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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inquired inner contemplation of the tattoo expressed in 
the modern costumes. For this study, related documentaries and pictures or photo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theretical background for the history of tattoo, the relation between 
tattoo and the modern western costumes. The primary source of pictures or photos are Vogue, 
Collections, Collezioni, Harper's Bazaar, Modain, Mode et Mode etc.

The human's needs of body decoration had constantly pursued on the body and costumes from 
the first until lately. Especially in the recents, as the tattoo is implicated a dynamic and charm
ing method of all kinds of body decoration, it's 나sed a motive of modern western costumes.

The original tattoo means a picture, word etc. that was put permanently onto their skin using 
a needle and coloring matter. But, these days tattoo is an expression of street style for some
thing new in the subculture.

The results were as a follows:
The inner meaning of tattoo represented in the modern costumes wa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First, the tattooing was a very important factor to complete fashion design through the his

tory of modern costumes, and also the elaborate tattoo of the body was displayed unrestricted 
formativeness as the skinhead's tattoo, raceless's ambiguity of street style and artistic decor
ation, because that can be fade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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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attoo Look was expressed as tattoo prints of the see-through, elastic textiles in the 
modern costumes. That is, the tattoo enhanced the effect of dramatic atmosphere other forma
tive arts as well as the modern costumes by Tattoo Look. Similarity, Tattoo Look could be 
interpreted as the change of the aesthetic consciousness by the influence of the subculture.

Accordingly, in the end of a this century, many experimental designers had applied tattoo to 
modern costumes. So this study will stand as an important clue to foresee the future costume's 
style and change.

I.서 론

첨단과학이 낳은 획일화 사회에서 나타난 개개 

인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1 
세기를 직전에 두고 있는 최근의 패션에 있어서 

도 그 경향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분명하게 

제시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그리 

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단정지 어 예 

견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패션 스타일들은 고정 

관념을 깨는 것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즉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불필요한 계절 

감각,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의 코디네이션, 의미 

가 분명치 않은 디테일이나 과거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의 응용 둥이 세기말의 현실과 이 

상 사이의 괴리감올 패션에 반영하고자 하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구조적이고 비조직적이며 고정된 틀 

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상 속에서 최근 현대 복식 

에서 주목할만한 것이 문신에 대한 관점 변화와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장식의 형태 

중 가장 동적이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문신이 복식의 한 역할까지 담당하기 

에 이르렀다.

신체장식에서 출발한 문신은 현대에서는 단순 

한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만이 아닌 섬유를 걸치 

지 않고도 인체에 무한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의 의복으로 보는 시각들의 표현으로 세기말에 

새롭고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신체 

장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다양한 출구를 통하 

여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함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류가 복식을 착용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연 

구해 온 학자들은 인간의 자기도취증(自己陶醉 

症), 즉 자신의 신체를 되도록 아름답고 매력있 

게 장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 

는 욕망을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동기로 보고 있 

다U 그 이유로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 중 의복이 

없는 종족은 있어도 신체장식이 없는 종족은 없 

었으며 인류는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장식해 왔던 것이 

다.

따라서 신체장식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공 

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보다는 신체를 보다 중요 

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신체상에 채색을 이용한 문신을 통 

해 의상 자체를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복식에서 문신은 패션 작품의 종속적인 

요소로써 만이 아닌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패션 

작품의 역할로써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전위적인 

예술 방법의 하나인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錦)이 자리 잡으면서 문신은 더욱 보편화 되었으 

며 장식의 형태라기 보다는 복식의 중요한 부분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계 국제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문신 

은 각광받는 미래산업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가 되 었으며 문신산업으로써 그 당당한 위 치 

를 확보하였고 그 문신의 형태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표현이 다양해지고 그 의미도 그에 맞춰 다 

양한 내용을 함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신의 동기나 표현 방법 둥의

1)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8, p.20.

2) 바디페인팅 : 물감이나 안료, 진흙 둥으로 뭄에 직접 묘사하는 것으로 가장 원시적이면서 보편적인 장식방법 
의 하나이다. I960년대 후반 히피(Hippy) 운동의 하나로서 무엇보다도 현대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이너나 화 
가들이 표현의 실험적 방법으로서 시도하고 있다.

3)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화장술의 역사, 199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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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의미를 통하여 세기말적 분위기의 시대상황 

을 재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서양복식중 

1990년대의 세기말 복식에 표현된 문신에 비중을- 

두어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동 • 서양의 문 

헌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로써 이 

들 자료를 바탕으로 세기말에 문신이 가지는 현 

대적 의미를 복식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현대 복식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신이 다가올 미래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함에 그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

H. 문신의 역사

1. 문신의 개념 및 기원

문신이란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가하여 먹 

물이나 여러가지 색소의 물감을 침투시켜 글씨나 

그림 그리고 무늬 등을 새기는 것으로써 그 침투 

시킨 색소의 색깔이 피부에 영원히 남는 것을 말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입묵（入墨）, 자문（剌文）이 

라고도 하였으며 때때로 반혼형성'（cicartrication） 
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相）.

