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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랑스계 캐나다인 화감독 자비에 돌란의 화 <로 스 애니웨이>(2012)의 주인공 로 스

의 젠더 정체성을 살펴보고 내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 다. 생물학 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고자 하는 로 스의 외  변화를 패션 이미지로 살펴보았고 이를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인 

모방, 행 의 반복, 그리고 합체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내  의미로 ‘타자의 내면화’와 

‘탈정체화’를 악하 다. 로 스는 여성성의 획득을 해 여성의 모습을 모방하고 반복 인 행 로 그(녀)

의 외  구성을 완성해간다. 그(녀)의 반복되는 모방  행 는 타자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새로

이 구성되어지는 주체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정체화는 젠더가 시공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

게 구성되고 형성된 외형은 곧 내면의 외면화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정체하지 않는 젠더의 유동 인 가변성

을 의미화 한다. 로 스의 ‘여성으로 가꾸기’는 외모를 흉내 내는 것 이상으로 재의미화 된 여성 는 젠더

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자기 변화이자 새로운 세상에 한 도약으로 해석된다.  

 
■ 중심어 :∣로렌스 애니웨이∣젠더 정체성∣타자의 내면화∣탈정체화∣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gender identity and its internal meanings through the main 

character, Laurence, of the movie <Laurence Anyways>(2012) directed by French-Canadian film 

maker Xavier Dolan. Study examines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revealed through the fashion 

images of Laurence who was born biologically as a man; depending on a theory of Judith Butler 

who represented a parody, repeatability action, and incorporation as an effect of gender identity. 

Also ‘Internalization of others’ and ‘Dis-identification’ are presented as an internal meanings of 

Laurence’s gender identity which appeared on his(her) fashion images. Laurence parodies 

woman’s fashion styles in repetition to obtain feminity as his(her) appearance. His(her) repetitive 

actions are construing an internalizing others(women) and visualizing a new-self to become a 

stylized doer. Dis-identification signifies that gender can be reconstructed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the place and the time and reconstructed outside can be analyzed as externalization 

of internalization. ‘Becoming a woman’ means more than what it sounds like to Laurence. It 

means a new signification of being a woman or redefining gender identity. That is something 

can be called a genuine transformation and a grant leap for Laurence.  

■ keyword :∣Laurence Anyways∣Gender Identity∣Internalization of Others∣Dis-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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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화는 인간 삶의 가능한 것들, 사실 인 것들을 소

재로 다룸으로써 간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감동과 깨

달음 그리고 유희를 달한다. 화에서 다루어지는 많

은 주제들은 문화 , 사회  그리고 정치 인 것에서부

터 아주 사소한 인간 삶의 한 부분까지 의의 의미에

서는 무제한 인 소재들이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간 정체성(identity)에 한 맥락은 화 안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따라 감각 으로 는 

직 으로 표 되며 다양한 인간의 내  세계를 시각

화 한다. 더욱이 화가 정체성을 표 하는 범주에서 

다루는 젠더의 역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 , 사

회학  성과 동성, 양성 등의 제 3의 성이라고 논하는 

역까지 표 의 장을 확 하 다. 인간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인간 계 그리고 각각의 차이와 다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표 된다. 한 

이분법 인 사고의 잣 로 인해 소통의 부재를 겪는 

 사회의 모습을 반 하기도 한다. 

2000년 로 들어서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속에서 정체성에 한 갈등, 그로 인해 달라지는 

인간 계, 그리고 마주쳐야하는 진실성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화  랑스계 캐나다인 화감독 자비에 돌

란(Xavier Dolan)의 화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작

품으로 심을 받았다. 다채로운 컬러감과 감각 인 촬

 기법을 인 임에 담은 <로 스 애니웨이

Laurence Anyways, 2012>는 당시 24살이던 자비에 돌

란에 의해 연출되었다. 은 감독이자 그 자신이 배우

이기도 한 돌란은 <로 스 애니웨이>를 통해 2012년 

칸 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여우주연상과, 

퀴어 팜 어워드(Queer Palm Award)를 수상하 다. 

한, 토론토 국제 화제(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수상하 으며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

(Canadian Screen Awards)에서 베스트 커스튬 디자인, 

베스트 메이크업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것 이외에도 주

트라 어워드(Jutra Award)에서 감독상, 헤어스타일링 

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았다. 돌란의 행보는 <로

스 애니웨이> 이외에도 이미 앞선 2작품 <아이 킬드 

마이 마더I Killed My Mother, 2009>, <하트비트

Heartbeats, 2010>에 의해서도 그의 화  잠재성을 

보여주었으며 배우로 출연한 다수의 작품 속에서도 그

의 탁월한 배우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바 있다. 

