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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ch fatale fashion image in female models of mobile adver-
tisements and to find the fashion characteristics. The tech fatale emerging as new culture code is a compound word of
the femme fatale and technology. It is characteristics of the femme fatale, the post digital culture and the female lead-
ership.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The tech fatale types were the independence, the transformation and
the tradition. The independence was a self expression, appealed to visual image, was showed the coating fabric, denim,
space look and street fashion and reflected the creativeness and digital generation. The transformation appealed to sex-
uality and was showed luster fabric, exposure, body-conscious, glam look. The voluptuous beauty represented the pride
of the post digital generation. The tradition appealed to emotion and was showed pale color, simple line, soft texture fabric
and a feminine Image. The meanings of tech fatale were the imagination, the public, the duality, the game, the purity and
the recurrenc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reflect the mind of post digital generation who is against authority and pur-
sues the human being worth such as the identity establishment and the pure emotion. 

Key words : tech fatale, mobile advertisements, formative characteristics, meanings, post digital generation

1. 서  론

변화된 인간의 행동방식과 삶의 형태는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Penn and Zalesne(2007)은 메가트렌드

(Megatrends)나 보편적인 경험만으로는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없으며 오늘날처럼 분화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인 주체성(Identity) 집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마

이크로트렌드(Microtrends)에 대한 이해를 주창했다. 최근 디지

털 기기의 기술진보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Post Digital

Generation)라는 새로운 소비 집단의 출현을 가져 왔으며(제일

기획, 2005), 마케터들(Marketer)은 이들 세대의 선두에서 생산

소비자(Prosumer)로서 부각되는 여성인 테크 파탈(Tech Fatale)

을 주목하고 있다. 

테크 파탈은 19세기 말, 사회적 이슈가 된 여성의 성 정체성

을 표현하는 용어로 등장하여 문학이나 예술전반에 걸쳐 인용

되어 온 팜므 파탈(Femme Fatale)과 현대사회의 주요 화두인

테크(Tech)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IT기기 또는 첨단 디지털 제

품을 패션으로 인식하는 테크 파탈은 팜므 파탈이 기술과 만남

으로써 지적이며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독립적이

고 능동적인 현대의 새로운 여성상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미친 기술의 영향을 보여준다. 

테크 파탈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하

는 미디어이자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결합된 문화형식인 영상광

고(김석준, 2007) 특히, 상품과 상품의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반영하는 감성 소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메

시지 전달 방법으로 모델을 기용하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다. 텔레비전 광고 속 여성 모델의 표상에 관한

연구들은 시대별 추구 이미지나 신체 이미지의 유형을 제시하

고 있다. 휴대전화를 소재로 한 연구에서 여성모델의 분석은 젠

더 관점에 치중하여, 가족관계나 직업 등에 중점을 둔 서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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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동후, 2006)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휴대전화와 패션 이

미지를 밝히기 보다는 사용 빈도에 따른 패션 관여도(Cambell,

2007)를 분석하는데 그치는 등 디지털 정보사회의 기술 주도

여성 이미지 또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현대 여성의 이미지에 대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를 패

션 상품으로 간주하고 반 스테레오타입(reverse-stereotype)의 여

성 이미지가 나타나는(김광옥, 하주용, 2007; 양정혜, 2002; 이

동후, 2006) 디지털 기기를 다룬 광고에서 정보 기술 사회의

주체적 존재로서 제시되는 테크 파탈 여성의 유형 및 그에 따

른 패션 조형특성과 내적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여성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 개발에 도움을 주며 패션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테크 파탈의 유형도출을 위해 디지털 사회, 여

성상의 변화, 영상 매체에 나타난 여성성의 이미지에 관한 선

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고찰하였으며, 도출된 유형에 따라 광고

를 분석한 후, 광고 속 여성 모델의 패션 이미지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디지털시대 여성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휴대용 디지털 제품이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진다(Katz

& Sugiyama, 2006)는 것에 주목하여 휴대전화 제품으로 제한

하였다. 광고사례는 광고의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 반영의 의미

를 도출하기 위해 2007년 기준으로 년 6회 이상 방영된 국내

브랜드 삼성 애니콜(Anycall), SK 스카이(SKY), LG 싸이언

(CYON) 3개사의 텔레비전 광고를 수집한 후 권기영(2003), 이

동후(2006), Whitelock and Jackson(1997)의 분석 유목을 인용

하여 휴대전화 기술 및 디자인과 여성 광고 모델의 직업, 패션

스타일(헤어, 메이크업, 의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테크 파탈 이

미지를 서사 분석(narrative analysis)하였다. 

2.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테크 파탈
(TechFatale)

2.1. 광고와 젠더 이미지 

현대 광고는 상품을 모호하게 제시하는 대신 이미지와 소비

자 관계를 더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적 특성인 감성과 사랑을 주

요 테마로 제시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와 광고에 나타난 남성상

과 여성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

과 학자들에 의해서인데, 이들은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가 성 고정관념적인 역할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권기영,
2003). 

여성의류나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여성상은 남성 모델의 유

무에 따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거나 스스로 미를 즐기

는 주체로 표상되어 왔으며, 현대 영상광고에서는 외양은 여성

적이지만 남성적인 거칠음을 보여주는 자웅동체의 여성상이 여

성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석준, 2007).

