 의류. 가슴, 허리, 엉덩

이까지 라인 피하여 가슴의 돌출

은 평평하며, 허리 사이즈의 넓

힘, 엉덩이 부분의 조임, 무릎까

지 오는 치마 길이.

어깨 넓은 

양복

남성복 원단과 정장 슈트의 조

합. 어깨의 여유 강조, 남성의 

멋스러움을 부각시킴, 몸에 맞는 

허리품으로 여성의 매력 부각시

킴. 

1940S 뉴룩

완전한 여성미 발산.어깨의 넓적

함 없애고 어깨라인 자연스럽고 

동그랗게 변형함. 허리는 조이게 

하며, 치맛자락은 헐렁한 대비를 

보이며, 여성의 슬림함을 부각시

켜 20cm 가량의 긴 치마를 연출.

1960S
미니

스커트 

자유와 해방 상징. 직선적인 외

형 추구하며 A형 H형과 T형 위주

로 형상. 상체는 비교적 몸에 맞

고, 하체는 바깥쪽으로 쭉 뻗어 

있어 디테일이 깔끔함. 

1970S 르스모킹

중성적인 스타일을 개척하여  여

성의 신체미를 부각시켜 편안함

과 기능성을 강화함.

나비넥타이, 조끼, 스키니, 굽이 

굵은 하이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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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바지

여성복의 중성화 사상 최고조 달

함. 상의 허리와 몸통을 잡아주

고, 기장은 엉덩이까지 내려 옴. 

1970년대 특유의 나팔바지 스타

일으로 자아 해방 및 사회적인 

성차별 없앤 의미

1980S 명품

높은 사회적 지위, 높은 임금, 

독립적 자유를 추구하며 물질에 

대한 추구는 상품 라벨이 사회적 

지위 결정하는 현상으로 명품을 

추구함. 

1990S
미니

멀리즘

자연스럽고 편안한 양식을 추구

하며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순면 소재, 린넨 캔버스, 천연 

실크가 생태계를 지키는 최고의 

재료가 되었음. 

2000S
일정 하지 

않음

자주적으로 중성화된 스타일을 

창조하며, 무성별 브랜드 의상의 

등장, 중성화 의상 스타일은 패

션쇼장의 자리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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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디자인과  여성주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선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영화와 의상디자인 작품들은 

문화의 구현에 대해 지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성 문화가 점차 사회에 자리 잡음에 

따라 의상디자인 작품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 운동은 19세

기에 계몽되기 시작해 20세기 초 1차 물결이 일었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 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1980년대 이후에야 서서히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는 하

나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의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를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캐릭터의 의상에 대한 외관적인 분석 외에도 당대에 미치는 

사회적 풍토가 여성 캐릭터에 미치는 성격과 스토리를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에 

포함된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애니메이

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이 줄거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상호관계의 변화도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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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1차 여성주의 물결과 가부장제에 소속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인물은 직관적인 조형언어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적

인 형상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 예술 양식이다. 애니

메이션에서 만들어낸 인물의 형상은 신체적 요소와 신체를 꾸며주는 외적 요소로 

구분된다. 신체적 요소란 성별의 특징, 생김새 및 신체 구성을 말한다. 외적 요소

에는 헤어, 의상,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여성주의 사상 흐름의 영향

에 따라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 이미지 디자인은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사상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과 접목하여 연구한다. 여성주의 사상은 1930년대에 시작되기 시작한

다. 서구 국가들은 제1차 여성주의 물결을 겪은 후,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선거권, 취업권, 결혼 자율권을 어느 정도 얻었으며, 일부 여성들은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하게 되었다. 일부 여성은 사회 분업에 참

여했지만, 대부분 하층 직업군에 머무르며 산업생산 분야에서 남성들이 여전히 결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시대에 영향력이 컸던 애니메이션 중 세 편의 대

표적인 작품이 있는 데 그것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다. 세 작품 모두 남성의 발언권이 뚜렷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에

서도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의 심미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 분업 모델이 바뀌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경

제 위기에 빠졌으며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남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시 공공영역을 사적 영역과 구분하고 여성의 영역이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가족 영역으로의 복

귀할 것을 호소했다. 영상 예술의 창작은 현실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고리

가 대다수인데, 현실과는 달리 애니메이션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수많은 시청자 집단은 주로 어린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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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이 성격과 성별에 따라 판에 박힌 미디어 이미지를 본다면, 그들은 판

에 박힌 이미지에 부합하는 직관,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

과도 있다.62) 초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모두 미숙하다고 여겨졌

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공주 영화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형태로 여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여성이 가정의 영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남성의 의도를 보여준다.

  1.1 여성의 외모 및 의상 그리고 이미지의 형성

  백설 공주, 신데렐라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주인공은 공통으로 고귀한 

혈통의 귀족 여성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해왔다. 백설 공주의 "붉은 입술은 장

미처럼, 검은 머리는 까마귀처럼, 하얀 피부는 눈처럼 ", 신데렐라는 "석양처럼 아

름답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고귀한 기질을 감출 수 없다."는 이미지를 풍기

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황금빛 머리이고 눈동자는 샛별과 같고 빨간 입술

은 장미를 부끄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세 명의 공주는 아름다운 외모와 함

께 온순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다. 이 이미지는 당시 남성의 미적 기준이 뚜렷하

게 드러나는 심미적인 아이콘으로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정의된 완벽한 여성상이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세 명의 공주 의상은 가슴과 허리를 바짝 감싸는 특징이 

있어서 1차 여성주의 물결이 나타나기 전의 의상과 유사성을 갖는다. 세 명 공주

의 의상은, 기능성, 편리성, 독립성, 개성적 특징과는 거리가 멀게 표현되고 있

다. 이러한 스타일의 의상디자인은 분명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로 본 여성상에 

대한 미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아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성품을 지

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림 4-1은 세 사람 모

두 귀족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애니메이

션에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설 공주는 집안일을 잘했기 때

문에 일곱 난쟁이가 거둬주었고 일곱 난쟁이들이 어지럽힌 방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62) 홍준호, '전파학의 새로운 흐름'(위), 베이징 칭화대 출판사, 2014,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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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마법을 갖고 있지 않은 세 명의 선녀와 숲속의 작은 방에서 

자력갱생을 했다. 신데렐라는 집 전체를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계모와 누

이 세 명의 잡다한 일까지 처리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념은 결국 가정을 

챙기는 것은 여성의 뿌리 깊은 사명이고, 어느 환경에서나, 가정을 보살핀다는 개

념은 여성의 사고에 깊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그림 4-1.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63)

  결혼은 가정 성립의 기반이며, 이 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이다. 공주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행복한 결혼을 바란다. 백설공주에서 공주는 "내

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며, 나는 그가 나타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

'고 말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며 결혼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

주도 "내 마음이 계속 노래하면 내 노래가 나를 찾는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그 또한 나에게 노래를 불러 줄 거야."라고 말하며 그들의 관념 속에서 사랑은 그

들 모두의 꿈이다. 하지만 왕자와의 만남과 사랑은 모두 우연적이고 일시적이다. 

백설 공주는 왕자와 첫 만남부터 사랑에 빠졌고, 신데렐라는 단지 무도회장에서 

63) '백설공주', '신보라', '잠자 숲'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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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시간 동안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노래 한 곡의 시간에 사랑에 빠졌다. 공

주들은 오랫동안 진실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영화 속에서는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첫눈에 반하게 하는 조건을 갖게 한 것인가? 그것은 물론 세 명

의 공주 모두 천사 같은 미모가 첫눈에 반하게 하는 매력의 중심이 됐다. 여자의 

운명을 전부 외모에 맡기는 것은 남성주의적 시각이 낳은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1.2 여성의 연약한 이미지와 남성의 권력

  초기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성격 면에서도 언제나 연약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가정 일에 적합한 여성상으로 온유, 

배려, 수동, 감동 등을 요구받았다.64) 결혼 전에는 '숙녀',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

가 되는 것이 주된 여성 교육이고, 남성처럼 여러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다. 가부장

제 사회 규범 아래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

성 사회가 안배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의 성격은 나약해서 반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백설 공주는 왕비가 자신

을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선택은 숲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잠

자는 숲속의 공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지만, 세 선녀는 그녀에게 이미 결혼이 약

속됐음을 알려주자,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인 후 황궁으로 돌아와 결

혼을 이행해야 했다. 온갖 불평등한 일에 공주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떠한 저

항도 없이 수동적으로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는 여성 등

장 인물에게 반항은 무효하고 무의미하며, 남성으로부터의 보장을 받아야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다. 여성 등장인물은 꿈을 갖고 결혼을 갈

망해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법 이외는 없는 것으로 표현한다. 뛰어난 미모에 가

사능력까지 갖춘 이들이지만, 그들의 여린 성격 때문에 반항할 수 없고, 그저 왕자

가 나타나야만 그들의 삶이 바뀌며 꿈꾸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64) 홍준호, Op. cit.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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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건사회에서 남성의 발언권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발언

권이며, 남성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관념이 고정되어 있다. 이 세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도 

이러한 관념이 전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편의 작품에서 남성 등장인물은 여성을 구해내는 

책임을 진다. 백설 공주와 신데렐라는 본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강인한 아버지가 있었다. 계모가 존재하더라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러

나 아버지의 보호를 잃게 된 후, 악몽이 찾아왔다. 예컨대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

이'에서 공주를 놓아준 사냥꾼과 공주를 거두어 준 일곱 난쟁이들 역시 공주를 구

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왕자와는 다르다. 아버지와 그 

밖의 다른 남성 등장인물들은 여성의 생활과 생명 보호를 위한 역할을 했으며, 남

편으로 여겨지는 왕자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공주의 삶은 변화되었

다. 왕자가 영화 전반에 등장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영화의 핵심 사상은 남성

들이 공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속 남성들은 

모두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심지어 사회의 권력중심까지 언급될 정도로 여성 생활

에 막강한 영향력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 여성 등장인물의 생존 조건의 극적인 변

화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 남성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사상의 암시 하에 여성 이미

지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1.3 희화화된 여성 권력자 이미지

  

  영화 속에는 추락한 여성 권력자의 이미지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에 여성주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여성 권력을 쟁취하

고 남녀평등을 요구했다.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당시

의 사회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주의

자들은 남성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와 억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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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편의 영화에서 몇몇 여성 권력자들은 모두 매우 

추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백설 공주의 계모는 왕의 죽음 이후 전 국가의 정권을 

장악했지만, 하루 종일 자신의 외모에 푹 빠져 있다가 백설 공주가 그녀보다 예쁘

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죽이려 한다. 신데렐라의 계모는 공주의 아버지가 돌아가

시자 직접 하인으로 부려먹을 정도로 가정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잠자는 숲속

의 공주 속 마녀는 파티에서 공주의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주에게 

죽음을 저주한다.

그림 4-2. 희화화된 여성 권력자65)

  왕비의 이기심과 편협함, 계모의 교활함, 마녀의 비열함과 간사함, 이 여성 권

력자들은 영화에서 모두 부정적인 캐릭터를 그림 4-2의 형태로 그려진다. 그들은 

남성의 발언권이 짧을 때 권리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 권리를 유지할 수는 없었

기 때문에 사적인 형벌에 권력을 행사하여 다른 이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영화가 관객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강력한 신호이다. 하지만 남성

의 발언권이 회복되고 진정한 중심 권력자인 왕자가 나타났을 때, 부정적으로 그

려지던 여성 권력자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공주는 왕자의 등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남성주의자들은 일찍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대

중들,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 남성의 발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남성 권력 중심의 사고를 갖게 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여성주의 물결과 가부장제에 종속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에 대한 특징

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은 여성주의 사상의 흐름의 영향을 

65) '백설공주', '잠자 숲'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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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사고가 주도적인 사회에서

의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는 가부장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에 순종

적이며 현모양처로서 여성을 강요하고 있다. 봉건적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여성을 

희화해서 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갖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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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차 여성주의 물결과 다원적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

터

  생리적 특성은 성 역할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지만, 성 역할의 궁극적 형성은 개

인의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신분 정체성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성 

개념의 형성에는 교육과 모방이 주요 작용을 했고 환경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의 여성은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가부장제의 남성 사상

은 언제나 여성의 캐릭터 구축 과정에 관여했다. 남성 권력은 여성의 사상과 여성

의 미를 규율한다. 여성주의 사상의 흐름은 일반적인 여성의 인상을 깨고 성에 대

한 이론을 풍부하게 했으며, 여성의 사상을 가부장제 문화 규범에서 해방시켰으며, 

서로 다른 매체에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매체의 전파는 대중에게 유도 작용을 하며, 대중의 이해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대중들의 이념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매체와 대중의 관계는 쌍

방으로 이루어지므로, 매체의 발전은 반드시 대중들의 심미 문화에 부합되어야 한

다. 매체는 대중에 영향을 주면서 대중들의 관념 및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적 이미지의 변화를 대중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

회적 이념의 영향을 받아 현실사회에서 여성주의적 사상의 각성과 여성 권력 관계

의 변화를 반영한다.