<로 스 애니웨이>는 한 남자의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두고 일어나는 다양한 계형성과 인간 삶

의 본질에 있어서 유동 인 것과 부동 인 것들에 해 

다루며 갈등과 수용 계를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다

루고 있다. 한 돌란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열린 시각

에서 들여다보고, 정체성의 혼란스러움과 사랑의 갈등

을 다루어 삶의 카타르시스, 환희, 고통, 비극, 희극 등

의 표 이 혼재되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계성에 해 이야기하 다. 특히, 주인공의 진

실한 젠더 정체성에 한 표 이 드러나면서부터 생성

되는 갈등 구조는 화 반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로 

표출되는데, 이때 주인공의 외 , 내  모습의 변화가 

다양한 패션 코드(이미지)로 표  되는 것이 흥미롭게 

찰된다. 이 화가 단편 인 시각에서 ‘퀴어 화

(queer cinema)’1[1]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젠더 

정체성의 표면  범주에 한 이야기에 집 하는 것보

다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체성과 존재론 인 측

면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유기  시각을 동시에 지각

하게 한다. 한, 주인공의 외  모습의 변화 과정은 갈

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스스로를 자유로운 주체로서 

가꾸어가는 것으로 묘사되며 규범의 해체와 충분히 유

동 인 정체성을 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 스 애니웨이>에서 묘사하는 정

체성의 탐구과정에 놓인 이미지를 주인공의 특색 있는 

패션 표 방식에서 살펴보고 그에 한 내  의미를 분

1 퀴어 화는 사 인 의미에서는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동

성애를 주제로 다룬 화’[네이버지식백과]를 지칭한다. <로 스 애

니웨이>는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화이기보다는 한 개인의 정체성

을 찾아가는 을 다루고 있다. 감독 자비에 돌란는 <로 스 애니

웨이>에 한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이 화는 동성애를 다루고자 

구성되지 않았으며 단지 일반 인 사랑(love)과 진정성(authenticity) 

그리고 두 사람의 계(relationship)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 바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flavorwire.com, www.out.com]. 때문에 <로

스 애니웨이>를 퀴어 화라고만 단하는 것은 화를 분석함에 

있어 미흡한 해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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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화계에서 새로운 심을 

받고 있는 은 배우이자 화감독인 자비에 돌란의 작

품을 다룸으로써  다른 각도에서 찰하는 정체성에 

한 시각과 사고의 재구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이론  고찰로써 젠더 정체성을 정의하기 

해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분석으로 <로 스 애

니웨이> DVD를 찰하고 화의 서사에 따라 주인공

의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시각 으로 드러나는 로 스

의 외모에 을 맞추어 장면을 설정하고 패션 이미지

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내  의미를 앞서 진행

된 이론  고찰에서의 젠더 정체성을 보는 시각을 입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화 장면 설정의 객 성을 

해 화이론 공자 1인과 함께 장면 설정을 진행하 다. 

연구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정체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둘째, <로 스 애니웨이>에 표 되는 젠더 정체성의 

패션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패션 이미지로 표 된 젠더 정체성은 어떤 의

미를 내포하는가?

Ⅱ. 이론적 고찰

1. 영화의 서사
두 사람의 화로만 시작하는 화의 도입부는 주인

공 로 스의 목소리로 그가 원하는 사람에 해 이야기 

한다. 로 스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소외감의 가치와 

권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

들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어지는 첫 장면은 

오후 햇살을 가득히 담은 창문에 하늘거리는 커튼이 달

려 있는 매혹 이고 회화 인 느낌의 임으로 이어

지며 화의 체 인 분이기를 담아낸다. 화는 당황

스러움, 낯섦, 불편함, 모호함 등의 감정을 보이는 타인

들의 시선을 통해 군가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연결되

며 그 상이 구인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시간은 1989년 9월을 그리며 개된다. 주인공 로

스 알리아(Laurence Alia)는 캐나다 몬트리올(Montréal)에

서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소설가로서 사회 으로 안정

된 직업과 인정받는 자리에 치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

이다. 열정 인 애인 드(Fred)와 동거 이며 그들

은 어느 연인들보다도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계

이다. 로 스와 드의 자유롭고 열정 인 사랑의 방

식은 보라색의 벽, 노랑, 빨강, 그린 등의 강렬한 휴

(hue)와 색의 비로 가득한 장면으로 표 되어진다. 

1989년 로 스는 35번째의 생일을 맞이하고 연인 

드에게 그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여자로서의 정체성

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계는 갈등과 분노 그리고 사랑

의  다른 이름인 집착과 연민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

히게 된다. 그러나 여자로서의 삶을 기다리던 로 스는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일 수 없기에 솔직한 삶을 시작하

고자하며 자신의 어머니에도 진실을 털어놓지만 받아

들여지지 못한다. 

로 스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드의 선택은, 혼란

스럽지만, 로 스가 여자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핑계로 그의 곁에 남게 된다. 로

스가 여자의 외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은 몇 번의 서툰 

시도 끝에 여성 슈트를 입고 약간의 메이크업과 왼쪽 

귀의 귀걸이 그리고 하이힐을 착용하고 학교로 출근하

면서 여성의 외형을 표 하게 되고 동시에 타인들로부

터 받게 되는 시선 한 즐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얼마 

후 학교라는 공동체는 로 스를 해고하게 되고 그 즈음 

연인 드는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로 스를 떠나 다

른 남자와의 평범한 가정을 꾸린다. 로 스 역시 새로

운 여자 친구와 생활을 하지만, 로 스와 드 사이

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형태는 둘의 계를 다시 이

어놓는다. 그들은 각자의 애인과 가정을 잃게 되지만 

그 둘 역시도 재결합하지 못한 채 다시 헤어지며 과거 

드가 로 스의 아이를 유산시킨 후 우울증이 시작

되고 모든 것이 더욱 엉켜버렸음이 드러난다. 로 스는 

스스로의 변화는 그 자신에게는 지극히 명 이고 진

취 인 선택이며 평범한 것임을 드에게 지속 으

로 달한다. 그러나 드는 로 스를 해 그녀 자

신을 변화 시킬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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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10년 후 1999년에 로 스가 작가로서 인터뷰