한국 TV 광고에 나타난 젠더표상의 변화를 분석한 정기현

(2007)의 연구에서는 외적인 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문인, 독

립적, 자유분방한 여성상 등 비전통적인 여성상이 증가하고 전

통적인 여성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남녀의 모

호한 성역할 구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서(Kaiser, 1990)

현대 여성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더욱 남성적인 가치로 표현되

고 있다. 광고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은 Wood

Allen의 영화『Annie Hall(1977)』에서 선보인 쓰리 피스 슈

트, 모자, 셔츠, 넥타이, 큰 바지의 애니 홀 룩(Annie Hall

Look)이 여러 해 동안 서구 기성복 시장에서 지속되면서 현대

커리어 우먼의 의상으로 자리 잡은 바지 정장(정세희, 양숙희,

2002)에 노트북 컴퓨터나 핸드폰을 들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모

습으로 묘사되는데(양정혜, 2002), 첨단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전문성을 암시하며, 또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의 자유로운 사

용의 주체를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 여성의 능력을 대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와 미디어 사회에서 이미지와 상품화의 전형적인 모델

이라 할 수 있는 패션은 문화적 코드로 재해석되는데(김소영,

양희영, 2006), 첨단기기 광고에 나타난 기술과 젠더 관계가 고

정적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반영함으로써, 디

지털 제품의 광고 속 여성의 패션 이미지 또한 기술 문화 시대

에 여성이 새로운 리더로서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

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본다. 

2.2. 테크 파탈(Tech Fatale)의 개념과 성립배경

2.2.1. 테크 파탈(Tech Fatale)의 개념

테크 파탈(Tech Fatale)은 19세기 말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

여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Steele, 2004) 팜므 파탈(Femme

Fatale)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페미니즘적 시각의 융합을 통

해 주체성, 가상성, 환상성 등의 미적 가치가 내재된 새로운 여

성성의 이미지를 생산하면서(김주영, 2002) 등장한 것이다. 팜

므 파탈은 색을 탐하는 여성, 냉혹하고 잔인한 여자, 자아도취

적인 나르시시즘적인 여자로 ‘남자을 유혹하여 사랑하게 만든

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미모를 가진 여자’, 요부(妖婦)의

이미지(이명옥, 2003)를 가진 여성성에 대한 표상의 하나로서,

대중문화 속에서 내면의 본질에 충실하고 강렬하면서도 관능적

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왔다(최정화, 2007). 오늘날 미

디어에서는 전통적인 요부의 이미지나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

에서부터(김인철, 2004; 송희영, 2007) 남성과 같은 지적 능력

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현대 여성상

(김복희, 남윤숙, 2006; 최윤경, 2003; 최정화, 2007)이 동시에

보여진다. 기술 기반의 정보사회에서의 팜므 파탈은 하나의 이

미지를 고수하기 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필요한 이미

지를 연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 나가는 적

극적인 여성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IT 기기를 사용하는 여성 혹은 첨단 디지털 제품을 패션으로

인식하는 여성을 뜻하는 테크 파탈은 여성들의 첨단 기기 사용

이 증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가전제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

는 등, 제품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IT기기가 패션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P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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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lesne의 저서『마이크로트렌드(Microtrends), 2007/2008』에

서 처음 소개된 테크 파탈은 미국 내 여성들의 첨단 가전제품

구매율이 상승하고, 여성들이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가전제품의 개발에 추진력과 형태를 제공하고 종류를 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각되었다. 국내

에서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옥션(주)Auction이 선정한 ‘2008

년 온라인 유통 핵심 소비자 5’에 열거되면서 회자되었다(“디

지털 가전”, 2008).

2.2.2. 테크 파탈의 성립배경 

테크 파탈은 아날로그적 인간중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포스

트 디지털 문화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발달에 따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변화순, 2003),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더 가치

있는 생산요소로 보는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에 기인해 여성적

특성이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각되었다. 

2.2.2.1. 포스트 디지털 문화(Post Digital Culture)의 부상

제일기획은 2005년 5월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 내는 지금까

지와는 다른 세대, 그리고 그 시대의 주역 포스트 디지털 세대

’란 보고서에서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

으로 등장한 세대를 포스트 디지털 세대라고 명명하였다. 포스

트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기술이 수직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점

을 네트워크의 수평구조로 해결해준 반면 공동체로부터 독립

된 개인, 협동생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주의 사회의 부작

용을 양산하게 되자, 디지털 기술의 토대위에서 아날로그적 인

간중심의 가치를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출

현한 것으로(이기록, 2007), 포스트 디지털 문화는 디지털 문

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정보 문화이다(이

어령, 2006).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은 H.E.A.R.T.S의

여섯 가지 코드로 대변된다. H(Human Relationship)는 디지털

의 개념을 사람과 사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네

트워크로 받아들여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E(Expressionism)는 존재감을 위해 모든 매체와 도구를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표현주의적 성향을, A(Anti-

literality)는 이미지 위주의 커뮤니케이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추

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R(Relaxed Mindset)은 실수와 오류는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낙천적 가치관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특성을 의미한다. T(Trend-

independence)는 유행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특성을 의미하고, 마지막 S(Speed)는 즉시성으로 속

도(빨리)와 공간(여기에서)의 개념이 결합된 특성을 반영한다(

제일기획, 2005: 50-53). 모바일 미디어를 디지털 혁명의 핵심

으로 본 김성도(2005)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특징으

로 첫째,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엘리티즘(elitism), 패션을 강조

하는 패션 이미지화 둘째, 종교나 인종, 계층이 아닌 미학적 원

칙의 차이에 따른다는 길거리 스타일(street style)로 대변되는

부족주의 셋째, 새로운 문화 코드로서 춤을 강조하며 춤동작을

표현매체로서 신체를 부각시킨다는 신체 표현성을 언급하였다.