문신이라는 용어는 제임스 쿡（James Cook）이 

1769년 타히티（Tahiti）의 탐험일기에 기록한 이 

후 영국과 여타 유럽어 사용권 지역으로 전파되 

었다.6） 즉 이말의 어원은 폴리네시아 군도의 타 

히티 의 • 안어 중，tatau'에서 유래된 것으로 '치다' 

라는 뜻으로 아랍어의 'daqq，와 유사한 의미를 가 

진다.7）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하며, 말라케스 섬에서 'ta'라고 

불리는 도구는 톱니모양을 한 인간의 뼈로 만든 

것이었는데, 날카롭고 예만한 선을 만들고 그 파 

낸 사이에 채색을 하기 위하여 문신가들은 다양 

한 크기 의 뾰족한 도구를 사용했다.

4） 배대균, 한국인의 문신, 배신경정신과 의원, 1990, P.5.

5） 브리 타니카 대백과사전, p.120.

6） 배대균, op. cit., p.5.

7） 임숙자, 신체변형, 경춘사, 1988. P.83.

8） 동아 원색대 백과사전, p. 600.

9） 배대균, op. cit., p.56.

10） 전완길, 韓國化粧文化社, 열화당, 1994. p.22.

복식문화연구

이러한 문신의 역사를 보면 BC 4000년 혹은 

BC 2000년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미이라에서 

문신이 발견되었으며 세투 1세（재위 BC 1317〜 
BC 1301）의 무덤에서 나온 인형에도 문신이 나 

타나 있다고 전해진다8）.
로마인들은 죄수와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겼으 

며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유럽에서는 문신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문신이 사라지는 듯한 때도 있었 

으나 동부 유럽에서는 여전히 성행했으며 중동 

지역과 그 밖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 

서 행해져 왔다. 오레이시어（그리스의 마케도니 

아 동북부의 옛 이름）,. 그리스, 고올（gaul： 프랑 

스의 주민）, 옛 게르만족, 옛 영국사람들도 문신 

을 했다는 고전작가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 

고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은 습관적으로 얼굴이나 

몸 둥에 문신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중국에서 BC 1205녠경 주공단（周公旦） 

의 두 아들인 태백（太佰）과 우중（虞中）이 형만 

（荊蟻）으로 피신하여 살 때 그 곳 풍속에 따라 머 

리를 깎고 문신을 하고서 살았다고 하였는데, 이 

들의 문신은 전신에 회색칠을 하는 것이었다. 우 

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도 도둑의 

이마에 '盜（도）'를 '자자（剌字尸한 예가 흔하여 연 

산군 시절에는 도망한 공 • 사（公私）노비를, 체포 

하여 남자는 왼쪽 뺨에 '도노（逃奴）'를，여자는 오 

른쪽 뺨에 '도비 （逃婢）'를 자자하도록 하였다.©

유럽인들은 지리상의 발견을 계속하며 아메리 

카 인디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을 접촉하게 되면 

서 문신을 알게 되었으며 문신을 한 인디언들과 

폴리네시아인들, 그 후 해외에서 문신을 한 유럽 

인들은 18, 9세기에 유럽과 미국의 전시회, 박람 

회, 서커스 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폴리네시아인들과 일본인들로부터 자극을 받 

아 문신을 해주는 곳이 전세계의 항구 도시마다 

생겨났고 이곳에서는 문신전문가들이 유럽과 미 

국의 선원들에게 여러 모양의 문신을 그려주었 

다. 1891년 전기문신 기,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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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얻었다 1D. 그리하여 미국은 특별히 문신 

도안을 널리 보급해 이 방면에서 영향력이 큰 나 

라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문신 형태들이 별다른 

특징없이 전세계적으로 소재가 비숫해지면서 20 
세기 초기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유형들이 점차 

사라졌다.

동아일보 기사以＞에는 1991년 알프스 빙하속의 

석기시대인에게서 문신의 흔적이 확인된 문신의 

역사는 BC 3300년으로 거스러 올라간다고 서술 

하고 있다.

2. 문신의 동기 및 방법

1) 문신의 동기

신체장식설의 주창자인 StarF"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장식이란 옷이나 보석일 수 

도 있고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어떤 방 

법으로든 몸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표현을 하 

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조규화面 역시 의복의 기원을 신체장식으로 보 

는 견해에서는 현대 열대지방의 미개인들에게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문신이나 얼굴, 가슴 둥에 점 

토나 안료를 가지고 여러 문양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이러한 장식설로 설명된다고 서술하고 있 

다.

신체장식은 기후, 자원, 기술 둥에 따라 채색이 

나 문신과 같이 몸에 직접 장식하는 방법, 장신구 

로 장식하는 방법, 의복으로 장식하는 방법 둥 다 

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의복을 착용하 

기 이전 시대의 원시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 

려는 욕망에서 채색이나 문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몸을 장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신체상의 다양 

한 장식 동기와 방법을 구하였다.

신체상의 장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시인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몸에 색칠을 하는 

방법 (body painting), 문신(tattooing), 피부에 

상처를 내는 방법(cicartrication), 신체의 일부 

를 파손시키거나 형체를 바꾸는 방법(defor
mation, multilation) 둥이 있었다.”)