를 하는 장면을 교차시키며 좀 더 완벽하게 여장을 하

고 있는 로 스를 보여 다. 여 히 그를 불편하게 바

라보는 여성 칼럼리스트의 시선은 1999년이라는 시

에도 여 히 부동 이며 보수 인 시각들이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나 로 스와의 화 과정에서 여성 칼럼리

스트의 시선과 자세는 편안해지고 동시에 로 스 역시 

화의 개 부분에서 보 던 무언가 불안해하던 시선

과는 달리 당당해진 모습이 담겨진다. 로 스는 그의 

시도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했다기보다 이미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사를 던지며 

가장 자연스럽고 평범해진 자신을 남은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갈 것을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거꾸로 흘러 다시 1987년 로 스

와 드의 첫 만남을 보여주면서 로 스는 그때나 세

월이 흐른 후나 내 으로 여 히 로 스라는 묵시  메

시지를 남긴다.

2. 젠더 정체성을 보는 관점
화의 서사에서 나타나듯이 <로 스 애니웨이>는 

정체성, 특히 젠더 정체성에 한 혼란과 새로운 시각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에서는 3장에서 로 스의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정체성의 정의를 살피고 이

에 한 젠더 정체성의 이론  을 고찰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정체성(identity)는 인간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재인식하게 되는 주제이

다. 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임으로 

자신의 존재에 해 질문하고 답하는 심문  주체, 성

찰  주체를 제로 하고 있다[2]. 한, 정체성은 욕망

의 사리사욕으로 뒷받침되는 경제 환경과 경쟁할 만큼 

정치  분석에서 비평 인 범주로 치하기도 한다[3]. 

때문에 인간 정체성에 한 질문은 심리학자, 철학가, 

정신분석학자, 페미니스트 등에 의해 논의되면서 지속

으로 논쟁의 심에 있다. 

정신분석용어사 [4]에 따르면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비교  일 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

기에 한 경험이며 정체감은 주  경험으로서, 아동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학비평용어사 [5]은 정체성에 해 그것은 ‘개개인

의 혹은 그 개체(Entity)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심으

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한 유기 인 결합성을 이

루게 하는 원인’으로 정의하기도 하 다. 즉, 정체성은 

인간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요인들의 향

을 입으며 개인이 주체로서의 지각과정에서 형성되는 

존재성, 존재감, 그리고 타자와의 차이와 자아 성찰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성이기도 하다. 

정체성의 사  정의와 구별되는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은 ‘남성성 는 여성성의 기본 인 느

낌으로서, 자기 자신을 남성 는 여성으로 확실히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6]. 이때 생물학 인 성(sex)과 

일치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후

자의 경우 트 스젠더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성(性)이라고 해석되는 젠더의 다양성에 한 논의는 

후기구조주의 개념에서 더욱 다면  시각을 얻게 되는

데, 표 으로 푸코(Foucault)는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Histoire de la sexualité-Tome 1 La volonté de 

savoir)>[7]를 통해 성이라는 역이 고정된 범주이거

나 선천 인 자질이 아닌 17세기부터 성의 담론화 과정

에서 두된 권력과 지식 체계의 산물이며, 역사 으로 

그리고 사회 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유동 인 물

질로써 논의한 바 있다. 푸코의 이론에서 더 나아가 젠

더 정체성에 해 남성, 여성 는 그 어떤 범주화로의 

명확한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에서 

젠더의 역을 이론화 시킨 페미니스트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8]의 연구는 젠더의 개념을 새로

이 구축하 다. 

버틀러는 젠더의 해체  개념에 입각하여, 젠더의 수

행  정체성을 정의하 다. 수행성은 지배  법을 고정

된 것으로 보지 않고 반복되는 권력효과를 통해 보편  

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데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9]. 버틀러에게 기존의 젠더 담론은 이성애 인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화 인 허구로써 제도 담론의 인

이고 강제 인 결과로 인식된다. 거기에는 사회가 이

상화 하고 규범화한 제도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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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 자체가 명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동사로서의 역

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때문에 버틀러에게 젠더

는 행동을 반복 으로 연기하는 행 로써의 몸의 양식

화를 의미한다. 버틀러의 ‘반복  수행’의 개념으로 수

용되는 젠더는 이 때문에 본질이나 어떤 원형이 없는 

모방으로 간주된다[10]. 어떤 본질을 가지려 하지 않고 

무한한 변화를 통해 자율 인 움직임을 지향하며 젠더

의 구성 방식은 노마딕(nomadic)한 성향을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조 [11][12]은 버틀러의 텍스트를 크게 

‘패러디, 수행성, 반복 복종, 우울증’으로 악한 바 있

다. 그는 원본의 진정성을 모호하게 하는 모방 인 태

도, 주체에 한 새로운 연출을 행하는 행 , 반복 인 

복종으로 사회규범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행 , 그리

고 내재되어 있는 타자가 무의식 으로 자아의 일부로

서 받아들여지면서(합체incorporation)되면서 우울증의 

방식을 취하지만 이로 인해 정체성의 ‘구성  외부’가 

취해지는 행 로써 해석하면서 버틀러의 젠더 계보학

을 이해하 다. 