이기록(2007)은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제품 아이덴티티 개발 시

휴대성(Mobility), 유동성(Flexibility), 편의성(Usability), 무선네

트워크(Wireless network) 등의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문화 특

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상품에 의미 부여하기를 즐기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

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인 입장에서 훨씬 다양하

고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행위를 추구함으로서(이은

영, 2005), 현대 영상광고는 이들 소비 계층의 감성에 충실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미지 생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여성들의 정보 획득과 교환 활동은 커뮤니케이션을 추

구하는 가장 오래된 전자제품인 전화를 통하여 디지털 이전 시

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들에 의해서 생산, 전파된

정보는 제품에 대한 단순 정보가 아닌 컬러, 디자인, 스타일이

바탕이 된 제품의 컨셉(concept)을 담고 있는 스토리를 제시한

다는 점에서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감성에 부합하며, 위력을 떨

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수용하고 있

는 기법의 하나인(임창영, 2004)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상

품이 예술화 되어가고 생필품보다는 놀이산업이 고도의 부가가

치를 낳는 디지털 산업시대가 되면서 각광받게 되었다(최혜실

2003). 즉 감성 시대가 되면서 여성적 특성으로 보여졌던 구전

의 힘이 디지털 발달로 인한 관계 단절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

장하며 유용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여

성에 대한 인식이 기술과의 조우로 생산적이며 합리적으로 변

화하였다. 

2.2.2.2. 여성성의 부각과 리더십의 변화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로 부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관습적으로 여성 영역으로 여기

는 분야 외에 정치, 경제, 군대 등 남성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

야에서의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

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터넷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

과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가상 공동체들 간의 상

호 부조적인 성격이 여성적인 가치 체계와 맞물리면서 산업사

회에 비해 여성적인 가치가 중시되고(김현희, 최문경 2000)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적 특성이 부각된 리더십은 구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집단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며, 다문화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 지역화 시대에 요

구되는 감성과 소통능력을 갖춤으로써(윤혜린 외, 2007), 상품

자체 보다는 차별화된 감성과 아이디어 판매장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여성적 가치 수요는 증폭되고 있다(남인숙,

2005). 여성의 가정 경영 경험이 인간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기업구조 개혁과 맞물리면서 여성 감성은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여성성의 부상은 여성 자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리더

십 역할, 조직상의 실용성, 문화의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도

래한 결과로(Eagly & Carli, 2003)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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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감성 충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를 탈피해 남성적 시각과 여성적 시각의 조화를 이루는 여성주

의 리더십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주의 리더십은 리더의 성별이

나 리더십의 젠더가 아닌, 리더의 비전과 목표, 리더십 발휘 방

식에서 기존의 리더십 유형과 차별성을 가지는 변화적

(transformational) 리더십으로 가부장적 내지 유사가부장적 체

제로부터 보다 평등하고 평화적이며 상호 보살핌의 사회를 지

향한다(윤혜린 외, 2007). 이것은 위계가 감소하고 코치나 교사

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면서(Eagly & Carli, 2003) 탈권위적

인 카리스마와 감성, 유연성을 두루 갖춘 양성적 리더십의 소

유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변신원, 2005; Aburdene &

Naisbitt, 1992/1993). Bass(홍광식에서 재인용, 1997)는 전통적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요인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문제를 새로운 각

도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지적 자극, 격려, 발전적인 경험 등을

제공하는 개인적 배려, 정서적, 지적 기반 위에서 감각과 직관

에 호소하는 감화적 행위를 언급하면서, 모든 요인들이 상호작

용하면서 변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감동을 주는 리더를 지향하며, 보살핌,

관계지향, 공감, 자기이해, 참여, 풍부한 감성, 정서적 인도

(leading)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한국 여성의”, 2007), 여성주

의 리더십은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지향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2.3. 테크 파탈(Tech Fatale)의 특성에 따른 유형

테크 파탈은 여성이 과거 성적 대상으로 순종적, 수동적 여

성상에서 탈피해 경제력과 사회적 능력을 갖추면서 사회적 지

위, 태도가 변화하자 여성적 매력이 새롭게 인식됨과 더불어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나타난 양상으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양

한 이미지로 보여 진다. 다음은 포스트 디지털 문화, 그리고 현

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여성주의 리더

십을 배경으로 등장한 테크 파탈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는 독립형, 변환형, 전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1. 독립형

경제적 자립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신세계를 지

니는 독립형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나 반항적인 이미지

를 띠며, 트렌드를 지향하기 보다는 개성을 중시하는 자기표현

을 즐긴다. 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내재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체적 여성상을 일깨워 유동적인, 노마드적 삶의 행동 양식을

지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다른 생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자

세로 타인에 대한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등 개인적 성향이 중

시된다. 또,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아에 대한 탐구로

자아의 주체성과 진실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 자극

을 즐긴다. 독립형의 테크 파탈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

이 없으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 생각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용행

태를 보이고, 인터넷 가상공간을 개인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

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더 친숙한 세대로 특

징 지워진다. 