이렇게 문신은 대체로 습관적 행위, 장식, 색정 

적 표현, 성인이 되는 의식, 용기시험 결혼의 표 

시, 전시효과, 예술적 가치, 종교적 상징물, 계급, 

신분 및 지위의 표시, 특정종족이나 집단구성원 

의 상징적 표시 둥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方工＞

원시인이나 현대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문신 

은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신체 

장식의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신체 장식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상태의 신체를 보다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형태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형태를 보존함 

으로서 만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복식의 형태 

도 인체의 자연적인 선을 강제로 왜곡시키는 것 

은 점차 사라지고 자연의 선을 따른 방향으로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20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신 행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이라고 고찰된다. 특히 많은 학자들의 신체장식 

설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신은 신체장식의 

형태 중에서 가장 동적이며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복식문화사를 통하여 의미있 

는 상징성을 가지고 행해져 왔다.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성년 

식(成年式)을 행할 때이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 

에 불과했던 인간이 사회학적인 존재, 즉 씨족이 

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에 해당 

하며 할례(割禮), 발치(拔齒), 천이(穿耳) 둥의 

신체변형과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신은 주술종교적(呪術宗敎的)인 의례

11) 브리타니카 대백과사전, p.120.

12) 동아일보 6/23, 1999

13)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8, p.49.

14)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8, P.77.

15)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P.33.

16) 동아일보, 6 /23, 1999.

17) 배대균, op. cit., p.5.

18) 이은영, op. cit., p.21.

19) 임숙자, op. cit.,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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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 미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20 21 22 23）. .

20） 동아 원색대백과사전, P.120.

21） 브리타니카 대백과 사전, p.120.

22） 전완길, op. cit., p. 22

23） 이규태, 눈물의 한국학, 기린원, 1998, p.155.

피부색깔이 검은 민족과 중국인들에게는 드물 

지만 그 외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문신행 

위가 보편화되어 왔으며 사람들은 문신 도안이 

그들을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마술 

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는 사람들의 지위, 

신분,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문신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 문신을 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보편 

적인 것은 아마도 장식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 

다2D.
사모아 제도의 남성은 문신을 하지 않으면 남 

성으로서 인정 받지 못하였다. 할례（割禮）를 끝 

내고 16세 정도가 되면 허리에서 무릎까지, 정강 

이, 하복부, 궁둥이 둥에 작은 갈퀴 모양의 도구 

로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상처를 내고 거기에 염 

료를 자입하였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를 뿐 아니 

라 폐혈증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 문신이 완성되 

면 소년은 청 년집 단에 들어가도록 허용되 었고 여 

성은 사춘기가 되면 미혼여성의 집단에 들어가고 

이 때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보다 간단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색소를 자 

입하는 문신이 성행하고 있다. 인도의 나가족은 

성숙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했으 

며, 10세나 11세가 되면 먼저 발에 문신을 했고 

이듬해에 턱, 가슴, 어깨에 문신을 했다. 즉 나무 

조각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식물의 가 

시로 만든 도구로 두들기고 검정 염료를 넣었다. 

시술은 마을 부근의 숲속에서 노파가 하였으며 

이 때 남성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인도의 콘트족 

도 결혼전의 여성이 문신을 했으며 염료로는 유 

연（油煙）, 숯, 향료가루를 피마자 기름에 갠 것을 

불에 태워서 나온 검은 재를 썼다.

한편 문신은 범죄자의 낙인（烙印）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자와 노예에게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유형자（流刑者）에게 문 

신을 강제로 시켜 낙인으로 사용하였고 영국 해 

군에서는 1869년까지 도망법과 나쁜 성격의 소유 

자에게 미국에서도 죄인들에게 나치의 캠프에서 

는 유태인에 대한 표시로써 사용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19세기 말에는 영국의 상류사회에서도 문신이 

잠시나마 유행했으며, 20세기에는 노상강도나 오 

토바이 갱들이 문신을 해 그들 자신의 신분을 나 

타내기도 했다. 지금은 유럽 • 미국식과 일본식의 

문신과 특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 

었다.

문신으로 인해 피부암과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렵혀진 문신 장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다는 이유로 1961년 뉴욕 시 당국은 문신을 강력 

히 규제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때문에 문신을 하는 풍습은 없었으나 군인 

이나 선원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는 일이 있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을 하는 동기 중의 하나 

로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수단으로 문신을 한 예 

도 있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전염병이 유 

행할 때 이미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평안북 

도에서는 임산부가 난산할 경우 발바닥에 '天 

（천）'자를 입묵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갓난 

아기의 첫 나들이 때 이와 콧등에 반드시 솥밑 검 

댕이를 발랐다끄）.

또한 상민들의 계층에서는 사랑을 약속한 남녀 

끼리 문신을 하는 습속도 있었으며 젊은이들끼리 

혹은 형제결의의 약속으로 변치 말자는 표시로 

팔에다 문신을 했다醐.

따라서 문신의 동기를 종족의 표시, 신분상징, 

의식, 예술적 장식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었다.