  20세기 초에 여성주의 사상에 관한 관심이 태동 되기 시작한 여성주의 운동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선거권과 교육권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전통적인 사회 분

업의 영향으로 남성의 권력은 여전히 사회적 권한의 중심이었다. 남성 발언권 주

도 하에 초기의 전통적 매개체는 남성의 의식에 의해 통제되었고, 전통적인 남성

의 심미적 규범이 매체의 여성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언급한 세 명의 아름다운 공주 이미지는 전통적인 미의 전형으로써, 

'백인, 날씬한 몸매, 여린 성격, 상냥한 마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숙녀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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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유일한 귀결점은 사적 영역에서 결혼과 가정이고, 남성 숭배, 남성 의존, 

현모양처와 어머니 역할을 제창하며 남성은 이들의 생존에 있어 의사결정권자이자 

주도자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제2차 여성주의와 1980년대 제3차 여성주의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여성

주의는 계급, 인종의 초월, 국가의 도약을 이뤄냈다. 여성주의 운동은 백인 여성

에서 흑인 여성, 황인종 여성으로, 선진국에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됐다. 

여성주의자들은 사회 권력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여성의 사상적 이데올로기

를 해방시키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 사상 흐름의 발전은 여성 매개체의 

이미지 변화를 촉진시켰다. 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매개체가 양성 

심미를 포용하고 여성의식과 새로운 여성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체는 여성의 

발언권을 더욱 중시하고, 여성의 의식에 부합하는 서술 모델을 창조하여 더욱 독

립적이고 전면화된 애니메이션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198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 영화 속 여성의 이미지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낸 판에 박힌 여성의 이미지를 깨뜨렸다. 예를 들어 인어 공

주(The Little Mermaid)의 아리엘(Ariel) 공주는 가부장제의 굴레를 깨고 갈망하

던 육지의 삶을 추구하며, 사랑에도 특히 능동적이었다. 인종 별 공주의 이미지도 

잇따라 나타났다. 흑인 부족 소녀 포카혼타스(Pocahontas), 프랑스 시골 소녀 벨

(Belle), 중국 서민 소녀 뮬란（MU LAN) 등이 각기 다른 성격의 캐릭터로 등장했

다. 여성의 외형 변화는 전통적인 의상을 제외하고는 슈렉 속 피오나 공주

（Princess Fiona）의 이미지가 여성 공주에 대한 대중의 판에 박힌 이미지를 완

전히 뒤집고 외모가 여성을 결정짓지 못하게 했다. 성격 면에서 여성 캐릭터는 더 

이상 유약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독립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고, 모든 정해진 관

념에 반항하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한다. 개인의 가치는 더 이상 가정의 사적 영역

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더 많은 실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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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많은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고, 일반 가정의 성인 

여성들을 대량 동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나 사회의 생산현

장에 투입돼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세계대전이라는 격변기를 맞으면서 여성의 가

치는 사적인 가족 영역 밖의 공적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2.1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

언제나 가부장제 사회 규범에 순응하며, 결혼과 가정을 꿈꿨던 초기 애니메이션

의 공주와는 달리, 애니메이션 영화인 인어 공주에서 아리엘은 자신만의 개인적 

꿈을 가졌다. 그러나 그 꿈 자체의 설정에는 돌파할 수 없는 모순점이 놓여있다. 

그녀는 물을 떠날 수 없는 인어의 신분이지만 인간이 사는 육지의 삶을 꿈꾼다. 

애니메이션에서 바다에 생존하는 캐릭터는 육지 생물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인어 공주의 꿈은 바다의 생존 규범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

화 속에서 인어 공주의 꿈은 반역적이며 적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반대

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어 공주는 이전 애니메이션의 공주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해자들이 바다에 빠뜨린 물건들을 모아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인어 공주는 그녀가 구해준 인간 왕자를 만나 그와 사랑에 빠지자 아리엘과 아

버지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왕은 딸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의 세계에

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아리엘이 소장하고 있던 인간의 

물건과 왕자 조각상의 동굴을 파괴했다. 인어 공주에서 아리엘은 이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처럼 남성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도피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꿈과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적극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어 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자주적으로 찾아 나서기 위해 그림4-3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바다의 마녀와 

거래를 하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와 다리를 바꿔 육지에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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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어 공주'66)

행동으로 꿈을 추진하고 남성의 권위에 과감히 도전하며 대가를 치르는 인어 공

주 아리엘은 이미 전통 여성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왕의 아버지라는 

해저 세계 최고 권력의 중심을 마주하고 도전했다. 이러한 용기는 당시 사회 환경

에서 남성권력층과 싸우는 여성주의자들과 부합하고 있으며, 인어 공주 아리엘은 

바다의 규범에 도전했다. 현실 속의 여성주의자들도 가부장제 사회에 도전하며 여

성의 자유를 지향했던 일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결국 아리엘의 노력으로 꿈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

고, 결말은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자들의 목표에 맞춰 여성의 꿈을 추구하도록 장려

했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여주고 있다.

66) '인어 공주'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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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외모론적인 남성주의로부터의 해방

  

그림 4-4. 톰보이 67)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의 미적 감각 아래 천사 같은 외모

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캐릭터 설정들은 모두 남성 발

언권의 산물이다. 여성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영화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심미를 

더 많이 포용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다양한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여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중성화된 심미가 애니메이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여성주의 운동을 주도한 중성적 성향의 흐름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똑

같이 드러난다. 1989년 다카하시 루미코（Takahashi Rumiko）의 애니메이션 '난마

'(乱马 らんま）에서 깔끔한 단발머리와 화끈한 성격, 날렵한 몸놀림을 지닌 여주

인공 텐도 아카네（天道あかね）는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선량한 정의감을 가졌

다. 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ぎんたま，Gintama）에서 야나규 큐우베에 

（やぎゅう きゅうべえYagyuu Kyuubee）의 이미지와 외모가 매우 흡사하다. 그는 

죽마고우 시무라 타에（しむら たえ Shimura Tae）를 보호하기 위해 왼쪽 눈을 실

명하고 안대를 착용했으며, 남성적인 옷차림에 검술도 뛰어났다. 애니메이션 여성 

이미지에서 남성주의의 심미적 규범을 벗어나면서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더 

이상 큰 눈, 하얀 피부, 잘록한 허리의 공주 이미지가 아니다. 이와 같이 애니메

이션의 캐릭더 의상 디자인의 변화는 그림 3-3에 나타낸 톰보이68) 의상 디자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주의 운동은 애니메이션의 심미적 다각

67) '난마','은혼'애니메이션 캡쳐

68) https://vintagedancer.com/category/1920s/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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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영향을 미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용감한 전설'의 메리다（Merida） 공주

의 외적 아름다움은 그림 4-5에 나타낸 것처럼 이전 공주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에 더하여 그림 4-5의 슈렉의 피오나 공주도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데, 그녀는 대중의 공주에 대한 심미를 철저히 뒤집었지만 이 영화로 인해 큰 성

공을 거두며, 여성주의가 사회와 매체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4-5. '용감한 전설', 피오나 공주69)

  여성주의 물결과 다원적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에 대하여 정리하면 여성의 사

상을 가부장제 문화 규범에서 해방시키고, 여성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알았다. 여성이 계급, 인종, 국가를 초월하고 백인 여성에서 흑인 여성, 황인종 

여성으로 확대되고 사회 권력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고 있음

을 알았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던 봉건주의적 사고에서의 애니메이션이 

여성의 외모 중심 사고에서 해방되고 여성은 더이상 유약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69) https://movie.douban.com/subject/3036473/ （2020.04.20）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1581/ （2020.04.20）



- 86 -

제3절 제3차 여성주의 물결과 여성 정체성을 강조한 애니메

이션 여성 캐릭터

  전쟁의 영향과 산업사회의 생산현장의 변화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제2차 

여성주의와 제3차 여성주의 물결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주의 

각 유파의 변증을 거쳐 여성주의 의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대부분 여

성이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남성 주도의 가치관

이 무너지면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가 생겨났다.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시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여성의 개성과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고, 캐릭터마다 스타일이 상이하게 달라지면서 전통적인 남성의 미적 규범

을 완전히 타파했다. 여성 캐릭터는 더 이상 남성 규범 하의 천사 같이 완벽한 외

모가 아니며, 전통적 남성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약한 여자도 아닌, 각각의 작

품마다 새로운 캐릭터 이미지와 특성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후의 애니메이션 작

품에서, 여성상은 더 이상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애니메

이션 속 여성 캐릭터의 삶은 가정과 사랑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

니라 과감히 그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

  3.1 ‘첫눈에 반하다’라는 고정화된 패턴 해방

  초기 반세기가 넘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 디즈니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고취해

왔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보통 아름다운 외모를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공주는 

아름답고 착하며 왕자는 잘생기고 멋진 모습이다. 디즈니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판

에 박힌 이미지를 뒤집은 영화는 미녀와 야수에서 그림 4-6의 왕자는 야수(Beast)

의 이미지로 등장한 것이었다. 더 이상 첫눈에 반할만한 외모를 갖추지 않았고 공

포와 때로는 혐오감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멋지고 잘생

긴 남성의 이미지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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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는 벨(Belle)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여주인공 벨도 야수

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야수의 매력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며, 선입견을 버리고 결

국 야수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애정관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통념을 깨뜨렸다.

그림 4-6. '미녀와 야수'70)

  벨이 야수를 만나기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했던 개스턴(Gaston)이 있

었다. 하지만 벨은 개스턴의 건방지고 경솔한 성격을 싫어하여 단호하게 거절했

다. 흉측하고 추악한 외모의 야수를 이지만, 벨은 야수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벨이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사고와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건적 남성주의의 관점에서 

표현했던 여성관과 남성에 대한 평가는 그림 4-6의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에서 과거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외모 지상주의적 관념에서 사람의 사

고와 사랑의 감정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교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미녀와 야수에서 벨의 사고와 판단의 바탕은 그녀의 취미인 독서

에서 비롯됐다. 전통적 사회에서 권력은 교육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지식의 축적에

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자신의 중심 통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여성 교육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식을 가진 여성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벨의 구애자인 개스턴은 "여자는 책을 너무 많

이 보아서는 안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과 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며 

70) '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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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지식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책을 즐겨 읽는 벨은 전통에 

반역하는 인물이며, 타인의 눈에는 이류가 됐다. 벨은 전통적인 남성 권위주의 사

회의 이류이며, 야수는 왕자 집단 중의 이류이다. 벨은 여성으로서 지식을 습득해

서는 안 되는데 독서를 즐기기 때문이고, 야수는 외모가 호감적이지 못하고 사회

성이 부족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독서를 좋아했으

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고, 결국 외적인 모습을 넘어 그들은 같은 

위치에 섰다. 미녀와 야수에서는 외모 지상주의와 사회적 제도를 벗어나 물질적 

판단 보다는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적 성숙은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3.2 등장인물의  인종 타파

  20세기 말 급진적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을 경험한 후 여성 내 인종계급 등 차별

문제의 존재는 여성주의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시기 디즈니 공주 시리즈

는 백인 공주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을 그리지 않고 대중에게 더욱 다양화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며 인종적 한계를 넘어 종의 경계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디즈니1부 대표작인 '알라딘'(Aladdin)에 이어 '월-E'(WALL-E)라는 로봇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진다. 로봇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감정은 반드시 아름다운 여성과 

멋지게 생긴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가진 이야기라면 수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4-7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도 여주인공 자스민(Jasmine)공주는 자기주

장이 뚜렷한 인물로 표현된다. 자스민은 아버지가 주선해준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출한 후, 유랑자 '알라딘'을 만난다. 자스민은 벨과 마찬가지로 '알

라딘'에게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지내면서 호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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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은 철저하게 남성 영향

력 아래에 있는 일부다처제의 중동지방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반항아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시도이다. '알라딘'의 여성주의 관념은 주로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과 꿈

에 대한 추구로 나타나며 그림 4-3의 '인어 공주'와 그림 4-6의 '미녀와 야수'도 

이에 포함된다. 