따라서 버틀러의 논의를 ‘수행  행 (모방, 행 의 

반복, 합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

(parody)의 개념은 어떤 형태의 원본을 ‘따라하기’의 방

식에서보다는 기원이 없는 모방의 형태로서 ‘그 양식에 

따라 형태를 갖추는, 원래의 정체성 자체가 원본 없는 

모방본[13]’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이때 의미의 재구성, 

재맥락화가 형성되고 부동성이 해체되며 내부와 외부

의 개념이 흔들리고 유동성의 개념을 가지고자 하는 것

이다. 둘째, 젠더의 행 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자기과시성, 과장, 실천  자세 그리고 복 인 반복 

등이 가능하며 때문에 행 의 주체자로서 정체성을 구

성한다는 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수행  기능성이 없

는 고정된 정체성이란 환 이며 의미 없는 구성물에 지

나지 않는다. 셋째, 버틀러에게 합체의 개념은 자아와 

상실한 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화를 나타내는 

상으로 자신의 내부로 상을 보유하며 상이 주체의 

젠더 에고가 되는 방식을 논의한다[14]. 버틀러는 이러

한 단계를 ‘우울증  젠더 구성’이라는 표 을 통해 상

실한 상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이를 주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합체의 수행성은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시에 상을 상실

하는 과정을 담아가기도 한다.

요컨 , 버틀러의 정체성이란 단일화 될 수 없고 오

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젠더 정체성은 가변

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버틀러의 ‘구성되는 젠더

[15]’의 개념은 수행  행 를 통해 불완 한 주체의 재

의미화를 추구하며 이것이 복 인 젠더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에 논의된 버틀러의 이론을 차용하여 <로 스 애

니웨이>에 표 된 주인공 로 스의 젠더 정체성의 변

화 과정을 ‘수행  행 ’의 에서 시각  외형을 분

석하고 이를 패션 이미지로 악할 것이다. 로 스의 

외모를 단하는 ‘패션 이미지’는 단순히 착장의 코디네

이션으로 보기보다 이미지를 통한 정체성을 살피는 것

에 을 맞출 수 있다. 즉,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meaning)와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방

법 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패션 자체가 이미지

로의 역할을 통해 사회 인 구성요인을 이루고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16]. 한, 

패션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화  색채감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색의 시각성을 넘어 

색의 표 이 가져오는 상징성, 정치성, 심리  효과 

는 이데올로기  측면을 화는 반 하게 되며 그에 따

라 화  해석 역시 새로운 시각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색채미학을 연구하는 김종국[17]에 따르

면 화 속 패션의 색채 스타일은 자기표 에 한 갈

망과 사회  기 에 부응하고 편입하기 한 장치로 고

려되거나 개성을 표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논의한

다. 그것은 실의 압박을 벗어내고 개인이 추구하는 

환 을 만들며 동시에 기존 체계에 한 항 는 거

부의 표 을 통해 변화에 반응하는 이데올로기  효과

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 이미지를 살

펴 에 있어서 화의 서사  흐름에 따른 색채의 변화 

한 패션 이미지로 지각하여 로 스의 변화하는 외모

를 분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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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렌스 애니웨이>에 표현된 로렌스의 패션 
이미지 

1. 로렌스의 젠더 정체성 변화에 따른 패션 이미지
본 장에서 살펴볼 장면 설정은 화의 서사에 따라 

선택하되 로 스의 단독샷이 들어간 15장면, 드와

의 투샷으로 잡힌 3장면, 그리고 로 스와의 비교에 필

요한 드의 단독샷 2장면을 추출하고 모방, 행 의 

반복, 그리고 합체의 으로 살펴보았다. 

주인공 로 스 알리아의 정체성의 변화는 화의 서

사  흐름과 함께 서서히 그리고 구체 인 표 으로 그

려진다. 그는 여성의 패션 스타일을 외 으로 착용하는 

의미 그 이상으로 스스로의 본 모습을 찾아 가고자 하

는 인간의 솔직하고도 범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1.1 모방
로 스는 지극히 이성애 인 스트 이트 맨(straight 

man)의 이미지로 화 도입부에 등장한다[그림 1]. 그

의 35년간의 남자로서의 삶에는 보편 인 가부장  외

형을 보여주는 ‘갈색’과 어두운 색들의 드 스코드가 존

재했다. 아주 짧은 헤어스타일에 갈색의 정장바지와 같

은 톤으로 패턴이 들어간 남성 캐주얼 셔츠의 착장이 

로 스가 평소 학교로 출근할 때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데, 이때 그의 외모는 화의 체에서 가장 보수 으

로 비추어 진다. 