2） 문신의 방법

（1） 반흔문신（凝痕文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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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는 것에 

는 모발 염색, 화장 둥의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들 방법은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둥장한 것이 피부 

에 구멍을 내어 염색하는 문신이 등장하였다. 그 

러나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흰색의 것이 없었으 

므로 피부가 검은 종족에게는 문신은 별로 좋은 

장식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검은 피부의 

종족은 피부에 영원한 상처를 내는 방법을 택하 

였다/.

따라서 반흔문신은 주로 피부색이 짙은 인종들 

이 하였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성행하였는데 반 

투계 （係）의 여 러 종족이나 나일강 상류지 역 에서 

는 흉터가 융기된 부조（浮彫）모양의 멋진 무늬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누바족의 여성은 가슴, 둥,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었는데 누 

바족은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벤 다음 숯, 재, 

모래 둥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 

었다.

이 문신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는데 중앙부에서는 부싯돌이나 날카 

로운 유리조각으로 피부를 베고 재나 독수리, 매 

의 솜털로 문지르며 북부에서는 벌겋게 탄 막대 

나 숯으로 피부를 지져 상처를 내었으며 지지는 

방법은 인도네시아의 차모르섬이나 북미의 세미 

노르족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반흔문신은 태즈메이니아섬, 피지섬, 뉴 

칼레도니아섬 등 멜라네시아, 남아메리카, 말레 

이반도 일부에서도 성행하고 있으며 솔로몬 제도 

에서는 박쥐의 발톱을 사용하여 남녀 모두에게 

반혼을 내었다. 안다만 제도에서는 남녀 모두 어 

릴때부터 시작하여 일정기간 두고 되풀이해서 반 

흔을 내는데 차돌이나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써서 

팥, 둥, 가슴, 배, 다리에 반혼을 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반혼문신이 성행하고 있 

는데 이 집 트와 알제 리 등 북아프리 카와 남아메 리 

카의 일부에서 볼 수 있다.

（2）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문신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문신은 피부색이 엷 * * 

24） 강혜원, op. cit., p.34.

25） 동아 원색대 백과사전, p.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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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고 있 

는데 그 중에서 마키저스 제도는 문신으로 유명 

하여 얼굴, 가슴, 배, 손, 다리 외에도 입술, 눈꺼 

풀, 잇몸에 문신을 한다. 무늬는 주로 폭이 넓은 

직선적인 것이며 여성의 입술에는 석쇠모양의 문 

신을 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현재는 사라 

졌으나 옛날에는 지위가 높은 남자는 얼굴 전체 

에 직선, 곡선, 소용돌이 무늬의 복잡하고 멋진 

문신을 했었다对.

이 렇게 색소를 침착시 키는 문신에 쓰이는 도구 

가 옛날의 경우에는 바닷새의 날개뼈, 상어뼈, 

돌, 단단한 나무 둥으로 만든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른 작은 끌처럼 생긴 것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피부에 상처를 냈다. 후에는 작은 치아 모양의 뾰 

족한 것으로 바꾸었으며 이것을 기름이나 개의 

지방으로 갠 숯, 수지를 태워 가루로 만든 것을 

발라 피부에 자입하였다.

문신을 시술하는 동안은 엄격한 금기가 있었는 

데 다른 사람과 말하는 일, 접촉하는 일이 금기되 

었다.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 

아 마오리족의 추장은 문신을 하는 동안 통모양 

의 도구로 음식을 섭취하였다.

멜라네시아에서도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문신 이 성 행 하였는데 일 반적 으로 폴리 네 시 아의 

문신이 직선적인 무늬가 많은데 비해 멜라네시아 

에는 곡선적이고 비대칭적인 무늬가 많았으며 뉴 

기니에서도 많은 부족이 이러한 문신을 하였다. 

피지제도에서도 옛날에는 문신을 했으며 시술하 

는 동안은 격리되었고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하였 

다.

애드미럴티 제도의 경우 남성은 가슴과 어깨에 

반흔 문신을 했지만 여성은 눈언저리에 둥글게 

그리고 안면 전체에 나아가 신체의 전면 상부에 

사선이 교차된 무늬의 문신을 했으며 뉴칼레도니 

아 섬에서도 특히 여성이 얼굴, 팔, 가슴에 청색 

과 검정색의 문신을 했다. 미얀마의 샴족이나 미 

얀마인 사이에서도 문신이 성행하고 있는데 문신 

용구를 사용하여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 기하학 

적인 무늬, 소용돌이 무늬를 넣었다.

북아시아에서는 니브히, 코리야크, 추크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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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얼굴이나 팔에 문신을 하며, 일본의 아이누 

족도 성숙한 여인의 표시로 문신을 했다. 일본의 

훗가이도 지방 아이누족의 경우 7〜8세에서 14- 
15세가 되면 입언저리에 11〜12세에서 15〜16사 

사이에 팔이나 손 등에 문신을 했으며 염료로는 

자작나무 껍질을 태워서 냄비밑에 붙은 그을음을 

사용하였다. 노파가 소녀의 피부에 그을음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나면 면도날이나 작은 칼로 피 

부를 밴 다음 그을음을 발랐다. 일본의 남서쪽 여 

러 섬에서도 여성만이 팔이나 손 둥에 문신을 했 

다. 일본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문신기술이 이용 

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특수한 사람에 한정 되 

었다.