그림 4-7. '알라딘', '월-e'71)

  3.3 식민지 후기 여성의 각성

1980년대 이후 여성주의와 포스트 식민주의라는 두 서구 학계의 소수 논제가 교

류와 융합을 일으켜 새로운 포스트 식민 여성주의 이론을 형성했다. 이 이론은 여

성적 시각에서 식민주의와 남성권위주의사회를 비판하고 있다.72) '포카혼타스

'(Pocahontas)란 흑인 부족을 둘러싼 공주 포카혼타스가 영국 탐험 식민 통치자들

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부족을 보호하는 이야기이다. 부족의 공주인 포카혼타스는 

더 이상 여리고 작은 자태가 아닌, 용감하고 힘이 세며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다. 

이러한 겉모습은 설정 그 자체로 포카혼타스에게 역량감을 부여한다.

71)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9513/ （2020.04.30）

    https://movie.douban.com/subject/2131459/ （2020.04.30）

72) 진예, 후 식민 여성주의 문화 이론 개술, 문예 생활, 2013,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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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포카혼타스'73)

포카혼타스는 미래 부족의 우두머리로 일찍이 추장의 딸로서 족속의 지위를 세

워야 했으며, 족속이 제 자리로 돌아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버지에

게 심어준 인물이다. 하지만 포카혼타스는 바깥세상을 지향하며 아버지의 결혼 제

안도 외면했지만 영국 탐험가가 찾아온 후 그녀의 생각을 바꿨다.

  포카혼타스는 이야기에서 먼저 영국 식민 통치자에 대한 반항으로 큰 공헌을 했

다. 그녀는 존 스미스(John Smith)를 설득했다. 그녀는 영국 탐험가들에게 이곳에

는 황금도 없고 전통 작물만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전쟁을 막았다. 한편 포카혼타

스는 반항적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 남성의 절대적 발언권과 식민주의

에 대한 이중적 비판을 이뤄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포카혼타스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구조를 바

꾼다. 그녀는 연인인 존 스미스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위해 남겨진다. 

포카혼타스는 그림 4-8로 표현되는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는 조상 인류 수렵 생활 

시절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주의적 가치 중심이 질서회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의 아련히 오래된 기억의 저편에는 모계사회에서는 남성 중

심의 전쟁과 권력 투쟁보다는 생산과 종속 생존이란 가치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

다. '포카혼타스'는 태초 인류의 본성인 생존과 번영은 금이나 식민지 확보에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카혼타스2'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국 런

던으로 향하던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를 만난 후에도, 그와 떨어져 자신의 부족

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디즈니 역사상 처음으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

의 속한 부족의 공주가 된 포카혼타스는 모계사회에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표현

하고 있다. 여성이 사랑을 따라 왕자를 추종하는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성과 여성

73) '포카혼타스'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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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4 모범적 성격을 지닌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초기 애니메이션에서 인물 이미지는 종종 평면적으로, 착하거나 악했으며 외모만

으로도 성격을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주의가 애니메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캐

릭터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입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림 4-9. 와 같이 표현

하는 형식을 모범적 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림 4-9. 모범적 성격을 애니메이션 캐릭터74)

  대표적으로 아카데미상 최고의 장편을 받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

の神隠し）이 널리 알려져 있다. 애니메이션 극 중에서 여주인공인 센（おぎの ち

ひ)리고 자신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애니메이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風の谷のナウシカ）에서 전쟁 중에 강인한 성격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크사나

(クシャナ)를 다루고 있다. 극이 전개됨에 따라 관중들은 크사나의 잔인함은 비참

한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우시카는 철모와 철갑이 그의 불구

인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깊은 동정을 느낀다. 크사나는 입체적인 

캐릭터의 표준으로서, 잔인하지만 정이 많고 혐오스러우면서도 동정심을 유발하는 

74)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1561/ （2020.05.01）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1585/ （2020.05.01）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3248/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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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닌, 인간의 선과 악 사이에 서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신체적 결함을 위장하기 위해 철갑과 철모로 위장하는 모습으로부터 

인간의 강인함과 카리스마는 내면의 유약함과 감성에 대한 연민을 위장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Wreck-It 

Ralph)'에 나오는 바넬로피(Vanellope von Schweetz)는 제멋대로이고, 노는 데에

만 열중하고, 충동적이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의적 

사고에 능하며 전통을 깨고 꿈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성주의 사고가 대중

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단순화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에게 

선량한 아름다움만을 요구하지 않게 하며, 여성의 다양한 성격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했다.

  3.5  완전 독립적인 여성 캐릭터

  

  중국역사에 있어서 뮬란 이야기는, 단지 '효의 사상'만을 보여주지만 디즈니의 

뮬란은 효에 대한 사상 외에도 뮬란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주의적 정신을 유

감없이 드러냈다.

  중국에서 뮬란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군한 이야기는 일반화된 내용이다. 중국 

뮬란 이야기는 뮬란이 딸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종군하고, 처절한 분투 끝에 혁혁

한 전공을 세운 뒤 결국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는 이야

기를 그린다. 이야기의 초점은 중국의 전통 미덕 중 하나인 '효 사상'에 있다. 북

방의 흉노가 북위 조정에 침입하여 징병을 시작했을 당시 뮬란의 아버지는 화주로

써 젊었을 때에 군대에서 명장이었다. 나이가 들어 전쟁의 강도를 감당할 수 없었

지만 가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흉노에 맞서 군대의 종군을 선택한다. 뮬란은 그

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종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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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뮬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뮬란의 종군이 일종의 자기 주도적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참여해야만 하는 시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뮬란이 효심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군한다는 

것은 중국 고대의 가치관과 일치 하는 내용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에서 '효에 대한 사상'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더 중요

한 것은, 뮬란이 한 여성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단순히 '효도'에서 여성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며 자신

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이다. 뮬란이 보여주는 관점에서 여성은 "공주"로 

표현하고 세상에 나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시집을 가는가."

는 여성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택받거나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누구

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동양인의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서양인의 여성주의 운동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상은 줄곧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주인공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과거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주" 캐릭터는 왕자에 종속적이었다. 예를 들어, 백설 공주는 왕

자의 키스를 기다린 후 깨어났고 신데렐라는 왕자가 그녀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만 했다. 여성주의를 각성하게 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주의 이야기에서 왕자

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용감한 전설'에서 왕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도 공주는 혼자서 엄마를 구한다. '겨울왕국'에서 왕자의 지위는 더 이상 중

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며 두 공주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뮬란'은 뮬란

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나라를 구하고 개인의 자아 가치를 실현의 절정을 이뤄낸

다.

  애니메이션 '뮬란'에서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은 뮬란의 고군분투하면서 달

성하게 된다. 그림 4-10에 나타낸 뮬란은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갔지만, 초

기 훈련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망쳤고, 모든 훈련은 병사들의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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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뮬란 훈련 전기75)

  그림 4-11은 뮬란의 능력이 군대가 요구하는 사안을 감당하지 못하자 군대의 책

임자는 뮬란을 귀가시키기로 결정 하면서 남성집단에서 여성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뮬란이 아버지를 대신해 종군하는 효도는 끝났다. 하지만 이때 뮬란

은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주적인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게 된다. 

  그림 4-12는 뮬란이 훈련을 통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다. 앞 사진에

서 장군은 커다란 기둥 꼭대기에 활을 쏘아 병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활을 뽑

아오라는 명령을 하였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가 없었다. 힘만으로는 

활을 뽑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지만, 뮬란은 교묘한 방법으로 무거운 것을 묶는 

방법을 이용해 활과 화살을 뽑아내, 자신 능력을 증명했고, 그 결과 자신의 의지

에 따라 군대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일은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5) '뮬란'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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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귀가해야 할 뮬란76)

그림 4-12. 훈련에 대한 뮬란의 의지77)

   여성의 몸으로 뮬란은 군대에 남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흉노를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그림 4-13은 설명하고 있다. 전

통적으로 여성의 가치 실현은 공주로 묘사되고, 그 공주는 멋진 왕자가 찾아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낸다는 사고의 관점에서 뮬란은 가부장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남성 중심적 사회를 대표하는 군대에 자원하여 

국가와 가정을 구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과거에 남성의 역할로만 간주하던 

내용이 여성에게 넘어간 사례이다. 

76) '뮬란'애니메이션 캡쳐

77) '뮬란'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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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뮬란의 자기 가치 실현78)

   서양 디즈니는 '뮬란'을 개편하는 과정 중에 뮬란으로부터 여성의 역량 확장 

가능성을 발견했고, 여성은 단순히 사회가 허락하는 재능과 가치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독립적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

다. 뮬란의 출현은 자유, 평등이 세계의 보편적 가치임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나

라 다른 인종 역시 동일한 가치가 적용된다. 실사판 뮬란의 중국 등장인물은 자유

와 평등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민족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관이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뮬란이 보여주는 여성의 가치는 일종의 전 세계

의 보편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디즈니가 뮬란을 개편할 때에는 중국 인물이

라고 해서 폄하하지 않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평등과 자유의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중국 남녀 영웅의 각색과 제작 과정에서 서양에서 중국 남자 영웅이 공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나타나는 캐릭터의 영향 

때문이다. 남성 중심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전통문화에서는 다양성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수용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가치 실현과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여성 영웅인 뮬란은 중국 유교 관념을 겸비하면서 현대적 가치관을 지닌 여

78) '뮬란'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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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영웅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뮬란의 이미지는 중국의 전통적 영웅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를 지

닌 양성평등 사상이라는 일종의 공통적 가치관을 갖고있다.

  3.6 약화된 남성 권력 이미지 

초기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 발언권 중심사회였다. 전통 문학예술 작품에서 남

성 역할에 대한 묘사는 대개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됐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초기 

애니메이션이 묘사한 왕자의 이미지는 모두 용감하고 멋지고 완벽한 지능을 소유

한 존재 그 자체였다. 여성주의 사상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재구성되고 새롭게 융

합하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속 왕자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

어 '미녀와 야수'의 왕자가 야수의 형태로 등장하면서 공주들의 연인 상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상향의 왕자 캐릭터가 아니다. 주먹왕 랄프(Ralph)에서 랄프는 자

신이 그저 게임 속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주인 바넬로피 본 스위츠

（Vanellope von Schweetz）에 의해 존재감이 제기된다. 남자 주인공 랄프는 단순

히 힘만 강할 뿐이며, 독립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바넬로피보다 우수하지 못했다. 