로 스가 여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된 이

후 여자 친구 드의 도움으로 여장을 시도하게 되고 

과감하게 직장(학교)으로의 출근을 감행하면서 그의 여

장남자로서의 면모는 드러난다[그림 2]. 이때 그(녀)2의 

드 스 코드는 상당히 원색 인 감각을 드러내는데, 빨

강, 록, 노랑과 같이 강한 컬러의 조합으로 극명한 

비를 보인다. 빨간 립스틱, 왼쪽 귀에 착용한 귀걸이, 

록색 투피스, 노란색 블라우스와 하이힐, 아직은 매우 

짧은 헤어스타일 등 체 인 조화는 자연스럽다기보

다는 최 한 여자처럼 보이기 한 여장 흉내내보기의 

첫 단계를 모방의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하지

2 로 스가 여장을 통해 정체성의 이 성을 표 하는 부분부터 로 스

의 3인칭을 ‘그(녀)’라고 표 한다.

만 이러한 단계에서 로 스가 표 하는 여성의 모습은 

보편 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외형 조건을 따라 해보는 

단계이다. 

 

그림 1. 1989년 로렌스 그림 2. 첫여장 로렌스

그림 3. 빨강 패션의 로렌스

그림 4. 가발착용 로렌스 그림 5. 여성스러운 스웨터 
착용의 로렌스

그림 6. 성숙한 여성 로렌스 그림 7. 소녀스러운 로렌스

로 스의 패션 이미지에서 그(녀)의 여자로서의 삶에 

한 강렬한 욕구와 열정을 표출하는 컬러 ‘빨강’ 패션

의 차용은 소유하고자 하는 정체성에 한 욕망이고 열

망이기도하다. 붉은 재킷, 붉은 립스틱, 붉은 볼터치 메

이크업은 시각성이 강한 패션 이미지를 연출하고 여자

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녀)의 완고한 욕구가 상징

으로 나타난다[그림 3]. 여성 인 외모의 조건들을 하

나씩 더해가는 로 스는 화장을 하고 매니큐어를 정성

스럽게 칠하고 가발을 쓰는 것[그림 4] 외에도 여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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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그림 5][그림 6], 소

녀다움을 표 하기도 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녀)가 원

하는 외형에 가깝게 도처해가는 모습에 행복해한다. 로

스가 모방하고자 하는 어떤 여성상에 한 이념은 성

인 여성의 모습 뿐 만이 아닌 10  소녀의 순수 감정까

지도 포용하려 하며 이는 스텔 톤의 스웨터와 이스 

트리 이 있는 속옷의 착용으로 모방된다[그림 7]. 

로 스의 여성화, 여성상의 모방은 한편으로는 이성

애 인 사회규범안의 여성의 모습과도 비슷한 듯하다. 

여기서 로 스가 표 하는 것은 특정 여성의 외형이라

기보다는 여성성의 개념 는 념을 모방하고 있는 것

이자 여성 인 외형을 연출하고자 하는 인공 인 시각

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면, ‘오히려 모방 

사실을 인정하고 면화하는 여장남장이 자연스러운 

여성성을 가장하는 여성스러운 여성보다 여성성의 생

산과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 다[18]’는 논의가 여성모

방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로 스의 심리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1.2 행위의 반복  
행 의 반복 시각에서 살펴본 로 스의 여장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더욱 화려한 색채감과 풍성한 볼륨을 

담게 된다. 열정과 유혹의 상징인 빨강이 그(녀)의 패션 

코드에서 면 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정체성의 안

정기를 맞이하듯, 그(녀)가 거 한 자아라고 표 하던 

노랑을 수용한다. 황 빛에 가까운 재킷, 아이보리 실크 

핀 스트라이  셔츠, 노란색 꽃 모양의 귀걸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노랑 계열의 조명까지 로 스의 자아 

정체성은 그(녀)가 처음 여장을 시도한 시 보다도 더

욱 거 해 져 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그림 8]. 

그(녀)의 여장은 반복 인 수행을 통해 안정 인 외

모를 갖추어 간다. 여장의 완성도는 불안한 심리를 벗

어나 정체성의 정착화를 찰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은 패션 이미지의 반 인 톤이 색감의 강한 비에

서 톤온톤(tone on tone)의 조화를 보이는 것이다. 

드와의 재회 그리고 두 번째 이별 후 홀로 본인의 장소

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풍성한 보라색 트 치

코트와 같은 계열이지만 좀 더 붉은보라 빛을 담고 있

는 여성스러운 스카 와 연출되었다[그림 9]. 뒷모습에

서는 그(녀)의 남성 인 몸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풍성한 트 치코트는 바람에 날리며 유동 인 볼륨을 

취하고, 때문에 몸의 외형  실루엣은 더 이상 나타나

지 않는다. 보라색[19]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모호함, 경

계의 간에 치함,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고상함, 

고독, 외로움, 슬픔 등의 감정이 로 스의 심리를 변

하는 상징 인 요소로 작용한다. 