미국에서는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관례적으로 

몸이나 얼굴에 문신을 했다. 보편적인 방법은 바 

늘로 찔러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의 

몇몇 부족들은 긁힌 상처안에 물감을 새겨넣는 

방법을 사용했고 북극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부 

족들과 대부분의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동부 시 

베리아의 몇몇 민족은 색소를 묻힌 실을 바늘에 

꿰고 이것을 피부속으로 찔러 당겨서 모양을 새 

겼다.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작은 같퀴 모양의 도구에 보통 숯검 

댕이를 사용한 색소를 묻혀서 피부를 가볍게 톡 

톡 찔러 색소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 

법을 사용했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신 유형 인 모코는 조그만 뼈로 만든 바늘로 피 

부를 찔러 여러가지 복잡한 곡선형의 도안을 그 

리고 색소를 홈에 넣어 얼굴에 문신을 하는 방법 

이었다.

일본에서는 나무손잡이가 달린 바늘을 이용해 

대단히 정교하고 다채로운 문신을 그리며 대부분 

의 경우 신체의 많은 부분을 문신으로 수를 놓는 

다. 미얀마에서는 문신을 할 때 폔 모양의 놋쇠로 

된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도구는 위쪽 끝 부분에 

가늘고 길게 찢어진 흠이 있었으며 추가 달려있 

었다. 때때로 칼로 상처를 내어 색소를 그 상처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법 이 사용되 었으며 주로 

튀니지, 일본의 아이누족, 나이지리아의 이보족, 

멕시코의 촌장 인디언들이 이 방법을 이용했다. 

애리조나 주의 피마 인디언들과 말레이시아의 세 

노이족 사이에서는 가시 또는 바늘과 유사한 도 

구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침착시켜서 

문신을 그렸다.

m. 현대 복식과 문신

1.신체에 직접 표현한 문신

20세기 말의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문신을 재 

해석하고 그것을 복식에 웅용함으로써 패션 작품 

에 현대적인 문신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문신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신의 종류 

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 

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문신을 새기기 위해서 신 

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한 번 새긴 문 

신을 다시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문신이었지만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감쪽같이 지울 수 

가 있다는 인식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 기 말적 인 분위기 속에서 스트리트 스 

타일(street style)26 27 28〉의 한 영 역에서 나타난 문신 

은 즉흥적 감성 표현을 위한 일회용 문신이나 화 

장 그리고 의복에 프린트되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ZQ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 

들은 문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 

와 심미적인 요소로 인해 그것을 패션 작품의 모 

티브로 사용하고 있다.

26) 스트리트 스마일 :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적 특성을 뛰어넘어 하위문화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이 복식을 

통해 나타난 스타일
27) 동아일보 6/11, 1999.

28) VOGUE(korea) 1998, 12, pp.74-5.

특히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정관념들이 

흔재된 문화현상의 모호성이 전세계적으로 하위 

문화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 

(性)에 있어서 젠더리스(genderless), 연령에 있 

어서 에이지리스(ageless), 민족에 있어서 레이 

스리스(raceless)라는 모호성으로 세기말적 현상 

으로 드러나고 있다찍

〈그림 1-1>,〈그림 1-2〉는 전세계적으로 흔재되 

어 나타나는 세기말적 흐름속에서 런던과 파리에 

서 모습을 드러낸 문신으로 고정화된 인종의 경 

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레이스리스는 패션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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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너〉 런던의 raceless의 모습 

(VOGUE(Korea), 1998, 12)

〈그림 1-2> 파리의 raceless의 모습

(VOGUE(Korea), 1998, 12)

이슈가 되었다. 런던을 비롯한 유럽에서 급속히 

시작된 레이스리스는 나체에 뉴질랜드 원주민들 

의 문신을 하고 중국 청조의 변발을 연상시키는 

머리를 하였으며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블루 

진을 입고 있다. 또 그 문신이 피부가 아닌 프린 

트가 되어 셔츠 위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현대 복식에서도 이러한 모호성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부어놓은 국 

적 불명의 미래적인 이미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스리스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부각되 

면서 그 중 대표적인 현상으로써 문신이 성행하 

게 되었다.

이렇게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패션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는 문신은 현대 복식에서 아방가르드 

한 스트리트 스타일의 한 양식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량배나 범죄자들 사이에 

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편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어둡고 은밀한 상 

징이었던 문신이 신선한 패션 트랜드로 부상되면 

서 과거의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이제 

는 진부한 것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신이 지닌 극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그것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드라마틱하 

게 승화시켜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문신으로 새겨지는 소재로는 동 • 서 

양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주로 독수리, 용, 뱀 악 

어, 해골 따위의 전율을 느끼게 한 무섭고 징그러 

운 것들을 많이 새겼지만 1996년 7월 한국 경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자신의 개성표현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신의 소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 기사에는 '신세대의 튀는 방법으로 스티커 

식 문신도 인기가 대단하다. 장미, 새, 용, 만화주 

인공 얼굴 둥 다채로운 모양에 따라 크기도 손톱 

만한 것에서 부터 15cm 길이까지 가지가지이다. 