'알라딘'에서 왕자 알라딘은 마음만은 풍요로웠으나, 자신이 신분을 속이고 물건

을 훔치는 떠돌이이다. '뮬란'의 남자 주인공인 리샹(LI XIANG)은 군영 장군의 아

들이며, '포스카혼타스'의 남자주인공 존 스미스는 군대의 대위이다. 애니메이션 

속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다양해지고 신분도 각양각색으로 표현된다. 성격도 각

기 다르며, 더 이상 최고 권력의 중심인 왕자로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들의 발언

권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야수 왕자는 영화 속에서 오만, 이기심, 폭력이라는 결점을 끊임없이 부각했지

만, 벨의 등장은 야수 성격을 바꿔놓았다. 야수는 인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

면의 어두운 면을 바꾸며 점차 전통적 왕자의 이미지와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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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의 캐릭터는 극적이고 모순적이었는데, 배고픔 때문에 빵 한 개를 훔쳐서 

여기저기서 쫓기고, 피해 다녔지만, 유랑하고 있는 한 고아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 

빵을 그에게 준다. 공주 자스민（Jamine）의 등장은 '알라딘'을 개과천선하게 하

고 자아를 재정의하게 한다. 존 스미스와 리샹은 서로 다른 종족의 군인으로서 비

슷한 이미지와 성격으로, 진보적이고 결단력 있지만, 종종 전통적인 관념에 영향

을 받기 쉬웠으며, '포카혼타스'와 '뮬란'에게는 바로 그들 자신의 전통 관념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의 애니메이션은 남성 캐릭터가 

완벽하지 않았고, 이런 캐릭터는 남성과 여성의 인물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

타낸다. 현대로 오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나타나는 남성은 거칠고 스스로 모순

을 내포하고 있는 성격으로 표현되는데 여성과 조우하면서 성격이 변화되면서 협

력적 관계로 정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에서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사회구성 요소가 여성의 감성과 부드러움이 서로 조

화를 이루며 정서적으로 안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남성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작품의 주제의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어 

공주"에서 바다의 왕은 아리엘이 육지로 가서 생활하는 것을 금하고, '미녀와 야

수' 중 벨의 아버지는 그녀가 개스턴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포카혼타스'의 추장

은 포카혼타스에게 부족의 용사인 코쿰(Kocoum)과의 결혼을 요구하고, '알라딘'에

서 아랍 왕은 자스민을 위해 남편감을 고르고, 뮬란의 아버지 화후(HUA HU)는 딸

이 결혼하여 조상과 가문을 빛내길 원했다. 각각의 애니메이션에서 아버지의 성격

은 다르지만 딸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물질적 속성이 부여되어 가족 중 아버지나 

남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79)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는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최고의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여성은 한 가정 안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버지가 정해 놓은 삶에 맞서 ‘공주'들

은 모두 거절하고 반항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사를 결정하는 삶을 선택했다.

79) 진봉진, 여성주의 문예미학 투시, 북경 광명일보출판사, 20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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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할의 완고함과 자신의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권리를 무너뜨

리려는 공주들의 욕구는 개인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와 꿈을 지향하는 

공주가 가부장제의 사회통념이 여성사상에 미치는 뿌리 깊은 영향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공주'

들이 꿈꾸는 성공에 대한 추구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와 대비되는 구애자 개스턴이 추가로 등장한다. 개스턴

은 마을의 유일한 사냥꾼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잘생겼으며 전통 결혼의 기준에 부

합하는 인물이다. 그림 4-14의 개스턴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고, 독서를 금지하

고, 남성 중심의 현모양처이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 캐릭터는 영화 

속에서 비판적으로 묘사되면서, 전통적인 남성 캐릭터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획일화된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는 세계로의 이동을 보

여주고 있다. 관습에서 출발하는 제도적 강압이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순종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작동되는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시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변화의 방향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사고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사회로 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4. 개스턴80)

80) 'Beauty and the Beast'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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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주의 새로운 역할과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관점이며, 이

러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성은 남성이 여성을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하는 행위

로 나타난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 전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고, 남편은 여성의 가

장 중요한 전환점이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이 바라는 가족으로 바꾸기 위

해 여성은 결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어 백설 공주와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왕자의 등장으로 

자신의 비참한 삶이 바뀌어 행복한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줄거리다. 그러나 여성

주의 사상의 흐름과 함께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남녀의 위치에 변화가 발생한다. 

남녀 위치의 커다란 변화는 애니메이션에서 구원자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공주가 

왕자를 구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을 구할 수 있으며, 자신도 구하면서 남자와 여

자라는 물리적 구별에서 능력에 따른 구별로 표현이 바뀐다. '미녀와 야수'중 벨

은 아버지와 야수를 차례로 구출한다. 벨은 아버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과감히 성

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유와 아버지를 위해 목숨과 바꿀 정도로 결단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다. 성에서 그녀는 야수와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생겼고, 박학다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녀는, 야수와 만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야수의 성질을 인간의 성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의 내면에 야수성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여성의 지혜가 야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오기노 치히

로（おぎの ちひろ）의 부모는 먹보가 되는 저주를 받아 돼지가 되었는데, 오기노 

치히로는 자신의 부지런함과 용감한 정신으로 부모님을 구해낸다. 알라딘에서 공

주 자스민의 등장은 알라딘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더 용감하고 착하게 자

신을 재정의하게 한다. 



- 101 -

애니메이션 '주토피아(Zootopia)'에서, 남자 주인공인 여우 닉 와일드(Nick 

Wilde)는 토끼 주디 홉스（Judy Hopps）를 구출하고, 주디 홉스는 또 여우 닉 와

일드를 구하는 과정에 이 둘은 서로를 도와 함께 임무를 완수한다. 한층 더 나아

가 '풍중 기연'의 포카혼타스는 장마이스와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영국 식민 통치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부족의 안전을 확보한다. 

  뮬란은 조상을 빛내기 위해 아버지 종군을 대신해 아버지를 위험한 전쟁으로부

터 안전하게 하고 자신의 기지로 용감하게 자신의 전우와 황제를 구함으로써 나라

와 민족 전체를 구원한다. 그림 4-15의 영화 '모아나(Moana)'의 공주 모아나는 남

자 주인공 마우이(Maui)를 이끌고 바다의 사악한 괴물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 

후기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는 이상적인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민족적 위상과 국가적 위상의 견지에서 대중을 구출 해내며, 전기의 남성 

캐릭터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욱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4-15. 왕자를 구한 공주81)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여성 구원자 역할로의 전환은 전통사회에서 남성 중심

의 주도권이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을 관습적인 

사회 제도로 억압하지 않고 자유 의지가 주어지면 가정과 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예측해 

볼 때 여성주의자들은 권위적이고 근력에 의존하며 과시적인 남성 중심적 권력에 

81) https://movie.douban.com/subject/25793398/ （2020.05.10）

    https://movie.douban.com/subject/25662329/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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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여성캐릭터 디자인 여성주의유파
캐릭터 

특징

년대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유파 내용

제1차여성주

의 물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신델리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봉건주의 
여성의연약한 이미지

희화화된 여성권력자 

현모양처

코르셋으로 

여성미를 

강조함

제2차여성주

의 물결

인어 공주

다카하시 루미코

피오나 공주

자유주의 
이성, 공평한 기회, 

평등, 선택의 자유
톰보이

제3차여성주

의 물결

1 9 6 0 년대

-1990년대

미녀와 야수

포카혼타스

알라딘

바넬로피

뮬란

포스트

모던 

독여성의 발언권, 

여성의 정체성

다원적 

여성캐릭터

, 

인종타파, 

완전독립적 

이미지, 

약화된 

남성권력

저항하면서 여성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 방

점을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와 여성주의의 관련성은 아래 표 

4-1와 같이 정리 했다.

표 4-1.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과 여성주의 

  여성주의 물결과 여성 정체성 중심의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에 대하여 정리한 

표 4-1을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역할에서 가부장제 사회 

규범에 따르는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가정과 사랑 중심에서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과감한 여성 캐릭터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보다 능력과 인간성

을 중심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중심으로 들어온다. 감성적이고 아름다우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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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는 여성의 굴레를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 정치가이며 국

가의 지도자로서 여성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 강인하고 가부장적인 

남성 이미지가 약화되면서 여성에게서 구원받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역전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는 것을 사례로부터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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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 

제1절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개념 및 분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디자인이 패션 디자인 중 의상 디자인과 다른 점은 캐릭

터 역할 설정과 의상 디자인을 연동해야 하고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전계와 캐릭터

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무대 의상과 다

소 유사하며, 이야기가 일어나는 위치, 장소, 시간, 시대적 배경, 인물, 성격, 스토

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단독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이너가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함께 이뤄지는 작업

이다. 캐릭터 디자이너는 인물을 설정할 때, 영화의 줄거리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체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의상은 캐릭터 디자인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

화 전체 스토리와도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의상 스타일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따라 사실적 의상, 사

의적 의상, 캐릭터 의상, 장식적 의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적 스타일 의상 디자인은 의상의 구조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며, 의상 디자인

의 이미지, 윤곽이 모두 실제 생활 속의 사실적 의상 디자인을 따른다. 일본 애니

메이션 중 '캣츠 아이'（CAT'S EYE キャッツ・アイ）가 톡톡 튀는 사실적인 의상 

디자인을 따르고 있는 사례로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그림 5-1. '고양이의 눈은 세 자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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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적 스타일 의상 디자인은 그림 5-2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동양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의적 스타일의 구조적인 방식은 의상의 

이미지, 주름 선 등 의상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화면의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백이 있는 예술 감각을 강조한다. 중국 애니메이션 중 '산수정

(Feeling from Mountain and Water)'은 사실적 스타일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

다.

그림 5-2. '산수정'83)

  캐릭터 작품의 의상 스타일링은 만화영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

다. 사실적 작품보다, 애니메이션 작품의 설정이 비교적 더 간단하며, 의상 디자

인의 표현이 기호화되기 쉬워 캐릭터를 유머러스하게 연출하는 데 유리하다. 미키 

마우스 그림 5-3은 디즈니의 고전 캐릭터 미키 마우스로 대표적인 캐릭터 스타일

이다.

82) https://movie.douban.com/subject/1465036/ （2020.05.11）

83) '산수정'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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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키84)

  

  장식적 작품의 이미지는 구조적으로 사실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미지

의 색채와 세부 묘사에 중점을 두며 대부분 예술적 기법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장식적 작품의 의상은 요소와 색상 모두 시청자들에게 참신한 느낌을 주며, 의상 

스타일링의 상징적 요소와 색채가 다양하다. 장식적 작품으로 그림 5-4에 나타낸 

애니메이션 '황금 소라'（jin se de hai luo）는 의상 디자인의 장식적 성향을 강

하게 표현한 사례다.

그림 5-4. '금색의 소라'85)

84) https://movie.douban.com/subject/27147519/ （2020.05.15）

85) '금색의 소라'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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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상을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분류는 서사적 의상이고 두 번째 분류는 역사 회귀감적 의상이다.

  서사적 애니메이션의 의상 디자인은 의상 설정 시, 줄거리와 관련된 요소를 스

토리와 관련된 요소를 담아낸다. 거의 모든 제재의 애니메이션에는 서사적 의상 

디자인이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몇몇 특정 상황에서 의상과 

이야기의 줄거리가 서로 상응한다. 역사적 회귀감이 드는 의상 디자인은 역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림 5-5의 뮬란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뮬란'에서는 인물의 옷차림이 역사 문화적 배경과 반드시 맞아

야 했다. 뮬란의 이야기는 중국 고대 남북조시대에 일어났는데, 남북조시대 사람

들의 의상 특징은 헐렁한 의상(옷의 핏이 매우 여유 있기 때문에, 입으면 품위 있

어 보인다.)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뮬란에 나오는 옷들은 넓은 소매의 특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고증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림 5-5. '뮬란'86)

  장르적으로 분류할 경우, 애니메이션 의상 디자인의 창작 품격은 또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궁중 의상, 교복 의상, 시대적 유행 의상, 미래 과학기술적 의상, 

전통문화의상 등으로 나뉜다.