2.3.2. 변환형

변환형은 카리스마를 지닌 자립적 여성상으로, 팜므 파탈의

관능적 여성상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며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갈망에서 출현한 가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스스로 여성이

기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여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등 필요에 따

라 남성의 권력과 힘이 내재된 대상으로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

성적 이미지를 모두 가진 양성적인 이미지로 전통과 과거를 전

복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여성상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르누보적 곡선의 느낌이 관능적 이미지로 자기표현을 넘어

자기과시의 느낌을 자아내며, 남녀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소유욕

이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강한 카리스마의 여성 이미지가 부

각된다. 이는 디지털 사회의 수평구조가 남녀 관계의 역학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남성과의 관계설정이 분명해지고, 남성에 대

한 도전적인 양상을 넘어 지배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출현한 파워우먼

의 외적 조형성이 관능성과 모성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여성성(최현숙, 2000)을 바탕으로 자존심, 자

부심을 중시하는 주체적인 앤드로디지더(앤드로지너스+디지털+

리더의 합성 신조어, 변신원, 2005)를 탄생시킨 것이다. 변환형

의 테크 파탈은 80년대 파워 우먼의 특성과 함께 부드러움 등

의 여성적 특성에 의해 유희적으로 남성을 주도하거나 지배한다. 

2.3.3. 전통형

전통형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인식되던 여성적 매력이나 수동

적이며, 수용자적 입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여성적인 표상으로,

소외된 감성에 대한 반향에서 도래하여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인간 관계형성에서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므로 나르시시즘

적인 환상적 이미지가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자

연적인 이미지가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 형성에서 표

출되는 것이다. 사회 구조가 가족 중심 경영체제로 변환되면서

부각된 여성적 특징들이 여성주의 리더십과 접목되어 인간관계

형성 시 개인적인 배려나 감화(感化)적 행위가 수반되는, 즉 서

로 소통하는 안정적이며 여유로운 심적 상태를 표출하는 감성

적인 여성 이미지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주관을 가진 여성상으로 모성적 특성을 기초로 한 강인

한 한국적 여성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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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전화 광고에 나타난 테크 파탈
(TechFatale) 유형의 패션 조형특성과 내적의미

3.1. 분석 대상 및 방법

연구자는 휴대전화 광고 사례를 TV 광고 사이트

(www.tvcf.co.kr)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 16일 까지

방영된 삼성 애니콜(Anycall), SK 스카이(SKY), LG 싸이언

(CYON) 3개 국내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TV 광고 89편, 연도별

로는 2006년도 52편, 2007년도 27편, 2008년도 10편을 각각

수집하였다. 광고 분석은 먼저 89편에 대한 서사 분석(narrative

analysis)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른 여성 모델의 등장 및 광

고 속 비중을 근거로 선택된 50편에 대한 테크 파탈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서사 분석은 등장인물, 즉 여성 모델의 사

회적 관계, 남녀 관계, 스토리를 중심으로, 여성 모델의 고용상

태나 직업 등의 사회적 코드, 사건의 공간적 배경, 신체 활동이

나 의복 스타일에 따른 신체표현에 주목하였으며, 두 번째는 첫

번째 고찰 결과에 의해 테크 파탈 유형으로 분류하고 광고 속

여성의 패션 조형특성을 분석한 후 내적의미를 도출하였다. 

3.2. 휴대전화 광고에 나타난 테크 파탈(Tech Fatale) 유형

의 패션 조형특성 

3.2.1. 독립형

독립형의 광고는 이미지 소구 성향이 강하고, 모델의 광고

속 배경에 따라 패션 조형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광고 배경은

크게 미래적 이미지의 가상공간, 여성 모델의 실제 라이프스타

일을 반영하는 현실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의 익숙한 공간

인 자연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화 큐브의 내부 공간이나 우주전함을 배경으로 여성 모델

이 역학적 테스트를 받고, 남성 모델과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기능과 연결 지은 광고 시리즈(Fig. 1)는 미래적인

의상으로 비닐 코팅의 광택이 느껴지는 소재에 스타 트렉(Star

Track)의 의상과 유사한 유니섹스 스타일이 등장한다. 하의는 스

트레치성 소재의 레깅스, 상의는 미니 드레스의 형태로 우주인

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컬러의 디테일이 배제된 심플한 의상, 하

나로 묶은 헤어스타일로 스페이스 룩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기

능주의적 목적에서 착용된 스트레치 소재의 바디컨셔스 룩은 편

안하고 자유스런 이미지와 함께 미래주의적 양식을 표현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휴대전화 공장’으로 패러디한 광고에

서 감독관의 역할을 하는 여성 모델 또한 미래적인 느낌의 의

상을 입고 있다. 첨단 무선 이어폰이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로

의복의 화이트 컬러와 조화를 이루며, 남성 복식의 대표적인

디테일인 라펠과 큰 칼라(collar)는 여성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광고 속 지위를 대변한다. 가상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광택감 있는 소재가 사용되고, 짧은 플리츠스커트가 니 하이

(knee-high) 스키니 부츠와 대조를 이루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

활동을 부각시킨다. 