4~6일 후면 자연스럽게 지워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옷차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湖.

1997년 뉴욕타임 즈(The New York Times) 에 

실린 기사를 보면 뉴욕의 소호(SoHo) 거리에서 *

29) 한국경제신문 7 /2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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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보여지는 상상력과 활력있는 색채의 문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阻

〈그림 2-2〉역시 1997년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실린 것으로 발에 전통적인 인도풍의 문신을 새 

긴 것인데 이러한 문신은 1개월여 동안의 장식효 

과를 부여하고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었다. 역시 

문신의 문양은 에스닉한 이미지의 추구라든지 장 

식의 미를 최대로 살린 이미지를 새기는 것으로 

현대 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그림 3-1>〈그림 3-2〉는 현재에도 오로지 예술 

적인 표현으로써 몸에 문신을 새기는 종족의 모 

습인데, 지구상의 섬 중에서 대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마르케사스섬의 원주민에게서 보이 

는 예술적인 문신으로 그곳의 원주민에게서 피부 

색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전체가 문신으로 

입혀져 있다고 한다30 31 32〉.

30) 미니멀리즘(Minimalism) : 표현의 억제를 지향하고 절제된 형태표현으로 모든 사물을 '마이크로화”하는 예 

술의 극소화 양상을 띤 예술 동향이다.
31) 뉴욕타임즈 6 /8 1997.

32) VOGUE(Korea) 1998, 7, pp. 205-208.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는 문신이 의복을 대 

체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문신을 통해 장식적

〈그림 2너〉뉴욕 SoHo 거리에서 문신

(New York Times, 1997. 6. 8.)

볼 수 있었던 것은로 여인의 등에는 아주 정교한 

문신이 새겨져 그녀의 드레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림 2-1) 그 기사에는 미니멀리즘(Mini
malism)30) 의 위력에 사로잡힌 패션 혁신자들에

〈그림 2-2> 뉴욕 SoHo 거리에서 문신 

(New York Times, 1997, 6.)
〈그림 3-1 > 마르케사스 원주민의 문신 

(VOGUE(Korea),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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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예술적 의미로 장식한 마르케사스 

원주민의 문신 

(VOGUE(Korea), 1998, 6)

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문신이 패션으로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몇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섹스어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의 적 격 함과 영 구성 이 아닌 일회 

성으로의 웅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자유로 

운 개성표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닌다는 것에 

있다. 특히 문신은 일단 시술을 하게되면 영구적 

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선풍적인 인기를 가진 

패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스트리트 패션으로써 그 이미지가 두드 

러졌던〈그림 4〉는 스킨헤드(skin head)33〉의 팔 

에 새겨진 문신이다. 스킨헤드는 과격한 패션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의 스타일은 짧게 깎은 머리에 

닥터 마틴 부츠, 체크무늬셔츠, 블루종 스타일의 

재킷을 착용하였고 여자들은 대개 남성과 같은 

스타일로 몽키부츠, 스트라이프 버튼 다운 셔츠, 

서스펜더에 헐렁한 가디간을 입었다. 헤어스타일 

은 앞과 뒷부분은 짧게 커트하였으며 귀앞의 머

33)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 Hudson, 1994. pp. 69-71.

〈그림 4> 1980년대초 스킨헤드의 문신 

(Street Style, p. 70.)

〈그•림 5〉Veronique Leroy 
(Donna Collezioni, No. 59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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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빼서 늘여뜨리고 화장은 엷게 눈썹은 가늘 

게 짙은 아이새도우를 칠했으며 이들온 문신을 

주로 사용하였다. .

Veronique Leroy의 패션 작품（그림 5）은 모델 

얼굴의 문신과 함께 조형적 이미지를 더욱더 부 

각시켜 주고 있다. 패션 작품에 있어서 문신은 단

〈그림 6> Anna Sui (Harper's Bazaar (Ko
rea), 1997. 4) 

순한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로써만 존재하는 이 

아니라 인체에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의복으로써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친근하게 다가 

와 있다.

〈그림 6〉은 Anna Sui의 작품을 기타리스트 

Dave Navurro가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팔에 

직접 새겨진 문신은 패션 작품의 중요한 일부로 

써 디자이너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문신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패션이 

라는 인식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문신 매니아의 

시대 개막과 함께 대중에게 일반화되는 추세로 

성행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작품（그림 7）의 경우 

모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재킷과 함께 완성된 

하나의 패션 작품임을 느끼게 한다.