86) http://baijiahao.baidu.com/s?id=1662027526377312701 （2020.05.16）

    '뮬란'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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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의 기능

  

  캐릭터의 의상은 인물의 신분, 지위, 성격, 시대적 배경, 스토리 등의 속성을 부

여한다. 캐릭터의 의상은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타일의 미

적 감각을 살리는 것 외에도 인물의 입체감을 살려야 한다.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

은 캐릭터의 입체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상 

디자인의 설정은 전체 애니메이션의 예술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캐릭터의 

의상이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거나 캐릭터의 의상 스타일이 애니메이션의 화면 풍

격과 맞지 않을 경우 시청자의 시각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훌륭한 애니메

이션 캐릭터 의상 디자인은 이야기의 핵심 사상과 주제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의상 예술 창작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상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 역할에 주는 주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2.1 캐릭터의 신분과 지위를 반영하는 의상 디자인

  나라마다, 역사와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와 의상은 모두 연관돼 있

다. 직업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계급에 따라 각각 다른 의상에 관련한 규범이 있

다. 캐릭터의 의상을 통해 관객들은 다양한 캐릭터의 직업적 배경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고, 애니메이션은 가상의 세상이지만 일정 정도는 현실세

계의 법칙, 특히 역사와 그 시대의 내재적 애니메이션을 따라야 한다. 이 역할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의 '토이 스토리'（Toy Story）이다. 

'토이 스토리'에서는 많은 주요 캐릭터들은 그림 5-6 에 나타낸 것처럼 장난감의 

화신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이 뒤섞여 등장한다. 토이 스토리는 특수한 설정으

로 일반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서사를 썼다.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보통 동시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직업이 비슷하지만 서부의 카우보이, 우주비행사, 공주와 같은 

신분 차이가 매우 큰 캐릭터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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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캐릭터가 너무 많아 자막으로 캐릭터를 소개할 수 없는 경우 의상 디자인이 캐

릭터의 신분과 지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객은 캐릭터의 의상을 보

면 신분과 지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 1호 셰리프 우디(Sheriff 

Woody)와 남자 2호 버즈 라이트이어(Buzz Lightyear)의 경우, 그들의 의상으로부

터 하나는 서부 카우보이이고 하나는 우주비행사라는 것을 그림 5-6 을 보면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5-6. '토이 스토리'87)

  2.2 스토리 전개의 구조를 보여주는 의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의상은 영화에서 이야기 전개의 실마리가 되며, 이야기의 전개 구

조에 있어 촉진이나 환기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애니메이션 '나타요해

'(Prince Nezha's Triumph Against Dragon King) 중, 나타의 옷차림에는 세 차례

의 비교적 큰 변화가 있다. 나타의 이야기는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나타가 영주로 환생하는 것으로, 나타가 태어나 유아가 되는 단계다. 이 시기에 

나타는 걱정 없이 무술을 연마하고, 스승을 모시고 기예를 배우는 단계이다. 2단

계는 나타가 용왕태자와의 결투에서 죽이는 데 이로 인한 신들의 저항으로 나타의 

부모에 피해가 미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참수시키는 장면이다. 

이 단계의 이야기는 슬픈 감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단계는 나타의 부활이다. 

87) https://movie.douban.com/subject/1291575/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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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 이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의상 스타일링으로 나타를 표현했다. 

그림 5-7. '나타요해'88)

  1단계에서 나타는 출생과 유아기 시절 그림 5-7에 표현한 것처럼 주로 빨간색 

배두렁이를 착용한다. 배두렁이는 중국 고대 아기들이 입었던 옷이고, 붉은색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상서로운 색상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의상 디자인과 색상은 나

타의 신분과 줄거리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큰물에 잠겨 나타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중국 고대의 전통문화에서 장례식에 흰옷

을 입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나타가 이 단계에서 백의를 입

고 죽는 것은 이야기와 전통문화를 일치시키고 있다. 3단계는 그림 5-8의 부활의 

단계로, 나타는 스승에 의해 연꽃으로 부활했고 의상 디자인도 보색대비의 색감을 

활용했고 연꽃도 붉은색과 녹색의 보색대비 방법을 사용했다. 나타의 세 단계 의

상의 변화를 보면 애니메이션 의상이 스토리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88) '나타요해' 애니메이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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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나타요해'89)

  2.3 시대적 배경을 구현하는 의상 디자인

  시대적 배경은 애니메이션 줄거리 전개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는 의상을 디자인할 때 이야기 발생 시대에 따라 분석하고 연구하

여 혼란스러운 시공간의 의상이 나오지 않도록 시대적 특성에 맞는 애니메이션 의

상을 디자인 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대의 문화적 특성, 민족

적 풍토, 그리고 경제 상황 모두를 의상 디자인하는 데 참고 요소로 삼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紅の豚）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의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이다. 1914년 7월 28년 시작하여 1918년 11월 11일까지 있

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에서 1차 여성주의 물결이 일어났었고, 남녀평등 

사상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여성의 의상 스타일은 간단해지기 시작

했고, 많은 번거로운 세부사항들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1920년도에 유명한 '가르손느' 스타일( Garconne 스타일)이 생겨났다. 이 종류의 

의상 특징은 그림 3-3에서 설명한 것처럼 톰보이90)스타일로서 H라인의 형태로 가

슴의 허리와 엉덩이 라인을 무시했다. 여성들은 이때도 머리를 단발로 잘라 남성

89) '나타요해' 애니메이션 캡쳐

90) https://vintagedancer.com/category/1920s/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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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림 5-9 의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에서 여주인공 중 

하나인 지나（マダム・ジーナ，Gina） 의 의상은 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5-9.'붉은돼지', 지나91)

2.4 민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의상 디자인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문화적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캐릭터 의상도 지역의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적 특색을 지닌 애니메이

션 의상과 더불어 관중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풍속과 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상으로부터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캐

릭터 디자이너는 민족의 문화를 잘 응용해야 하고, 민족의상을 활용해 지역적 특

색을 살린 캐릭터를 형상화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에서

는 의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91) https://vintagedancer.com/1920s/19620s-fashion-womens/ （2020.05.21）

   ‘붉은돼지’ 애니메이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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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옛날 옛적에'，'천년 여우'92)

  예를 들어 한국 애니메이션 '옛날 옛적에'의 캐릭터는 그림 5-10에 나타낸 것처

럼 한국만의 한복을 구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인 '가구야 공주 이야기'（かぐや

姫の物語）, '천년 여우'（千年女優）를 애니메이션에서 야마토 지역 특유의 전통

의상을 그림 5-10과 그림 5-11에 보여주고 있다. 중국 애니메이션 '거만한 장군'

(骄傲的将军) 등의 역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도 중국 고대 전통의상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5-11. '빛난 밤 희물', '자랑스러운 장군님'93)

92)‘옛날 옛적에’애니메이션 캡처 https://movie.douban.com/subject/1307394/（2020.05.22） 

93)‘빛난밤 희물’애니메이션 캡처 https://movie.douban.com/subject/188363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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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여성주의와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 제안 

3.1 영화 '작은 아씨들'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등장인물 선정

   

  본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이론에 대한 고찰의 시각적 증명을 위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총괄하여 도출된 결론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에 융합하고 

자한다. 이 중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 부분은 2장과 3장의 연구를 통해 여성주의

의 시기별, 유파별 영향을 받은 여성복의 조형적 특징, 그리고 캐릭터 특성을 결

합하고 시대적 배경을 결부시켜 의상디자인 한다.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반영하여 캐릭터를 디자인할 경우, 제4장에서 총괄한 '여

성주의 영향 아래서의 다원적 애니메이션 여성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토리 전

반에 걸쳐 반영한다 진행한다. 또한, 5장 2절에서 총괄한 애니메이션 의상의 기능

은 의상디자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성주의 관점이 반영된 작품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 캐릭터의 의상디자인을 통해 여성주의 이론에 대

한 시각적 증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선정한 작품은 영화 '작

은 아씨들(The little Women)'이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작은 아씨들'은 작가 루이자 메이 알코트(Louisa May Alcott)로 1868년 발표한 

소설로서, 성격과 외모가 다양한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현재까지 독자

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은 아씨들'은 1933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영화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감

독, 그래타 거윅 Greta Gerwig)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2020년 오스

카 디자인상을 수여하였고, 여성 캐릭터 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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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작은 아씨들'은 1933년, 1949년, 1994년, 2019년에 네 가지 버전의 영화를 

리메이크하였고 막강한 영향력 덕분에 다양한 버전의 영화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

으켰다. 하지만 네 가지 버전 중 '작은 아씨들'은 꾸준히 실사판 영화로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이 없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는 '작은 

아씨들'에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향후 다음 버전을 제작하기 위해 애

니메이션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바란다. 

  '작은 아씨들'의 영화는 미국 남북전쟁 시대의 미국 가정을 배경으로 한다. 미

국 남북전쟁은 남부의 농경사회와 북부의 산업사회와 충돌로 발생한 전쟁이다. 남

부에는 대단위 농경문화로 인하여 노예제도가 만연한 사회이고 북부는 공장을 중

심으로 하는 공업 중심도시로 구성된 산업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된다는 것은 중국의 뮬란을 중심인물로 하는 애니메이션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가정에서 여성들이 각자 사회를 바라보고 해

석하는 과점에 따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는 농

경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제도와 노예제도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

성의 사회진출 등이 나타난다. 여성주의의 발발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전

환, 자유주의와 노예제도의 충돌, 여성에 대한 자유, 평등, 인권에 대한 자각으로

부터 시작된 운동이란 점에서 영화 '작은 아씨들'은 여성주의 애니메이션 여성 캐

릭터 의상디자인의 표본으로 훌륭한 샘플로 평가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주의 변화는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

할이 극명하게 바뀌는데 영화 '작은 아씨들'의 시대적 배경이 남북전쟁이라는 사

회적으로 재앙적 이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은 모두 감성적이고 수동적이며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획일화된 관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의상으로 분명하게 구분했고 여성의 옷은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허리를 가늘게 하고 힙은 부풀려졌으며 풍성한 치마를 착용하여 아

름답게 표현한다. 현대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중성화된 여성 이미지 의상인 바지 

착용은 표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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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가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요하던 사회통념의 상징인 코르셋을 착용할 것

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회 풍습의 단면도 나타난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도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성 심미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나이든 고모, 엄마, 딸 4명이 등

장인물이다. 나이든 고모는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엄마와 딸 중

에는 봉건주의와 자유주의 여성의 성격을 나타내며 딸 중에는 급진주의적 여성주

의적 성향과 모성애를 나타내는 공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딸도 함께 연출된다. 

  먼저 나이가 많은 고모의 역할은 여성이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방법

으로 부자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조카들에게 

결혼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라고 강요하고 집요하게 설득하는 모습에서 

사회의 전통적 관습에 순응하는 것이 현명한 여성의 삶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사회 관습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완고한 성격으로 여성의 운명은 남성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적인 젊은 여성과의 갈등 대립의 최전선

에 있다. 이와 반면에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딸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

의 모습은 대표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딸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신들의 이

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자이자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가정이 경제

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쟁터에 나간 

남편에 대해서는 가정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집안에 

커다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세월의 무게를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홀로 흐

느껴 울면서 버티는 모습을 애처롭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당시 현모양처로서 심리

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농경사회에서 완전한 산업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성은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은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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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주부와 아이들로만 구성에 가정이 쉽게 붕괴 될 수 있는 취

약한 현상도 나타낸다. 빈곤으로 취약상태에 내몰린 가정에는 질병이 들이닥쳤고 

마음이 착한 공주 같은 성격의 딸이 이들 가정의 식사와 건강을 보살피는 도중 전

염되어 사망하게 된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가치는 어머니가 딸들과 함께 하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결과로 반영된다. 