Endorser 광고의 경우 모델의 현실적인 지위를 반영하여, 무

대, 도심, 카페를 배경으로 가수 혹은 배우로서 구축해온 이미

지를 부각시킨다. 이효리라는 빅 모델의 경우 그녀가 가진 섹

시한 이미지와 털털한 성격이 무대 의상으로는 뷔스티에, 등,

가슴, 배, 다리가 노출된 아이템으로, 일상복으로는 패션 트렌

드세터(Trendsetter)로서의 스타일리쉬한 핫 팬츠, 시즌 핫 트렌

드 아이템인 선글라스나, 롱 머플러, 빅 실루엣의 니트 셔츠 등

의 아이템으로 표현된다. 두 여성 모델을 기용한 두 번째 시리

즈 광고에서도 모델들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는데,

이효리는 노출, 밀착 의상, 페티시적 느낌의 간호사 복장으로

섹시 스타로서의 매력을 과시하고, 전지현은 신체 실루엣이 드

러나는 블랙 원피스, 선글라스, 하나로 묶은 머리, 메탈릭 광택

소재 원피스 등으로 도회적이고 세련된 화려한 이미지를 선보

인다. 가수, 백 댄서, 비보이 등 현재 젊은이들의 우상을 소재

로 한 광고에서 모델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젊음을 표현하기 위

해 힙합, 펑크 등 스트리트 스타일을 착용하고 있다. 

뮤직 비디오 형식의 광고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자유로운 정

신세계의 표출 내지는 저항적 캐릭터의 연출을 위해 프린지가

달린 스카프 등의 레이어링으로 히피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이국적이고 고전적인 도시의 건물 옥상을 배경으로 한 보아의

광고는 짙은 스모키 화장과 펑크적 스타일로 징 박힌 부츠와

체크 셔츠 등 여러 아이템을 레이어드 하여 개성적인 패션 스

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옥상이라는 트여 있는 공간이 주는 자

유스러움과 저채도의 컬러와 자연적인 느낌의 소재들을 사용하

여 히피, 펑크의 정신적 자유를 연상하게 한다. 

한밤에 옥탑에서 무중력 워킹을 익히거나 멋진 모터사이클

사진을 붙여 두고 타는 시늉을 하는 광고 모델들은 일상적인

아이템인 데님에 프린트 티셔츠 또는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리를 노출시켜 짧은 바지와 티셔츠를 착장하고 있다. 흰 라

인 위에서 남녀가 만나는 광고 또한 스키니 진과 낮은 채도의

Fig. 1. 독립형 www.tvc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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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프린트 티셔츠, 맨발로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한다. 부엌에

서 사과를 깎고 있는 광고에서 여성 모델은 화이트 슬리브리스

의 상의에 단정하게 틀어 올린 헤어스타일로 고급스런 이미지

를 연출하여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명품 브랜드의 붉은 색 가방, 붉은 색 모피 소재의 코트, 옅은

색의 시폰 원피스를 입은 채로 아무렇게나 소파에 엎드린 채 휴

대전화로 TV를 보는 여성은 경제적인 여유를 암시함과 동시에

복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런 느낌을 강조한다. 휴대전화의

기능을 직접 구사하는 광고에서 여성 모델은 직장 여성의 이미

지를 심플한 셔츠블라우스와 H-라인 스커트로 연출하고 있다. 

3.2.2. 변환형

변환형 이미지의 광고는 일반적으로 남녀모델의 관계 설정

에서 드러나는데, 남성을 리드하는 이미지가 강한 양성적 여성

과 요염한 여성적 이미지로 남성을 속이거나 곤경에 빠뜨리는

관능적 여성이 등장한다. 성적 소구의 광고형태로 여성 모델이

에로틱하거나 유머러스한 이미지로 연출되면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긴장감을 해소시킨다.

남녀의 인체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의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

해 남성은 실버 그레이 슈트, 여성은 블랙의 레깅스에, 매니쉬

한 재킷에 트렌디한 아이템인 넓은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어

둡고 메탈릭한 실내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짙은 블랙 마스카라

와 롱 헤어는 남성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대비되어 극적 긴장감

을 고조시키고 여성 에너지를 전달한다. 남성과의 대결구도가

나타난 광고에서는 여성 모델의 탈의(脫衣)적 노출이 절정을 이

루는데, 블랙 스키니 팬츠에 긴 블랙 부츠를 신고, 하나로 묶은

머리에 광택이 있는 여러 가지 비비드한 컬러의 셔츠를 통해

휴대전화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광택 소재의 의상을

입은 두 여성 모델이 자웅동체처럼 붙어서 나오는 광고 또한

휴대전화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Fig. 2), 헤어스타

일이나 액세서리는 동일하고 각각 스커트와 팬츠를 입은 두 명

의 여성 모델은 성적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적인 이미지로, 주

변의 컬러와 모델의 광택 소재가 대비되면서 외부의 시선에 아

랑곳하지 않는 주체적인 여성이미지를 표현한다. 이효리가 이

준기의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광고는 여성이 피사체의 입

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의 변화하고 있는 휴대 전화 광고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여상남하의 화면구도와 함께

신체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슬릿이 깊게 들어간 블랙의 바디컨

셔스 원피스 드레스가 여성 모델의 신체적 매력을 도발하면서

주도적인 여성 모델의 캐릭터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선물을 하고 의기양양한 남성에게 서

