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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향적 미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sure of identity as a paradigm of new fashion to intro
duce the concept of Simulacres by J. Baudrillard, For converting to new aesthetic value. To do 
this, we started observing the general concept of Simulacres, and examined Cyberpunk within 
thinking of Simulacres and Cyberpunk fashion at virtual space, and then divided aesthetic con
sciousness appeared at Cyberpunk fashion centering on the concept of Simulacres into inwards 
sense and outwards sense.

Cyberpunk is understood to be one of tendency in the cyber cultures controlled by computer 
and electronic technology. It is not yet defined clearly and therefore ambiguous and stil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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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borated. However, the form started changing our sense sinking into overall cultures in the 
World, including even movie, literature, music and fashion, and giving complex, deep cultural 
and artistic possibilities. Also, as a subculture, Cyberpunk is building its own cultural territory 
in cyber space and is experiencing more real Simulacres than that of it in the ordinary life.

I.서 론

사이버 영역에서 살아갈 20세기 후반, 그리고 

2000년대까지 이어질 역사적 상황에서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양식에 새로운 삶의 중심 축이 되었 

다. 이에 따라 컴퓨터문화, 사이버문화라는 새로 

운 시대환경은 정보사회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으 

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위문화와 가상현실에 의한 

새로운 미적 가치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 /가상, 본질 /현상, 이성 /감성 , 텍스트/ 

이미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 

를 지배하는 전통적 인 관점 의 플라톤주의가 흐르 

는 가운데, 이미지는 현실을 가리키는 가상에 불 

과했다D. 그러나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포스트모 

던시대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가겹치면서 , 

이미지는 세계를 보는 방식의 차원이 되고, 현실 

을 가리키는 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현실이 되는 시뮬라크르(simulacres) 개념이 대 

두되 었다.

이러한 미적 가치전환은 사이버환경에 의해 전 

자적 감수성을 지닌 사이버펑크를 하나의 사회문 

화로 정립시켰으며, 이것은 패션의 또 다른 담론 

중의 하나로서 현대패션에 충격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세기말 하위문화이고 21세기의 주 

류문화로 자리잡게될 사이버펑크패션을 장 보드 

리야르(J.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상 

정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온라인 통신망을 기 

반으로 성 립하는 사이버문화가 현대 패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의한 패션의 정체성과 사이버환경이 만들 

어낸 새로운 패션의 미의식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뮬라크르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고, 시뮬라크르의 사유 안에서의 사이버펑 

크와 가상공간에서의 사이펑크패션을 고찰한 후,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이버펑크패션 

의 미의식을 외향적 미의식과 내향적 미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 문화 관련문헌과 인터넷 검 

색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사진자료를 통한 2 
차적 자료로는 Collections, Collezioni, ELLE, 
Streetstyle, Fashion News등을 선정하였고, 사 

이버패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http:〃www. 
cyberthings.com, http: //www.overmode.com, 
뉴욕타임지의 사이버타임에 실린 사진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口. 이론적 배경

1. 시뮬라크의 일반적 개념

1)개 념

포스트모던사회는 사물이 기호로 대체되며 현 

실의 모사나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들이 현실을 

지배하고 대체하는 사회이며, 어떤 곳에도 현실 

과 접촉하지 않는 기표들 혹은 재현물들이 끝없 

이 순환하는 시대이다. 시뮬라크르는 오리지널이 

없는 동일한 복제물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 

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 

칭한다^. 장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시뮬라크르 

를 자연주의 자들의 시뮬라크르들, 생산주의자들 

의 시뮬라크르들, 시뮬라시옹의 시뮬라크르들

1) 심광현, 탈 근대문화정 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1998, P. 317.
2)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하기 라는 동사이다.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원래 가짜라는 의미이자만 보드리 

야르는 근대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태환, 시뮬라시옹, 민음사, p.9. 김홍중은 시뮬레이션 
(simulation)올 모조로, 시뮬라크르를 모조물로 거짓, 가장, 재현 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다.