헤드스카 의 활용은 로 스에게 여성성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다시 등장한다[그림 10]. 짙은 색의 코트를 

착용하고 가지런히 빗은 헤어스타일은 그(녀)의 머리 

길이가 상당히 길어져 있음을 연상하게 한다. 머리 

로 곱게 맨 헤드스카 는 다채로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

으며 심지어 그(녀)의 메이크업과 색감의 조화를 이루

고 있다. 로 스의 체 인 코디네이션에서 화려함을 

부여해주는 아이템이자 로 스를 여성이라는 시각에서 

좀 더 바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찰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로 스는 한층 성숙한 여성의 외

모로 표 된다[그림 11][그림 11a]. 웨이 가 풍성한 머

릿결, 슬립 드 스의 착용, 빨간색 매니큐어, 여성스러

운 웃음의 행동은 화 반 로 스가 남성복을 입고 

흩트림 없는 경직된 자세로 서있던 장면과 조되는 모

습으로 그려진다. 

1999년, 로 스가 여성으로 살기 시작한지 10년이 지

난 시 , 칼럼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 로 스는 핑크색 

블라우스와 핑크와 연한 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투

피스 차림, 그리고 웨이 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핑크색 

매니큐어와 하이힐을 착용하여 완벽한 코디네이션을 

보여 다[그림 12].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애티튜트

(attitude)는 여성 칼럼리스트로 하여  오히려 부담스

러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당신은 아름답다”

라고 말하며 로 스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인정

하게 된다. 칼럼리스트의 찬사에 수 은 웃음을 띠는 

로 스는 그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해석되

고 그(녀)의 정체성이 여성으로서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행 의 반복을 통해 가변 으로 변하는 정체성은 로

스의 경우 진 으로 완성되어가는 여성 인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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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나타난다. 그(녀)의 반복 인 수행은 ‘표 ’을 

통해 젠더가 구성된다고 주장한 버틀러의 논의가 성립

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행 자로 인해 행 가 구성

되는 것이 아닌, 행 의 반복성으로 행 자가 결정되며 

이러한 반복성으로 조성된 새로운 구조, 새로운 인식이 

곧 인식의 복을 이룰 수 있다는 버틀러의 젠더 담론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1a. 그림 12.
반복적인 행위로 여성성을 더해가는 로렌스

1.3 합체
로 스의 여성화는 모방과 행 의 반복으로 시각

인 표 이 가시화 되었다. 그런데 로 스의 변화가 여

자 친구 드와 유사한 들이 발견되는 것이 찰된

다. 로 스는 분명 그 자신이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함을 지각하며 여성  외모를 가꾸기를 원했고, 여성성

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로 스는 드를 열렬히 

사랑했다.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는 서사  구도는 그들

의 사랑을 끊지 못하는 계로 묘사되고 서로에 한 

애증으로 살펴졌다. 

로 스가 여장을 하게 되는 도입부에는 화장실에서

의 화장하는 로 스를 응시하는 드가 그려진다[그

림 13]. 이 계의 복, 역할의 복을 나타내는 장면

은 생물학 으로도 여성인 드가 다리를 포개고 앉

아 곱게 화장하는 남자 친구를 바라보는 아이러니함과 

그 시선을 즐기는 로 스로 해석된다. 로 스는 여성으

로서 받고 싶은 타인의 시선에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과시를 내비치고 있다. 여기서 둘의 역할은 혼용되고 

있으며 젠더의 확실한 구분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 한다. 

로 스와 드가 이별 후 다시 만나 블랙섬으로 떠

나는 장면에서 둘의 외모는 더욱 유사하게 묘사된다. 

마치 자유로운 혼들을 표 하듯, 다채로운 옷들이 흩

날리는 배경을 뒤로 푸른 코트, 목에 두른 푸른 스카 , 

붉은 스웨터, 그리고 드 임의 선 라스를 착용한 

드와 보라색 트 치코트를 입고 목에는 붉은 보라

빛의 스카 를 두르고 검정 선 라스를 매치한 로 스

가 한 장면에서 그려질 때 둘의 유사성(similarity)은 서

로의 모습이 투 된 듯 그려진다[그림 14][그림 14a].

화의 후반부 로 스와 드가 다시 재회하는 장

면은 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그 둘의 무나도 

흡사한 외모는 로 스의 완벽한 여성화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로 스가 그간 여성으로서 자신을 표 하기 

한 추상  모델이 드 음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길고 웨이  진 머리, 같은 방향의 가리마, 비슷한 

보라톤의 트 치 코트의 착용은 둘의 젠더 정체성이 크

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만, 로 스의 보라톤은 

붉은 보라계열의 스카 와 다시 코디되었고, 드의 

코트가 좀 더 푸른 감색을 담은 보라계열로 구분된다. 

같은 보라계열이지만, 여성 인 느낌을 담은 붉은 계열

의 보라와 좀 더 엄 인 느낌을 주는 보라의 비가 

그들의 미묘한 감정을 상징한다[그림 15][그림 15a]. 

드는 자신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로 스에게서 

시선을 회피하지만 로 스는 오히려 드를 직시한

다. 합체된 이미지는 드에게는 상실감으로 로 스

에게는 진정한 변화이자 도약으로 묘사된다. 