랍 속의 수 많은 휴대 전화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남성 모델

이 당황하는 광고에서 여성 모델은 레드 컬러에 블랙의 큰 플

라워 프린트의 원피스 드레스, 굵은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현대

적인 아르누보 여인의 느낌을 자아낸다. 블랙과 레드의 강한 컬

러 대비가 전통적인 요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라진 반지를

찾는 광고의 여성 모델들은 위험한 인물들로 블랙의 플라워프

린트, 블랙 원피스드레스로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극중 이미

지를 표현하고 있다. 모델의 이름으로 언어유희가 나타나는 광

고에서도 남성의 블랙 슈트와 여성의 바디컨셔스적인 블랙 원

피스, 롱 헤어스타일이 붉은 배경과 대비되면서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3.2.3. 전통형 

전통형 광고의 특징은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

는 공감 소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

극하기 위해 여성 모델이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개인적 공간을

주요 배경으로 하여 누구나 공감하거나 경험한 일상적인 에피

소드로 구성된다. 

비 오는 오후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

하는 여성 모델(Fig. 3)은 짧은 단발머리에 소프트한 소재의 니

트 상의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길고 자연스런 주름이 진 스커

트 아이템을 착용하여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잔디가

있는 전통적인 가옥 형태, 자연과 여성을 결부시키는 전통적인

서구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직선이라서 안아줄 수 없다는 카

피와 함께 껴안으려다가 쓰러지는 로봇 광고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감성소구 광고이다. 니

트, 컨트리풍의 잔잔한 플라워프린트 스커트, 살짝 바람에 날리

는 긴 헤어스타일의 여성 모델과 남성 모델의 포옹 장면이 기

계를 넘어 감성적 요소가 더해진 디지털 기기로의 전환을 제시

하는 시대성을 띤 광고이다. 마치 인쇄광고처럼 모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표정을 부각시킨 광고의 경우 젊은 재즈 피아니

스트의 이름에서 연상되는 보라색이 예술적 느낌을 자아낸다.

흔들림이 없는 모델의 시선이 짙고 긴 머리카락과 풍성하지만

아주 가벼운 느낌을 주는 회색빛의 깃털과 대비되어 주체적 사

고를 하는 여성의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Fig. 2. 변환형 www.tvc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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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이 달린 잠옷차림으로 집안을 누비며 휴대 전화로 뮤직

비디오를 보며 춤을 추는 광고나 냉장고 앞에서 바나나에 미끄

러져 넘어진 듯한 광고는 누구나 공감하고 연상되는 내용이다.

데이트를 하거나 병원에서 멋진 의사 선생님에게 반한다든가

하는 일상적인 소재의 광고에서는 천진난만하고 소극적인 여성

성을 부각하기 위해 소프트한 소재, 파스텔 계열이나 채도가 낮

고 명도가 높은 컬러, 원피스 드레스, 자연스런 긴 머리나 땋은

헤어스타일 혹은 클래식한 원피스 드레스, 컬이 자연스러운 단

발 헤어스타일이 제시되었다. 여성 모델이 광고를 촬영하는 플

롯으로 구성된 광고는 여성적인 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트렌디

한 의상아이템을 선보이고 있고, 문근영이 기용된 크리스마스

와 신년 광고의 경우 모델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부각시키

는 캐주얼 스타일과 시즌의 특성에 따라 한복이나 빨간 산타클

로스 복장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복식 규제령을 패러디한 광고나 여행 중에 여자 친구로부터

의 영상 메시지를 받고 즐거워하는 광고의 여성 모델들은 제재

를 받거나 과거의 수동적이고 보여 지는 입장에서의 여성미의

부각을 위해 모델의 신체, 다리가 노출되었다. 70년대의 부풀

린 헤어스타일, 미니멀한 A라인의 원피스 드레스, 긴 장갑, 짙

은 아이라이너, 헤어밴드로 복고적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자연

스런 웨이브가 있는 긴 헤어스타일, 귀여운 퍼프소매, 허리가

강조된 광택 소재의 짧은 스커트는 트렌드를 반영하며, 순종적

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3.3. 휴대전화 광고의 테크 파탈(Tech fatale) 유형에 나타난

내적의미 

휴대전화 광고의 테크 파탈의 유형에 나타난 패션 조형특성

의 내적의미는 독립형은 가상성과 대중성, 변환형은 이중성과

유희성, 전통현은 순수성과 복고성으로 나타났다.

3.3.1. 독립형

독립형의 테크 파탈 이미지는 광고의 스토리와 그에 따른 패

션 이미지에 따라 가상성, 대중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상성 21세기 광고에서 보여 지는 가상성의 패션 이미지는

미래적인 상상에 의한 가상성이라기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했던 1960년대 또는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과는 다르다. 과학 기술의 발달

로 소재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코팅 가공이 보편화되면서 일

상복에 사용되는 가공 소재의 사용은 사이버 공간의 기계미보

다는 현실에서의 의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소재로서의 인간중심

의 기술발달을 의미하며, 유니섹스 스타일은 여성, 남성이 아닌

지구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남녀의 동일한 의복 스타일은 성의 무시가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다. 테크 파탈의 유형에 나타난 가상성은 과거의 미래적인 패