Konishi의 작품 （그림 8）에서도 문신 이미지의 

셔츠와 모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조화되어 작 

품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Levy의 작품 

（그림 9）에서의 팔에 새겨진 문신 또한 모두 조 

형적인 의미의 감성 표현으로써 디자이너의 내면

〈그림 7> Alexander McQueen (Collections,
'95S/S)

〈그림 8> Yoshiyoki Konishi (Collections
(New York, Tokyo, Seoul), '95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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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Jose Levy (Uomo Collezioni 94-5
S/S)

세계가 좀 더 육감적이고 힘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10〉의 작품에서도 모델의 얼굴 문신 역 

시 의상의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이 부 

여됨으로써 신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새겨 

지는 과거의 영구적인 문신으로써의 인식이 아닌 

세기말적인 유행현상에 나타난 패션으로써의 현 

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이자벨 톨레도의 의상작품전에서 

선보인 문신이다. 즉 그녀가 의상을 제작하고 남 

편인 루빈 롤레도가 모델의 얼굴에 문신을 새김 

으로써 패션 작품으로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 

다.

이렇게 문신은 부정적인 의미로써 독립적인 요 

소로 취급되었던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20 
세기의 스트리트패션의 하나로써 현대 복식에서 

비중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스트리트 스타일로써 팔에 새겨진 문신 작품 

(그림 12)을 통해서도 문신의 개념을 패션 작품 

의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제시 

해 주고 있다.

〈그림 10> Opera Baifal (Uomo Collezioni 
94-5 S /S)

〈그림 11> 이자벨 툴레도, 루벤롤레도, 

(VOGUE(Korea),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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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ed Palhemus (Style Surfing, p.
121)

〈그림 13> Nick Coleman (Harper's Bazaar 
(Italy), 1991)

〈그림 13〉의 Nick Coleman의 작품에서는 피

〈그림 14> 박병규, 조성아 (VOGUE(Kor- 
ea), 1998, 6)

부색이 검은 민족에게서 보이는 문신 의상과 조 

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4〉는 1998년 6월 박병규 패션쇼에서 선 

보인 작품들이다. 박병규의 의상과 조성아의 문 

신이 어울어진 이 패션 작품을 통해서 이국적이 

고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표현되었다. 즉 문신은 

이제 신선하고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는 예술로써 

승화되어 우리 생활에 밀접 하게 다가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문신은 획일화된 최첨단 

산업사회에서 비작위적이고 자아도취적인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신은 자유롭게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소리없는 몸짓으로 나타나기 시 

작하여 스트리트 스타일의 한 양식으로써 그리고 

패션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요소로써 그 의미 

가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Tattoo Look
현대 서양복식에서 문신의 다양한 응용은 오로 

지 몸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닌 소재 위에서 문양 

화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신 

을 문양으로 응용함으로써 신축성이 뛰어난 옷감 

위에 그려넣어 착장했을 때 직접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도하는 패션 작품으로써 

Tattoo Look이 라고 할 수 있다.

Tattoo Look은 티셔츠나 씨쓰루(see-throu
gh) 의상에 프린트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4 35〉.

34) VOGUE(Korea) 1998. 6. p.13.

35) 라사라, 복식사전,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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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Jean Paul Gaultier (Modain No.
99 96S/S)

〈그림 17> John Galliano (Donna Collezioni, 
No. 61 '98 S /S)

〈그림 16> Jean Paul Gaultier (Donna Coll- 
ezioni, No. 49 98 S /S)

〈그림 18> Romeo Gigli (Collections(Paris 
London), 95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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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Jean Paul Gaultier의 96년도 작 

품이며〈그림 16〉은 98년도 패션 작품으로 그는 

작품을 통해서 문신을 피부에 직접 새긴 것이 아 

니 라 소재 에 문신'모양을 프린팅 해서 꼭 문신이 

몸에 행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며, 문신이 

신체에 직접 새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였 

다.

즉 인도풍의 분위기를 매혹적으로 자아내게 하 

는 Tattoo Look을 통하여 아방가르드의 극적인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섹스어필에 대한 적극 

적인 표현 수단으로써의 문신 이미지가 십분 웅 

용된 패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John Gallianoij 작품 (그림 17)에서 보여지는 

문신 문양의 프린팅에서도 미적 감각이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표현된 Tattoo look으로 마치 나비 

문신이 모델의 둥에 새겨진 것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Romeo Gigli의 작품 (그림 18) 역시 지극히 관 

능적이고 원시적인 조형미를 보이는 Tattoo Lo-

〈그림 1fl> Valentino Garavani (MODE et 
MODE( B 本)，No. 281, 93 S /S)

〈그림 20> Angela marie Stephens (Harp
er's Bazaar(Korea), 1997. 4)

ok이다. 이들 패션 작품 처럼 20세기 복식문화 후 

반부를 지배하고 있는 하위문화속에서 Tattoo 
Look은 자신의 이념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새로운 패션 경향으로 지향 

되고 있다.