화 체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으로 그려진 로 스

와 드의 첫 만남은 다시 1987년으로 돌아가 좀 더 

앳된 모습의 두 사람이 등장한다. 짧은 머리의 드

는 화 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 보라와 푸른 계열의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핑크톤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으

며 붉은 계열의 스웨터에 체크무늬 주름치마 그리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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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죽 부츠를 80년  펑크의 상징인 어깨 패드가 들

어간 검정 가죽 재킷과 함께 입고 있다. 로 스 역시 아

주 짧은 머리에 화이트 셔츠와 검정 바지를 검정 재킷

과 입고 드와 닮은 미소를 띠며 둘은 마주하게 된

다. 마지막 장면이 비추는 화의 반 은 이미 그 둘의 

외모와 성향이 닮아 있었다는 묵시  사실을 이야기한

다. 거기에는 젠더의 범주가 모호한 드와 로 스만 있

을 뿐이다[그림 16][그림 16a]. 로 스는 자신을 소개한다. 

“어 든 로 스야(It’s Laurence Anyways).”

 

그림 13. 서사 전반부의 프레드와 로렌스 

그림 14. 그림 14a.
재회한 프레드와 로렌스

그림 15. 프레드 그림 15a. 로렌스

그림 16. 1987년 프레드 그림 16a. 1987년 로렌스

2. 패션 이미지로 표현된 젠더 정체성 변화의 내적 
의미

2.1 타자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others)
젠더의 규범  범주는 없다는 것이 앞서 살펴본 버틀

러의 주장이다. 그녀의 논의는 젠더가 행 자의 반복

인 행 로 인해 만들어지는 구성되는 결과물이고 때문

에 젠더가 고정 이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정

체성이라는 에 항한다. 

화 <로 스 애니웨이>에서 묘사되는 로 스의 정

체성은 로 스의 남성성, 여성성 는 양성성을 범주화

하는 문제를 논제의 심에 두진 않는다. 그(녀)의 정체

되지 않으려는 정체성의 진실성, 인간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랑의 감정 그리고 인간 계에 있어서 엮어지는 

다양한 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모방 행 는 로 스에게 여성으로의 조건을 갖추어 

가는데 용기를 주었다. 가장 여성다운 여성으로 거듭나

기 해 ‘투피스’와 같은  여성 패션 코드를 차용하

고 화려한 컬러감으로 코디하거나 화장을 하면서 여성

들이 할 것 같은 는 여성의 모습이라 생각되는 것들

을 차용하고 반복 으로 행하여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 그(녀)에게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통해 여성화에 도달하고자 하는 반복 인 시도는 외모 

꾸미기를 넘어 새로운 주체의 내면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 으로 외모의 완성은 내면의 여성

성을 차 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모방하려는 상의 

원본성마 도 철회하는 의미를 가진다.   

로 스가 패션 이미지로서 정체성의 주체화 성립을 

시각화하는 과정은 여성성을 갖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

발했지만, 는 여자 친구 드를 통해 ‘닮고자 하는 

상’을 설정했더라도 로 스 내면으로 그 모든 이미지

의 흡수를 통해 타자의 내면화가 성립되고 있다. 패션

으로 표 되는 젠더 정체성은 내면화된 타자를 구성함

과 동시에 차이에 한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

며, 이성애 인 겉모습을 무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20]. 때문에 그것은 구성되거나 수행되는 젠더의 

가시화와 의식 인 표 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

정체성의 수행  행 에 나타나는 타자의 내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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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의 의미이기보다는 순

환 이고 재구성의 원리로서 타자와 자아의 이분법

인 경계를 허무는 것과 같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결정성, 불명료함, 모호함, 다의성, 양의성 등의 개념

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권 와 습

에 항 항, 기의 괴 그리고 새로운 이해로서 바

라볼 수 있다.

2.2 탈정체화(Dis-identification)
젠더의 재구성, 재의미화는 반복 인 행 를 통해 외

부 인 구성물을 획득함으로서 새롭게 ‘구성된 정체성

[21]’을 얻는다. 버틀러는 이에 해 정체성은 어떤 양

식 인 행 의 반복을 통해 젠더 효과를 생산하고 그것

이 젠더가 구성되는 개념에서의 본질의 외 이 될 수 

있으며 단지 표 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행 인 개념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했다. 

로 스의 변화는 그(녀)의 정체성에 한 는 자아 

주체성에 한 표 을 능동 으로 행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첫 여장 시도 이후 로 스의 수행  표

은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상실하는 개념으로 강제

인 이성애를 거부한다. 말하자면 균열, 자기-패러디, 자

기비 에 열려 있는 행 이다[22]. 로 스는 남성이라

는 범주를 부정하고 제거하고자 그(녀)가 나타낼 수 있

는 자연스러운 여성을 표 하기 해 때로는 가장 패셔

블한 자기 과시  꾸 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행 인 

에서 로 스의 행 는 자신의 치를 재배치하고

자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젠더 정체성은 

변화와 재의미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로 스의 다양한 패션 이미지는 그(녀)의 외  행

에 따라 변하는 감정과 심리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그

(녀) 내면의 주체성도 가변 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

을 가시화한다. 강한 빨강계열의 패션부터 보라계열 그

리고 스텔 톤의 핑크와 블루 투피스까지 감정의 변화 

속에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주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그(녀)가 찾고자 하는 정체성이 결코 한 장소

에 머무를 수 없으며 유랑 인 혼돈 는 여정을 거쳐 

다면 인 시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스의 

사처럼 그(녀)는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약’을 하는 것이다. 사회 인 분

리를 멈추고 진정한 변화를 해 스스로를 움직여 면

에 나서는 것이며 여기서 수행의 행 는 과정이자 결과

이며 외면이자 내면을 말해 다. 