션 이미지를 차용하되 그 내적의미는 시대 상황에 맞도록 자의

적인 해석을 하여, 패션의 외형적 반복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

스트 디지털 세대의 트렌드에 대한 개인적 이해, 수용의 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성 현대 사회는 기술이나 정보의 접근이 누구에게나 평

등한 것처럼, 패션 흐름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패션의 가치를

고급스러움에만 두지 않는다. 또 패션의 유행이 국지적으로 발

생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누구나 패션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자신감이 반영된다. 스트레치 소재는 디자인의 단

순성을 지향함으로써 스타일의 보편화를 가져와 유니폼적인 스

타일을 양산하며 대중적 패션을 암시하기도 한다. 광고에서 보

여지는 히피나 펑크와 같은 스트리트 패션은 60년대에 전쟁이

나 물질문명에 대한 반감으로 탈 국가적 반항, 저항의 표현으

로 등장했던 하위문화 스타일을 외적으로 차용하여 디지털 시

대의 탈기계화와 인간중심으로 가치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

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점점 개인화되면서 대화 부재, 관계 형

성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반감을 히피 룩, 펑크 룩이 담고 있

는 관습에 대한 저항이라는 내적의미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데님과 저지소재가 젊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인식되듯이 더 이상 연예인들의 패션 스타일이 그들만의 패션,

방송에서 보여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히피

나 펑크의 레이어드 스타일의 착장방식은 파편화되어 가는 현

대 영상광고의 이미지 소구 형식과 부합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패션 스타일을 지향하는 포스

트 디지털 세대의 패션 감성을 대변한다.

3.3.2. 변환형

변환형의 테크 파탈 유형은 패션을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

로 보고, 포스트 디지털 사회의 엘리트로서 구매력 있는 소비

집단임을 과시한다. 

이중성 변환형의 테크 파탈이 추구하는 패션 이미지는 자신

Fig. 3. 전통형 www.tvc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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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력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다소 파워풀하면서도 여성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능성이 내재된, 즉 이중적 가치를 지향한

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라

발생한 파워 슈트와 다른 점은 상의는 재킷이지만 하의는 몸에

붙는 레깅스로 연출하거나, 캐릭터는 강하지만 스타일은 성적

소구에 의존하는 등 21세기 파워 우먼은 여성의 신체를 적절

히 노출시킨다. 80년대 등장한 여피(Yuppie)들은 외모와 사회

적 성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외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고가의 고급스런 소재와 브랜드로서 상

징화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피들이 남성 비즈니스 슈트

소재에 크고 넓은 어깨패드로 상의를 강조한 파워 슈트, 여성

적인 블라우스와 스카프 등으로 여성성과 남성성간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면 테크 파탈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성숙하고

관능적인 여성미를 반영하기 위해 광택감 있거나 소프트한 컬

러의 여성스런 소재로 글램 룩, 섹시 룩을 연출하고 있다. 여

피들이 남성적인 패션 스타일로 자신들의 성 고정관념에 저항

한 외강내유형이라면 테크 파탈은 강하고 독립적인 주체적 여

성성을 극도의 관능미로 포장한 외유내강형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테크 파탈은 자신의 외양이 전달하는 성적 고정관념

으로 시선을 끌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며 남성을 유희의 대상

으로 보는 등 전통적인 남녀 관계를 전복시킨다. 

유희성 밀착이나 노출로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의상 아이템

을 착용함으로써, 테크 파탈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을 즐기

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피사체

로서의 가치를 위해 꾸밈이 이루어졌거나, 앤드로지너스 또는

매니쉬 스타일 의상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추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테크 파탈은 섹스어필(sex appeal)하는 섹슈얼리티

를 강조하는 스타일을 자신감, 카리스마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여성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숙성에 대한 복식 관습에 얽매이

지 않는 현대 여성의 패션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수용 자

세를 반영한다. 플라워프린트 패턴 아래 남성을 지배하고 우롱

하는 여성의 심리가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외관과 내면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을 즐기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유연한 사고, 사물에의 새로

운 의미부여 특성이 드러난다. 

3.3.3. 전통형

순수형의 테크 파탈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

일이 보여지며, 의복을 통해 개인 또는 사회에 대한 감정이 표

출된다. 

순수성 여성성의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드러

움이 느껴지는 소재들이 사용되어 왔다. 니트 소재에서 전달되

는 따뜻함과 비 인공적인 느낌들이 모성애를 자아내며 전통적

인 온화하고 유순한 여성 이미지를 표상한다. 섹스어필하기 보

다는 귀엽고, 바라보는 이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에 소구하는 여성상으로 전통적인 페미닌 이미지를 고수한다.

그러므로 저채도의 컬러나 비비드 또는 블랙과 레드의 컬러 조

합보다는 화이트나 오프 화이트, 핑크 컬러로 로맨틱하거나 사

랑스러운,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지는 컬러 조합, 수공예적인 디

테일, 잔잔한 플라워 프린트가 보여진다. 자연적인 배경은 물질

문명에 대한 반동으로, 포스트 디지털 사회가 낳은 기계적 인

공적인 것이 배제된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적

혹은 개인적 공간에 존재하는 여성의 패션은 일상적인 에피소

드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평범함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적인 디지털 세대들의 감성에 어필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스타일과 여성성이 노출되는 캐주얼 스타일로

연출한다. 특히 자연적인 질감, 깃털의 사용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순순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다.