Garavani의 작품〈그림 19〉도 역시 Tattoo 
Sok이다. 과거 원시인들이 문신이야말로 하늘 

이 준 영원한 의복이라고 믿어왔던 의식은 이제 

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대인의 즉흥 

적이고 과격하리만치 파괴적인 자아표현을 극대 

화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문신은 의복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그림 20〉은 1996년 'True' 잡지에 실렸던 패션 

사진으로 의상은 Angela Marie Stephens 의 작 

품인데 사진으로써 제시된 Tattoo Look은 시각 

적인 이미지 전달에 강한 호소력을 유도하고 있 

다찌

이처럼 자기충족 욕구와 독특한 개성 표현의

36) Harper's Bazaar (Korea) 1997. 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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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법으로 응용된 Tattoo look은 최근 

세계 도처에서 쉽게 전할 수가 있으며 스트리트 

패션으로서 대중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위적인 예술 방법의 하나로써 국적불명의 

요소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세기말적인 현대 복식 

의 분위기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고찰된다.

인간의 신체장식에 대한 끊임없는 본능적인 욕 

구는 첨단 기 계문명 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서는 순수하고 꾸밈 이 없었던 과거의 문신으로의 

관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단지 장식 수단만이 아 

닌 복식으로의 흥미가 전이된 것은 아닐까?

즉 문신 도안이 사람의 질병이나 재앙으로 부 

터의 보호를 위한 마술적 효과나 지위, 신분, 소 

속 등의 표시에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지만 문명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신은 무엇보다도 장식에 대 

한 강한 욕구로 부터 표현되어 현대 복식 문화에 

서는 완벽한 조형미 추구를 위한 패션 작품과 다 

른 조형예술에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신 행위가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형태 

로 간주되었던 인식이 이제는 세계의 모든 문화 

권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유행하게 

된 것은 문신이 &•순한 장식이나 표현의 도구가 

아닌 예술의 한 분야인 동시에 패션의 한 영역으 

로 일부 계층이나 소외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 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 의 대상으 

로 이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생각된 

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문신은 단순히 의복의 조 

형성을 뒷받침해 주는 보조적 역할만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문신 그 자체만으로 패션을 창출해 낼 

수 있을 만큼 조형적 요소로 둥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복이라는 매개체가 몸에 걸쳐지 

지 않아도 문신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의복으로써 

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문신을 모티브 

로 한 Tattoo Look도 마찬가지로 하위문화에서 

끊임 없이 등장하여 기 발한 개성표현을 하는 자기 

표현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복식 이외에도 사진이나 무용, 음악 둥의 

예술영역에서도 그 분야의 시각적 이미지를 높이 

기 위해 문신 이미지가 많이 웅용되는 것을 볼 

때, 새 천년을 직전에 두고 있는 패션리더들에게 

있어서 문신은 그들을 흥분시키는 조형적 매력과 

67

의미로 현대 복식에 그 표현 영역이 확대되어 영 

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IV. 결 론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세기말의 분위기는 현대 복식에 있어서도 

새롭고 신비한 그리고 환성적인 것들에 대한 기 

대를 한충 고조시킴과 동시에 미래 복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하위문화속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표출로써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는 문 

신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부각되 

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장 

식 욕구는 부분적으로 복식착용 동기를 유발하게 

하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출구를 통해서 

기발하게까지 표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장식의 형태 중 가 

장 동적이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 

변화를 가져오면서 복식 의 한 역 할까지 담당하게 

된 문신에 대해서 복식에서의 의미를 파악 • 고찰 

하고자 하였다.

현대 복식에 표현된 문신은 크게 신체에 직접 

표현한 이미와 Tattoo Lqok이라는 두 가지의 조 

형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신체에 직접 표현한 문신은 스트리트 스타일의 

한 양식으로 스킨헤드의 문신이나 레이스리스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표현뿐 아니라 한 패션 작품 

의 완성도를 높이 기 위 한 요소로 응용되 었다. 또 

한 아직도 문명의 물결이 미치지 않은 원주민들 

에게서는 예술적 감각추구를 위해 순수한 장식 

문신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신은 인체어i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 

유의 의복으로서 역할을 가짐과 함께 의상의 조 

형성을 매력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 

로써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 복식에서의 Tattoo Look은 과거 문신 행 

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소재의 문신 

문양과 소재의 특성을 십분 응용하여 마치 피부 

에 직접 새긴 문신과 같은 효과로 작품의 극적인 

분위기를 표출해 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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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예술 분야에서도 그 시각적인 효과와 호소 

력있는 분위기로 인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문화에서 나타난 Tattoo Look은 

현대인의 자아표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 

미를 두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신이 현대 복식에 있어서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첫째,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 

면 과거에는 문신을 새기기 위한 신체적 고통과 

지울 수 없다는 영구적이었던 점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인식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회적인 문신이나 스티커 문 

신 둥 자유롭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둘째, 조형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는 다른 도 

덕관념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현대인에게 있어 

서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감각, 그리고 감정까지 

접목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복식에 표현되고 있는 문신은 그 기능과 역할이 

과거의 의미는 많이 축소되었던 그것에 내재된 

조형성이 새로운 이미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문신이 지닌 극적인 매력으로 인해 특히 하위 

문하의 요소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내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문신은 현대 복식을 

통해서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또는 신비스러 

움과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각광받는 미래산 

업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즉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도 복식에 있어서는 

과거의 것들은 여전히 새로운 것들과 더불어 튼 

튼하게 공존하면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어 표현되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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