한, 유동 인 주체성은 남성성과, 여성성과 같은 사

회의 이분법 인 역을 복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성

(sex)의 역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기보다 한 인간

의 취향과 성향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따라 표  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때 겉으로 재 되는 형태는 시뮬라

크르 상과 같이 외형, 이미지가 곧 사실, 실로서 받

아들여지는 것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표면이 주체를 

형성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무엇이 진정한 주체

인가에 해 끊임없이 반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세상에 보여지는 는 표 되어지는 이미지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

[23]. 요컨 , 로 스의 수행 인 패션 이미지는 그(녀)

의 생물학  정체성으로부터 탈정체화하는 과정으로 

서 젠더의 가시  불일치를 통해 여성성을 찾는 것에서 

확장하여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 이미지를 그리

고 있다. 이로써 젠더 정체성의 ‘차이와 다양성[24]’은 

수행 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며, 시공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버틀러의 논의가 로 스의 

패션 이미지로  다시 설명될 수 있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자비에 돌란의 3번째 작품 화 <로 스 

애니웨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 스를 심으로 그의 

패션 이미지를 통해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젠더 정체성의 주된 이론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

 젠더 정체성의 논의를 악하 다. 버틀러가 논하는 

젠더는 역별로 범주화 할 수 없고 이성애 인 구성을 

포함해 트 스젠더라 칭하는 범주까지도 젠더라는 큰 

역으로 포 시켜야 하며, 때문에 젠더는 유동 이고 

다면 인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모방을 통한 반복 인 

행 는 규범을 해체하고 구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

며 그것이 진실한 젠더로 해석될 수 있다. 버틀러의 이

러한 젠더 정체성의 수행성 이론(모방, 행 의 반복, 합

체)을 화 <로 스 애니웨이>의 주인공 로 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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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켜 그(녀)의 패션 이미지와 그에 한 내  의미를 

살펴보았다. 

로 스의 패션 이미지는 여성 투피스, 스카 , 매니큐

어, 굵고 긴 웨이 진 헤어스타일, 빨간색, 보라색, 노란

색, 그리고 스텔 톤으로 조화를 이루며 여성의 다채

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유동 인 감성의 변화를 표 한

다. 이러한 로 스의 외모는 여장 는 크로스-드 싱

(cross-dressing)의 개념을 벗어나 타인을 내면화 하고 

그것을  다시 외면화 시키며 스스로의 탈정체화를 실

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외형  표 이 의미

를 재구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로 재 되는 과정에

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의 내재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

기도 하다. 젠더 정체성의 가변성은 도  형태이자 

동시에 자연스러운 행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젠더 정체성은 수행하는 주체자로 인해 구 되고 그곳

에는 정체된 주체자 한 존재할 수 없음을 로 스를 

통해 해석되는 것이다. 

로 스의 젠더 정체성을 밝 나가고 시각화 시키는 

과정은 포스트모던한 사회가 정의하는 다면  해석, 실

천 , 신  행 의 근간으로 볼 수 있으며 진정성을 

찾기 한 도발  자세이기도 하다. 진실한 자아 구

을 해 유동 인 소통을 시도하고 외면이나 배제가 아

닌 자연스러운 섞임의 형태로서 좀 더 보통 인간의 존

재로 보는 시각을 갖고자 한다. 젠더 정체성은  사

회의 문화  시각에서 보다 더욱 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로 스의 이미지는  사회가 안고 있

는 소통의 부재를 꼬집고 이를 개선하기 해 다양한 

체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론 인 측면을 면

에 놓아두는 선택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사

랑’이라는 키워드를 잃지 않으며 삶의 공존과 공유를 

통해 모두의 존재성에 한 정 인 시선을 실 하고

자 한다. <로 스 애니웨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인 젠더 정체성에 한 행 자로서의 주체의 모습을 화

려한 색채감과 세련된 상미로 담아냈다. 그 안에 표

된 많은 감정과 시선을 통해 젠더의 역 해체를 사

실상 시도 하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의 열린 시각과 포

스트모더니티한 사고를 가시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스 애니웨이>의 주인공 로 스

를 심으로 젠더 정체성을 다루었다. 그러나 로 스 

이외의 다양한 인물들의 정체성에 한 표  역시 상당

히 흥미롭게 비춰진다. 보다 확장된 젠더 정체성에 

한 시각을 논하기 해 이를 바탕으로 로 스와 연결된 

주변 인물들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면 좀 더 폭넓은 

젠더 정체성에 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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