공주처럼 착한 셋 쩨 딸은 외로움을 느끼는 나이든 부자 남성과도 따뜻한 교감이 

오가는 심성이 고운 모성애도 표현한다. 엄마의 품이 아무리 따뜻해도 영원할 수 

없고,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움은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엄마는 먼저 세상과 이별

하고 모성애에서 오는 아름다움만 살아 있는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는 여성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딸은 둘째 딸

이 역할을 한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성

찰 방법에 번민하는 여성이다.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 야망과 이상이 있고 교육

을 통해 남성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한다며 비혼을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의 여성 

역할을 한다. 둘째 딸은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으로 남성의 선의적인 의견도 격심

한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단순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면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남성의 조언도 단호하게 거절한다. 결혼은 남성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란 

생각에 비혼을 주장하며 동생도 결혼하지 말 것으로 강요한다. 강인한 성격으로 

마음에 있는 남성을 떠나보내기도 하지만, 여성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사

이에 여성의 주도성에 대한 갈등을 느낀다.

  전체적으로 성격이 각기 다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캐릭터는 모두 여성들이 입고 있는 의상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보수적이고 전통

적인 관습에 순응하는 여성의 의상과, 현모양처로서의 의상, 젊은 여성이지만 모

성애를 느끼게 하는 착한 이미지의 여성 의상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여

성 캐릭터를 의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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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상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지위와 위치를 설명하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상은 외부로부터 추위를 막아주

고, 약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사회적 풍토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

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의상은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성별, 나

이 등을 설명하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의상은 외부로부터 추위를 막아주고, 약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사

회적 풍토와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의 캐릭터들과 여성주의의 

관점에 기반한 특성들을 표 5-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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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미지 캐릭터설명

이름:Aunt March, 

역할: 고모

전통적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

의적 여성. 완고한 성격에 카리스마 있는 

여성으로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이 름 : M a r m e e 

March

역할:어머니

사회적 비상시기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

임감 있는 여성으로, 주변 삶의 공동체어

서 존경받는 여성으로, 자녀들에게는 정

신적 기둥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대표하

는 현모양처형 여성. 

이름:Meg March

역할:큰딸  

나이: 26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역경

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감성이 풍부한 여

성.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발

한 성격으로 사랑이 있으면 외부조건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활달한 

성격의 여성.

봉건주의적 사고와 자유주의적 사고가 함

께 있는 여성

이름:Jo March

역할:둘째 딸 

직업: 작가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여성들도 

자신의 야망, 사회적 신분 상승 등을 교

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의 여성. 

남성중심주의적 사회 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고 결혼은 남성에게 속박당하

는 것이란 생각에 비혼을 주장. 사회주의

적 여성주의와 포스트모던 여성주의를 나

타내는 여성.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

다는 책임감이 강한 여성.

표 5-1. '작은 아씨들' 캐릭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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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Beth March

역할:셋째 딸

봉건주의 시대 여성상을 나타내는 공주와 

같은 착한 성격의 여성으로 모성애가 많

은 여성

Amy March

역할:넷째 딸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

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주의적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여성

3.2 '작은 아씨들'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주의의 변천 과정에서 여성 의상 변화에 대

한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남성 중심적 봉건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여성이 인권과 

평등을 추구하면서 여성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에 투영된다. 애니메이

션에 투영된 여성 캐릭터 의상은 시대적 가치를 대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을 고찰함으로써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영된 영화를 샘플링하여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했을 때 여성 캐릭터의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상영된 영

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창작한다는 가정으로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을 도

안하였다. 애니메이션에서 의상 디자인은 특정 캐릭터의 상징적 역할은 물론 사회

적 풍습과 스토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가정으로 선택한 영화는 “작은 아씨들”

이다. 영화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

면서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영화 한 내용이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미국 사회는 공업화된 지역과 농장 대지주 지역, 자유민과 노예가 병존

하는 시기에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전쟁의 중심에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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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란기 생존 방식을 그리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에 있었지만, 이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

자인의 연대는 1960-1970년으로 설정됐다.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 여성 의상은 

19세기 중반 사회적 혼란기의 실생활에서 입었던 의상으로 20세기를 경험한 사람

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을 100년이 

지난 시점으로 설정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 사회에서 남녀 구분은 여성은 여성

다움을 강조하는 폭이 넓은 치마, 차양이 넓은 모자, 허리가 잘록한 의상이 유행

했음을 영화는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복장은 부자와 평민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조끼와 영국풍의 모자, 보수적 느낌이 강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자주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은 아씨들' 영화에 출연한 인물들은 1960년대 제3의 여성주의 바람으로 대부

분의 여성주의 유파가 성숙하면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와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20세기 중반부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류

와 문화가 다원화되어, 의상이 뚜렷한 시대적 특색이 있다. 단색, 줄무늬, 잔꽃, 

격자무늬 등 인테리어 소스가 특히 유행한다. 히피 문화, 나팔바지, 펑크 문화, 

미니스커트 등 사회문화의 다원성이 의상에도 반영됐다. 19세기 중반에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다면 20세기 중반인 1964년에서 1972년까지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전쟁이라는 공통분모가 성립된다. 이 시기는 베트남전

쟁 기간으로 미국 내에서 반전 열풍과 히피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이

다. 이 당시 젊은이들은 기성 사회통치와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과 반전 등을 강조하며 탈사회적(脫社會的)인 행동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했

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류에 따라 여성들은 나팔바지 형태의 긴바지와 미니스커

트를 유행시킨 시기다. 

  그림 5-12은 '작은 아씨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성주의 유파와 관련된 특

징을 도시한 것이다. 여성주의 유파와 여성주의 의상 특징을 본 연구의 애니메이

션 캐릭터 디자인과 관련하여 그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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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은 영화의 등장인물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과 여성주의 유파

에 대한 상호관계를 정리하여 나타냈다. 전통적 보수색이 짙은 여성을 대표하는 

고모는 강한 여성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적인 특징을 혼합해 고모의 성격을 

남성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엄마는 전통 여성과 여성주의 정신이 융합된 과도기

적인 위치다. 자녀교육에 있어 여성주의 정신이 뚜렷하고, 봉건적 통념으로 딸을 

구속하지 않으며,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 정신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의상 디자인은 다기능의 엄마와 현모양처의 신분을 고려해 

여성의류를 기능화해 융합시켰다. 큰딸은 사랑에 관한 한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

고, 고모가 부자에게 시집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여성 정신의 

소유자다. 맏딸의 의상 디자인은 해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하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어 아웃도어 캐주얼 패션 위주로 구성됐다. 둘째 딸은 대표적인 남녀평등과 여

성해방에 관한 주장이 강한 여성주의적인 역할로 여성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해 

왔고, 특히 직장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도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 여성주의와 사회주의 여성주의의 정신은 물론 결혼은 남성에

게 귀속된다는 강한 저항감이 있는 급진주의적 성향도 소유하고 있다. 의상은 작

가의 신분에 맞춰 중성적인 의상과 팬츠를 매치해 디자인했는데, 1960년대 유행했

던 나팔바지 스타일을 참고했다. 셋째 딸은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성의 대표적 

인물로 공주처럼 자애심이 깊은 성격과 결합해 우아한 여성복을 매치해 디자인했

다. 넷째 딸은 가장 전위적인 여성으로 어릴 적부터 화가의 꿈을 꾸고 자아 성취

를 위해 유럽으로 모험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을 지녔다. 의상 디자인의 출발은 신분적 특성을 살려 신체의 노출

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미니스커트와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조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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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등장인물과 여성주의 성향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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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아이템 의상 디자인 참고 장면 색상

마치 

고모

원피스

밍크 코트

마아미 

마치

반소매 셔츠

7부 바지

메그 

마치

원피스

니트 코트

조 

마치

정장

와이셔츠

표 5-2. 등장인물과 의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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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마

치
원피스

에이미 

마치

반코트

미니스커트

  

  표 5-2는 캐릭터마다 디자인에 참고할 여성주의 유파의 대표적인 의상 디자인 

장면, 배색의 비율이 설명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 디자인에 일관

성을 유지했다. 고모는 1960년대 클래식한 흑백 원피스 세트와 양성적인 여성복에 

역점을 두었다. 어머니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서 1960년대 가장 보편적이었

던 줄무늬, 격자 등의 원소를 참고하여 순색 계열의 원소와 결합하여 설계하였다. 

맏딸의 옷은 아웃도어 패션으로 당시 유행했던 원피스를 참고했다. 자유평등 정신

이 가장 강한 둘째 딸은 개성에 맞는 히피 문화와 중성화된 오피스룩을 디자인에 

융합해 작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셋째 딸의 디자인은 1960년대 공주 원

피스, 전통 여성의 특징을 참고했다. 넷째 딸은 전위적인 대표주자로 1960년대 유

행했던 미니스커트와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을 참고해 디자인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여성주의에 대한 발전사항을 분석하고, 봉건적 사고

의 틀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란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 분망하며 

개성이 강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이론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에 활용한 “작은 아씨

들”의 등장인물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로 의상디자인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성격을 분류하여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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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고모 캐릭터에 디자인에 선택한 장면은 결혼식이다. 디자인 배경으로 선택

한 결혼식에서 마치 고모는 부자의 신분을 고급스러운 옷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메그 결혼식에서 메그에게 마치 고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언어로 잘 드

러내고 있다. 순수한 사랑보다는 여자는 부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가난으로부터 탈

출하는 것이란 관념이 강한 여성이다. 마치 고모는 조카들 네 명이 모두 모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다. 마치 고모는 여성의 운명은 남성 의존적이란 봉건

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그림 5-13）

그림 5-13. 장면 1

  마아미 의상디자인의 대표장면에서는 일상으로 집안에서 일하는 옷을 선택했다. 

마아미가 영화에서 하는 역할은 현모양처이다. 전업주부로 네 딸의 정신적 중심역

할을 하고 가정교육도 훌륭히 소화 해내는 중산층의 대표적인 기혼여성이다. 의상

디자인은 집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의상을 선택했다. （그림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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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 장면 2

  큰딸 메그의 의상디자인은 바닷가에 있는 장면을 선택했다. 메그가 영화에서 여

성주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은 봉건적 결혼에 대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에서의 결혼하는 내용이다. 

부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었고, 댄스파티에 의도적으로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참석하면서 부자에 대한 미련도 있지만, 물질적 부 보다는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바닷가라는 자연의 포용력을 배경으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사상의 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5-15）

그림 5-15. 장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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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딸 조의 장면은 출판사로, 소설 '작은 아씨들'의 출판에 따른 수익금에 대

하여 출판사 사장과 협상을 진행 장면을 선택했다. 남북전쟁으로 미국 중산층의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감으로 동분서주하는 의지의 

여성으로 연출한다. 결혼을 반대하는 비혼주의자이다. 작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5-16）

그림 5-16. 장면 4

  셋째 딸 베스 캐릭터는 로렌스의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선택했다. 베스

는 선량하고 내성적이며 음악을 사랑하며 특히 피아노를 즐겨 연주하는 연약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이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캐릭터의 심벌이다. （그림 5-17）

그림 5-17. 장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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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딸 에이미에 대하여 선택한 캐릭터 장면은 유럽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다.  포스트모던적 여성주의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는 남녀평등에 대

한 개념이 강하고 능력주의 중심의 성향이다. 희망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상, 

독서, 그림 등 지적성장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이 분명한 여성이다. 유럽에서 그림 

공부하는 도중 언니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배

우자를 선택한다. （그림 5-18） 

그림 5-18. 장면 6

  그림 5-13.부터 5-18.까지 제시한 장면을 기준으로 “등장인물, 연도, 인물배

경, 성격, 장면, 모티브, 디자인스타일, 아이템구성, 실루엣, 소재, 색상, 액세서

리, 디자인설명”13개 구분내용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하고자하는 특성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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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마치 고모

•연도:1963

•인물 배경: 독신, 부자

•성격: 강력, 완고, 전통적 관습 주장

•장면：메그의 결혼식

•모티브:양성의 특징이 융합된 의상 디자인

•디자인스타일: 럭셔리 스타일

•아이템구성

  - 원피스

  - 밍크 코트

•실루엣: X형

•소재： 자카르 원단 밍크

•색상: 화이트 레드 골드

•액세서리: 장갑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장식 신발 벨트

•디자인 설명： 마치 고모는 전통적인 관습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으로 

성격이 매우 완고한 성격이다. 그녀는 조카 네 명이 모두 돈 많은 남자와 결혼

하여, 장차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희망한다. 마치 고모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이다. 이번 설계는 큰딸 메그마치의 결혼식에 마치고모가 

참석하는 장면으로 영화 속 초기 장면이다. 주체는 원피스 색상은 화이트를 사

용해 서양 결혼식의 콘셉트에 맞췄다. 밍크코트는 고모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

주기 위해 붉은색을 사용해서 완고하고 강한 성격을 대변한다. 원피스의 어깨

는 양성 특징이 어우러진 페미니즘 의상을 참고했고 어깨를 넓혀 남성성이 융

합돼 카리스마가 강한 성격을 드러냈다. 마치의 부유함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

해 이너 원피스는 고급스러운 맞춤 의상으로 몸에 맞게 맞춤 제작되어 편안하

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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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은 사각의 연속적인 패턴이 프린트된 자카드 원단으로 상반신 패턴은 금

주로 이루어진 선형 패턴으로 두 꽃의 실체는 보디 컬러와 동일하게 했다. 부

를 상징하기 위해 값비싼 밍크코트와 많은 액세서리로 치장하였고 진주 장신구

도 경제적 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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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마치 고모 캐릭터 의상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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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마치 고모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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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마아미 마치

•연도:1962

•인물 배경: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홀로 가정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로서 교

육과 경제적인 모든 면을 책임지는 형모양처로서 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지

지하며 존중.