복고성 디지털의 부작용으로 아날로그적 가치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패션 또한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비움의 미학을 따

르려고 하면서, 과시적이지 않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즐겨 니트

나 퍼프소매의 셔츠 칼라 블라우스, 미니드레스, 포인트 컬러,

포인트 아이템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레트로 스타일은

현 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960년대

인류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담고 있는 미니멀 원피스

드레스의 내적의미, 과거성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여성들의 패션이 제재의 대상이었던 시절로의 복고가 아닌

그러한 규제가 사라진 현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과거를 재

현한 것이다. 

4. 결    론

유행은 보편성과 개별성, 자극성에 모두 이끌린다는

Simmel(1997)의 말처럼, 보편적이고 개별적이며 자극적인 이미

지로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현대 영상광고 또한 유행의 중심인

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감성과 시각적 이미지에 의

존하는 광고는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원화된 패션 이미지

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기를 개성을 표

현하는 패션 상품으로 인식하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겨냥한

휴대전화 광고에 나타난 여성 모델의 패션 이미지는 현대 여성

상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사회, 문화 저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긍정적 여

성상인 테크 파탈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

는 외적 조형특성과 내적의미를 분석하였으며(Table 1),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형(Independence)은 자기표현성의 표출로 이미지

소구 성향이 강한 유형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근미래적 이미

지인 가상성과 대중성으로 나타난다. 현실과 미래를 넘나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코팅 등의 표면가공소재, 청바

지, 스페이스 룩, 레이어드 룩 등의 하위문화적인 스트리트 스

타일로 표현하고 있다. 스타일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구애 받

지 않는 착장 방식의 다양성으로 고가품, 고급스러움을 지향하

기보다는 주체적인 사고에 의한 판단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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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적 능력과 정신세계, 개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디지털 세

대의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변환형(Transformation)은 여성스러움 속에 사회적, 경

제적으로 파워풀 한 여성성을 내포한 유형으로 패션을 통해 신

체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복의

유희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성적 소구 경향이 강한 노출이나 바

디컨셔스의 글램 룩, 레드와 블랙 컬러, 화려한 빅 플라워 프

린트, 광택 소재의 사용으로 여성의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이미

지를 표출한다. 이는 현대 여성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남녀관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려는 성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이중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반영하

는 것이다. 

셋째, 전통형(Tradition)은 디지털적인 기계미보다는 자연에

소구하는, 인간적이고 희망적이던 초기 기계미학 시대를 그리

워하는 회귀적 감성을 순수성과 복고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

스텔 톤의 컬러, 심플한 라인, 소프트하면서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여성스런 이미지를 표현하여 기계화에 반한 인간중심적

가치를 지향하는 회귀적 성향을 복고적이고 순수한 패션 스타

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남성과 대조되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지닌 현대인으로서 전통적 사고방식을 돌아보는

의미를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내적 능력과 외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신조어인 ‘테크

파탈(Tech Fatale)’ 사회 문화적 해석에서 시작된 본 연구 결과

테크 파탈의 패션 조형성은 권위에 저항하고 정체성의 확립을

중시하여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순수한 감성을 지향하는 포스

트 디지털 세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힘의 성장에

따른 휴대전화 광고에 나타난 여성 모델의 패션이미지 분석은

소비자 욕구 지향의 광고와 영상매체의 시각적 효과 개발에 기

여하며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정보화, 다양화 되어가는 섬유 패

션 산업에서 소비자 욕구 지향의 속성을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트렌드를 제시하여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예측하

는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광고에 나타난 패션은 의상 아이템

들의 단순, 획일적인 의미부여가 아니라 광고 속 다양한 에피

소드와 연출의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영화

의상, 광고의상 등의 영상 매체 속 의상 선택은 보다 더 복합

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테크 파탈 유형의 패션에 나타난 조형특성과 내적의미

유형

내용
독 립 형 변 환 형 전 통 형

광

고

내

용

 

조

형

특

성

아

이

템

·레깅스, 재킷, 티셔츠, 청바지, 징박힌 부츠, 
프린지 장식, 모자 

·재킷, 셔츠, 원피스
·스커트, 니트, 미니멀 A라인 원피스, 
플리츠스커트, 미니스커트

소

재
·코팅, 저지, 데님, 스트레치 소재 ·광택, 새틴 ·니트, 레이스, 퍼, 쉬폰 

색

상

·화이트, 저채도, 다크브라운, 다크그린, 
체크프린트

·실버(메탈릭), 고채도, 블랙&레드, 
빅 플라워, 페이즐리 프린트

·소프트화이트, 오프화이트, 베이지, 
페일톤 핑크, 플라워프린트

헤

어/
메

이

크

업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 염색, 굵은 웨이브 
헤어스타일

·블랙마스카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 업 스타일
·투명메이크업, 블랙마스카라

·자연스런 어깨길이 단발헤어스타일,
 긴 머리, 느슨하게 땋은 머리
·투명메이크업

스

타

일

·스페이스 룩
·레이어드 룩
·스트리트 패션

·섹시, 글램 룩
·앤드로지너스 룩
·바디컨셔스 룩

·페미닌 룩
·로맨틱 룩

내

적

의

미

·가상성

·대중성

·이중성

·유희성

·순수성

·복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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