•성격: 상냥하고 착하며 이해심이 많음.

•장면： 가정

•모티브: 여성의상의 기능화

•디자인스타일: 홈웨어 스타일

•아이템구성

  - 반소매 셔츠

  - 7부 바지

•실루엣: H형

•소재： 면 데님 실크 방수 옥스퍼드

•색상: 네이비, 청록색, 노랑색

•액세서리: 데일리 구두 앞치마

•디자인 설명： 마아미 마치는 현모양처로서 전통적인 면도 있지만, 딸들의 자

유의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여성주의적 측면도 있다. 전통적 관습에 얽매이

는 여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오히려 딸들의 모든 선택을 지지하고 동기부

여 한다. 디자인은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과 페미니즘 의상을 결합하였다. 가정

주부의 상징으로 앞치마를 도입하였고, 앞치마의 기능을 보강하여 큰 포켓을 

디자인하였고, 방수 옥스퍼드 원단 등이 집안일을 편리하게 해준다. 하의는 당

시 유행했던 7부 팬츠로, 집안일을 하면서 쪼그리고 앉기에도 편리하게 하였

다. 상의는 반소매는 집안일에 지장을 최소화한다. 머리는 단발머리로 집안일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목에는 실크 스카프로 여성의 화려함을 보완하

였다. 반팔 셔츠 상의는 20세기 융합의 시대인 1960년대의 유행과 스트라이프 

배색 장식 요소가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 135 -

그림 5-20. 마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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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소재

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표 5-4. 마이미 마치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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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메그 마치

•연도:1962

•인물 배경: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큰딸, 가난한 교사 남편에게 시집가서 넉넉

하진 않지만, 행복한 생활.

•성격: 착하고 자상한 성격

•장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해변 모래사장

•모티브:여성의상의 기능화

•디자인스타일: 아웃도어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구성

  - 원피스

  - 니트 코트

•실루엣: X형

•소재：면 양털

•색상: 딥그린, 청랑색, 노랑색

•액세서리: 챙모자, 손가방, 구두

•디자인 설명： 고모는 메그 마치가 부자에게 시집가기를 주장한다. 여성이 빈

곤에서 탈출하는 것은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고모의 가치관과 충돌한다. 많

은 갈등을 겪으면서 마지막 선택은 사랑하는 교사 존과 결혼한다. 결혼 대상자

를 집안 어른의 강요보다는 여성의 자유의지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자유

주의 여성을 대변한다. 영화 초기 해변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활용했다. 메그과 

약혼자 존이 해변을 산책하며 모래사장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자유주의

적 사상을 표현하는 아웃도어 스타일이다. 의상 디자인은 1960년대 유행했던 

퓨어한 색상의 원피스와 의복의 기능성을 결합한 것이다. 야외 활동의 편의성

을 위해 모래사장에 앉기 쉽게 했고, 앞자락은 넓게 하고 치마 길이는 길게 하

여 편리성을 보강한 디자인이다. 



- 138 -

썬캡은 일종의 기능성 의상으로 햇빛 차단 기능이 있으며 니트 재킷은 햇빛을 

차단하는 한편 아침과 저녁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옷으로 입고 벗기에 편리하

다. 손가방은 아웃도어용으로 꼭 필요한 기능성 액세서리 중 하나이다. 젊은 

여성의 상징으로 메인 컬러는 그린 계열을 사용했다.

그림 5-21. 메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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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메그 마치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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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조 마치

•연도:1970

•인물 배경: 조 마치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 베스트셀러 소설 '작은아씨들'을 

출간.

•성격: 솔직한 성격에 책임감이 높고 독립적인 성향

•장면：출판사

•모티브:중성적인 의상

•디자인스타일:전문직 여성 스타일

•아이템구성

  -정장

  -와이셔츠

-와이셔츠

•실루엣: H형

•소재： 데님 면 폴리

•색상: 네이비 블랙 골드

•액세서리: 책, 히피 문화의 금색 체인 장식

•디자인 

설명：조 마치는 일찍부터 여성의 직업이 많지 않은 사회구조에서 어려운 가정

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으로 작가의 길을 선

택한다.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의 귀속물이 된다는 생각에 비혼을 주장한다. 작

가로서 초기 생활은 출판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소설로 엮어내어 작가로서 성공한다. 조가 출간한 책을 영화가 '작은 아씨들'

이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은 후기 작가 신분의 모델로 하고 20세기 중반으로 

1960년대 중성화된 오피스룩을 디자인했다. 먼저 수트는 데님 원단을 사용했으

며, 데님 문화의 정신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조 마치의 여성주의 정신과 성

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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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세기 60년대 유행했던 나팔바지 요소를 정장 바지에 융합시켰다.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의 또 다른 유행문화는 히피문화였고, 당시 사회 분위기는 자

유, 독립, 반전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 정신이었다. 조 마치의 성격과 

시대정신에 모두 부합한다. 조끼 디자인에 유행하는 히피 문화가 녹아 있다. 

한편, 전체적인 의상이 지나치게 남성적이지 않도록 조 마치의 셔츠 장식은 썬

플라워 패턴으로 디자인해 여성성을 더했다. 컬러는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 

데님 의상에 비해 거의 푸른색이어서 시대 설정에 맞는 것을 우선 고려했다. 

한편, 이 의상은 조 마치가 출판사와 출판사 사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은 장

면이다. 차분한 네이비 컬러로  마치의 장면과 심경에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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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조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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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소재

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표 5-6. 조 마치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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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베스 마치

•연도:1963

•인물 배경: 베이지 마치는 네 딸 중 가장 깜찍하고 철이 들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남. 

•성격: 상냥하고, 내성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성격

•장면在로렌스(Laurence)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즐겨함. 

•모티브:우아한 여성 의상

•디자인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아이템구성

  -원피스

•실루엣: A형

•소재：면

•색상: 골드, 옐로우브라운

•액세서리: 머리띠, 구두

•디자인 설명： 베이지 마치는 음악과 독서를 좋아하는 조용한 여성으로 특히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 베이지 마치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때

문에 캐릭터 설정으로는 어린 나이다. 베이지 마치는 캐릭터 설정에서 전통적

인 여자아이로 의상 디자인에 빈티지한 느낌의 양치마를 사용했다. 황금빛 원

피스는 베이지색 마치가 피아노를 연주할 할 때의 즐거운 마음과 순수한 성격

을 드러낸다. 또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미지에 맞춰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머리띠 디자인도 젊은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였다.



- 145 -

그림 5-23. 베스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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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표 5-7. 베스 마치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 147 -

•등장인물:에이미 마치

•연도:1970

•인물 배경: 에이미 마치는 화가를 꿈꾸는 여성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성의 사랑을 차지. 

•성격: 용감함, 명랑함, 열정

•장면： 고모를 따라 유럽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

•모티브:미니멀리즘

•디자인스타일: 미니멀리즘

•아이템구성

  - 반코트

  - 미니스커트

•실루엣: H형

•소재： 얇은 트위드 원단，캔버스

•색상: 하늘색

•액세서리: 모자, 구두, 그림 그리는 데 쓰는 앞치마

•디자인 

설명： 에이미 마치는 개성이 강한 막내딸이다. 둘째 언니에게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한 둘째 언니 전 남자친구 로리(Laurie)와 결혼한다. 부자 FRED의 프러

포즈를 거절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한다. 에이미는 시대를 

초월한 사상과 용감성이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정신과 맞물린다. 고모를 따라 

유럽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의상과 미를 더욱 아방가르드하게 만들

었고, 당시 유행하던 미니스커트에 아방가르드한 미니멀리즘을 적용하여 디자

인하였다. 미니스커트 차림은 20세기 중반인 1960년대 여성의 개성으로 나타났

다. 이 옷의 종합 설계는 미니멀리즘의 전위적인 미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여

성의 고유한 아름다움도 표현했다. 에이미 마치는 항상 신분 상승을 추구한다. 

그래서 옷감은 고급스러운 트위드 원단을 사용하여 디자인했다. 액세서리는 그

림 그리기 필요에 따라 앞치마를 덧대 그림 공부를 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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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에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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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소재

   

소재

도식화 소재

액세서리

표 5-8. 에이미 마치 의상 디자인 도식화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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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설명
여성주의 

유파 

여성주의 

반응한 내용

의상 디자인 

설명
작품

봉건주의 

사상 이미지

봉건주의 

사상의 

대표

여성주의와 

대립적인 원고한 

남성적 카리스마

양성의 특징이 

융합된 의상 

디자인

Aunt March

역할: 고모

현모양처 

이미지 자유주의

와 

봉건주의 

의 중간적 

위치

전통적인 여성과 

자유 여성주의의 

결합

여성의상의 

기능화

Marmee March

역할:어머니

  영화'작은 아씨들'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의상의 변화는 주류 사회변화와 시

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작품의 캐릭터들의 의상을 관찰함으로써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의상디자인을 위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성격을 표5-1에 나타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

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표5-9에 정리하였다. 

표 5-9. 작은 아씨들 애니메이션 의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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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유주의 적 

성향

자유주의 

자유주의 추구한 

현모양처 
여성의상의 

기능화
Meg March

역할:큰딸  

여성중심 

사회개혁 

성향
자유주의

，

사회주의 

여성주의 

진정한 

여성해방, 계급 

투쟁한 사회적 

노동 참여

중성적인 의상

Jo March

역할:둘째 딸

모성애 성향 봉건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이미

지

공동체삶 추구
우아한 여성 

의상

Beth March

역할:셋째 딸

자기성취의욕 

강한 이미지

포스트모

던

이성, 공평한 

기회, 평등, 

선택의 자유

미니멀리즘

Amy March

역할:넷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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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씨들' 영화를 원작으로 선택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주요 여성 캐릭터에 

따라 큐트 버전 스타일 포스터를 제작해 이번 디자인 사례 포스터로 이용한다. 

(그림 5-25)포스터에는 딸 넷이 엄마와 함께 서 있고 엄마와 딸 넷이 봄나들이의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다. 큰딸은 한쪽에서 자세히 듣고, 둘째딸은 두 여동생을 껴

안고,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다.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고모와 네 딸은 관념이 대립하기 때문에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고모를 넣지 않는

다.

  포스터 속에 어머니의 의상은 1960s 가장 유행하는 줄무늬가 잘 조화되어 있고, 

바지는 7부 청바지로 되어 있어 내마모성이 강한 특징이 가지고 있으며, 상의는 

반팔 티셔츠로 가정주부로서의 특성에 맞게 기능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맏딸의 야외 세트 원피스는 모자, 핸드백 등 두 가지 요소로 여성주의적 의상의 

기능적 특성을 구현하고 원피스의 스타일도 1960S 유행의 단색 스타일이었다. 둘

째 딸은 여성주의이 가장 강한 캐리턱으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적 신분

은 성공한 작가이다. 둘째 딸의 의상 디자인에는 히피 문화 요소와 카우보 문화 

요소가 섞여 있다. 히피문화와 카우보이문화는 둘 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으로 

둘째 딸의 정신와 일치한다. 작가로서 중성적인 작업 제복도 둘째 딸들이 가장 많

이 입는 옷이다. 셋째 딸은 전통 여성의 대표이다.세 딸의 의상 다지인 특징은 빈

티지한 원피스이며, 셋째 딸 전통 여성의 디자인뿐 아니라 셋째 딸들의 공주심도 

구현한다. 넷째 딸은 가장 전위적인 여성주의다. 넷째 딸 화가의 신분에 연결하여 

의상을 디자인할 때 포스토 모더니즘의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미니스커트 디자인을 

용합한다. 네 딸의 전위적인 사고뿐 아니라 여성적인 특징까지 아울어 고려한다. 

포스터의 배경 디자인에 봄의 들판을 선택해서 봄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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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5. '작은 아씨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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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성주의가 반영된 여성캐릭터 의상 디자인 사례안

  표5-9에 여성주의 유파와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위해 선정한 영

화 등장인물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이야기 줄거리를 상

징하기 때문에 봉건적 관습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는 고모와 여성주의가 과도기적

으로 반영된 어머니는 제외했다. 큰딸 메그 마치에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를 반영했

고. 둘째 딸 조 마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사고를 반영하였다. 넷째 

딸 에이미는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상디자인을 각각 디자인

하여 아래 그림 5-26부터 그림 5-37까지 제시하였다. 

그림 5-26. 메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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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메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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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메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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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메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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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조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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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조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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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조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3



- 161 -

그림 5-33. 조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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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에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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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에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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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에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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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에이미 마치 캐릭터 의상디자인 사례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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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일반 대중영화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대중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 과거 작품에 출연했던 역할에 대한 

강한 선입견이 중첩되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선입견이 영화 줄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이야기 줄거리와 시대정신은 물론 전

체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디자인하여 연출하기 때

문에 순수하게 예술성과 작품이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일반 대중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신체적 특징을 자유롭게 변형하기 어렵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는 얼굴, 신체, 의상 등을 창조적으로 줄거리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연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디자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애니메이션 

디자인인 요소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토리 줄거리에 

맞게 의상을 디자인하여 전체 줄거리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는 사회의 대변혁과 함께 사회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의 큰 사건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하

는 상태에서 독립적인 상태로 변화한다. 억압적이고 봉건주의적인 가부장제도 아

래서 여성에게 요구했던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벗어나 여성해방이란 사회적 대 변

화와 함께 여성의 권위와 평등 자유가 보편화 된다. 

  여성의 자유, 평등과 권위가 보편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커다란 외형적

인 변화는 여성의 의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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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의 의상디자인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디자인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해방의 과정을 고치면서 

여성주의가 발전하였다.

  봉건적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정에서 여

성의 고유한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자 여성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혁명으로 농업 중심 경제가 산업사회로 자본의 축적

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과 정치적 역량확대

로 여성이 참여하는 역할이 확장되었다.

  또한 여성주의의 영역이 확장하면서 여성의 의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지만 불

편하기만 한 의상에서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으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는 의복 형태에서 해방되었다. 

  여성의 구속적인 의복형식으로부터 해방은 남성 의상 형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주의 유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디자인은 주류 사회의 변천사를 반영한다.

  즉 고전 애니메이션인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연출

하는 여성의 의상은 남성 중심적 심미주의 관점에서 여성을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가 봉건주의적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여성의 여가 시간의 증가로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

가 증가하였고 애니메이션도 여성 캐릭터가 뮬란, 인어 공주, 톰 보이시대를 지나

면서 남성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이며 여성의 자주적인 성향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도 활동성과 기능성 중심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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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현대로 접근하면서 과거에 남성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애니

메이션으로 변화는 '포카혼타스', '용감한 전설' ,피오나 공주, '뮬란'과 같은 애니메

이션이 등장하면서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자유, 평등,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강점으

로 작용하지 않고 여성의 강인한 의지와 능력 중심의 여성상을 피오나 공주로 표

현하고 과거의 남성을 왕자로 표현하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이 야수도 인간으

로 바꿀 수 있다는 무한의 능력 소유자로서 미녀와 야수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

여 외모지상주의적 사고의 틀을 무력화시킨다. 

  셋째, 사회의 대변혁으로 여성주의가 발전하며 여성의 의상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는 여성의상으로부터 해방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확보하

고 정치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모습을 의상으로 표현 한다.

  여성의 의상은 산업혁명의 영향과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사회 

대변혁을 지나면서 여성 의상에 남성 의상의 기능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중성화된 

여성주의적 색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의 역할이 현모양처형의 여성에서 자기성찰과 국가를 위기

로부터 구하고 식민지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사랑보다 조국을 선택하는 여성 영

웅시대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남성의 의사결정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넷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은 주류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고전적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성 주인공은 착하고 아름다우며 모성애가 깊은 여성

을 표현하는 의상으로 표현된다.

  사회의 커다란 변곡점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빈공간을 대신하면서 여성의 역할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영향, 사회적 책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확보하는 과

정에서 여성의 의상이 기능성과 활동성 중심으로 변화해 갔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

션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지도자, 탐험가, 애국자의 형태의 역할에 적합한 의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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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선정한 영화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하기 위해 영화'작은 아씨들'을 선정하였으면 시대적 배경은 배트남전쟁 시대인 

60-70년대을 배경으로 하였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여성은 감성적이고 가정의 일에만 적합한 인물이라는 과

거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격의 여성주의 성향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

릭터 의상 디지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화 속 6개의 주요 여성 캐릭터를 선정해서 베트남 전쟁 배경과 결

합해 새로운 여성 캐릭터 디자인을 전횅하였다. 고모는 강한 성격에 따라 양성 특

징을 참고하여 의상 디자인 특징을 용합하였다. 넓은 어깨는 고모의 강인한 성격 

특징을 드러낸다. 엄마는 봉건적 여성과 여성주의의 용합을 대표한다. 엄마와 주

부의 결합으로 디자인에는 여성복 기능화의 특징이을 용합하며 장식 요소에는 베

트남전쟁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줄무늬를 용합해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

터의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큰딸은 자유주의 여성주의의 대표주자이며, 특히 사랑

에서 자유를 추구한다. 캐릭터 디자인에서 큰딸은 여성주의 의상의 기능화와 같이 

큰딸의 해변 장면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둘째 

딸은 가장 여성주의적인 캐릭터이다. 정신에는 자유주의 여성주의와 사회주의 여

성주의의 정신이 있다. 캐릭터 디자인 영역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히피 문화요소

와 둘째 딸의 작가 신분을 융합해서 중성화 직업제복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전통 

여성 대표 중 하나인 셋째 딸은 공주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아한 의상 위주

로 디자인된다. 복고 원피스는 셋째 딸의 캐릭터 특징을 잘 표현한다. 넷째 딸은 

가장 전위적인 여성이다.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주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과 미

니멀리즘 스타일을 참고하여 미니스커트에 맞춰 여성특징을 드러내며 전위 화가의 

신분를 표현해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맥락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캐릭터 의

상디자인은 시대적 배경과 주류 사회의 철학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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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시대별 사회현상이 여성 캐릭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인간사회의 세 

번의 여성주의 물결이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의 성격과 지위, 신분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동시에 사회 속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의 영향과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에 대한 영향도 다르다. 여성주의가 사회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애니메이션의 경우 여성주의가 애니메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낙후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3의 여성주의 물결이 시작된 것은 1960년이다. 그러나 제

3차 여성주의 물결 관련 사상이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것이 1980년 이후에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여덟째， 휴머니즘, 패션 디자인사를 애니메이션 전공 수업과 결합하면 캐릭터 

디자인 마인드의 깊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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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및 향후연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오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가면서 지속가능한 기본적 사고의 틀인 보편적 가치를 여성 의상 

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향후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 유파는 철학적 토대로 바탕으로 발전한다.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과 고전주의 철학, 계몽주의 

철학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대의 철학을 연계한 여성주의 연수는 향후에도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성과 남성의 젠더에서 오는 극심한 갈등의 원인은 상호간의 불이

해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간의 성 갈등을 복합적

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향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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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과 여성주의의 

상호관련성에 관한연구

                                                  손견(Sun Jian)

                                                                         Advisor : Prof. SHON, YOUNG MI, Ph.D.

                                                         Department of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인류 문명사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

의 내용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였다. 여자와 남자가 중심이 되

는 인류 문명사에서 계급이 발생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면서 많은 규범과 제도가 등

장하게 된다. 질서를 확립하는 규범과 제도를 규정하는 방법 중 의상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중요한 관례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

와 사회 발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디

자인을 분석하여 사회변화에 대한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 

디자인의 변천 경향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상영되었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애니메이션에서 

연출 되는 여성 캐릭터의  디자인과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구글 

트렌드와 바이두 지수를 이용하여 현대 시대에서 바라보는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였다. 

  현대 한국에서의 여성주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방적이고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주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정서가 높은 것을 알았다. 한국

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사결정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남성주의적 의사결정은 약화되는 것이 현대의 트렌드임을 알았다.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디자인의 변화로부터 여성주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농경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그 

후 제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남성의 빈공간에 여성이 대신 진출

하는 영역이 확대된 결과 여성의 경제력과 정치참여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성주의 유

파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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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여성주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주의

적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등 여러 유파로 변화하게 된다. 다양한 유파로 여성주의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에

서의 역할에 대한 특징은 여성의 의상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주의의 변화에 따른 의상의 변화를 사회변화와 연결하였으며 

상호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의상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성주의의 

시작은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여성을 속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해방에 대한 운

동이다. 여성해방에 대한 운동의 상징적인 시작은 여성의 몸을 심하게 옥죄는 코르셋

의 착용으로부터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쟁의 발발로 여성들은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남성복을 모방하면서 여성 특성을 강조하는 여성 의상디자인 형태에서 이탈한

다.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는 강한 남성 영역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톰보이시대, 양

성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인, 미니스커트와 중성적 스타일 및 바지를 입는 여성 

의상디자인으로 변화한다. 남성 영역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던 여성주의는 여성의 고

유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미니멀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의 여성 의상디자인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여성주의의 변화에 따른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대의 진전에 

따른 주류의 변화와 당대의 사상적 대변혁을 반영하여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

다. 이와 같은 상호관계로부터 여성 의상디자인이 시대적 대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에 투영되는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애니메

이션에서 연출되는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애니메이션에 연출되는 여

성의 의상과 외모, 가족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연구하였다. 애니메이션에 연출되는 여

성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외모지상주의에서 여성의 독립적 능력과 지도력은 물론 사회

에서 여성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남존여비 사상의 현모양처형의 여성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변화과정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초기 여성주의가 백인 여

성 중심에서 인종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

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성 캐릭터의 의상디자인이 사회 구조와 사상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상을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을 중심으로 상영된 영화를 선정하여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을 디자인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영화 선

정은 봉건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작은 아씨들'를 선

정하였다. 영화'작은 아씨들'은 전쟁으로 여성들만 생활하는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영

화로 여성들은 일반적인 감성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깨고 다양한 성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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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여성도 야망과 모성애, 타협적인 성향은 물론 현모양처로서의 소양을 여

성마다 다르다는 것을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여성의 인권과 권리는 사회의 대변혁과 사건으로부터 변화해 왔고,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 의상디자인의 변화가 동반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주의의 변

화는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 의상디자인에도 투영되면서 여성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확보되어 가는 모습을 연구 결과를 통해 얻었다. 

Keywords: 여성주의, 의상디자인, 애니메이션, 여성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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