3) 하태환, 앞의 책,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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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한다. 현시대의 개념인 시뮬라시옹의 시 

뮬라크르의 개념을 보면 시뮬라크르란 모사도 모 

방도 아니다. 기원도 현실성도 없는 실재를 모델 

에 의해 상정하는 것이다. 즉, 어떤 근원적인 존 

재가 있고 다른 사물들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사물 사이에 복잡한 동일성과 

차이의 놀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데, 인간의 형상 

이란 없다. 모든 인간이 조금씩 같고 또 다를 뿐 

이다. 우리는 이를 현대 예술의 예에서 볼 수 있 

다. 앤디워홀(Andy Warhol)의 "캠벨(Campb
ell)”은 특정한 통조림 깡통을 모방한 여러 깡통 

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조금씩 같고 또 다른 

깡통들일 뿐이다. 푸코(Foucault, michel)는 르 

네 마그리트(Rene Magritte)를 주석하면서 “유 

사성 (ressemblance) ”과 “상사성 (similitute) ”을 

구분한다. 유사성 이 어떤 원본을 전제하고 한 사 

물의 가치를 그 원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통 

해 규정하는 개념이라면 상사성은 원본의 전제 

없이 모든 사물들을 상대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수사학의 은유와 환 

유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뮬라크르는 흉내낼 대상이 없는 이미 

지이며, 이 원본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 

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 

게 되므로 오히려•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5), 즉 파생실재(hyperreality)를 만들어낸다. 이 

영역에서는 기존의 모든 경계와 구분들이 허물어 

지고 내파된다. 그리하여 참과 거짓 둥 이분법적 

대립과 차이가 소멸되고, 지시대상과 재현적 상 

상세계는 시물라시옹 속에서 사라진다. 이와 같 

이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들로 이루어져 있는 

포스트모던상황을 모사(simulation), 내파(im
plosion), 파생실재 (hyperreality) 로 설명하는 

데, 모사는 기표와 기의가 유리되어 현존(現存) 

과 부재(不在)가 동일시되는 것으로, 폐물화나 

파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랄한 사라짐의 

양식이다6). 내파(內破)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 동등하지 않은 것이 폭발적으로 동일한 평면 

안으로 함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계급, 성 

별, 정치적 차이,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영역들이 

서로 내파하고 경계와 차이가 지워지는 것을 말 

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내파를 그 동안 철 

학이나 사회이론의 흐름에서 내재해온 외관/실 

재, 재현/대상물, 사유/사물 등과 같은 이항대 

립 의 내 파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생실재"는 조작된 사물과 경험 

의 비실재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사가 실재보다 

오히려 더 실재 같은 영역을 말한다叫 따라서 여 

기서는 외양과 실재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보 

드리야르가 말하는 이 같은 실재의 파생실재 속 

으로의 함몰은 최근에 등장한 사이버펑크의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 기호학적 가치체계

기호가 지배하는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의 미 

학에서는 존재-작품-진리라는 전통미학의 세가지 

축에서 현실로서의 존재 대신에 허구로서의 표상 

(기호), 절대정신에 의한 진리와 아름다움의 현 

현(顯現) 대신에 아름다움과 참됨을 좌우하는 푸 

코적 의미에서의 권력, 그리고 아우라(Aura)가 

내재하는 예술작품 대신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미학으로 전환되었다令.

장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와 실재 사이에 맺 

어지는 관계들의 여러 차원이나 질서를 모사물의 

질서(order of simulacra)로 보았다. 이 설명을 

위해 그는 모델과 가치법칙의 변화단계를 기호학 

적 측면으로 다루고, 계열성, 전복성, 코드화, 은 

유를 기 호학적 특징 으로 내세 운다.

그의 기호학적 분석법은 소쉬르(F. D. Saus- 
sure)의 기호학적 접근법1。)을 토대로 하며, 유행 

과 패션(system de la mode, 1981)에서도 밝힌 

실재와 비 실재의 문제에 대한 바르트(Roland 
Barthes)의 생각을 최대한 발전시킨다. 즉, 존재 

하는 무엇인가를 숨기는 기호(dissimulation)로

4)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p.59-60.
5) 하태환, 앞의 책, P.9.
6) 장 보드리야르, 배영달 편저, 보드리야르의 문화읽기, 백의. 1998, P.15.
7) Kellner, D, 미디어문화, 새물결, 1997, p.528.
8) 이정 호, 포스트모던 문화읽 기, 서 울대 학교 출판부, 1996, p.168.
9) 강태완,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미학, 한국사회와 언론, 1997, Vol. 8,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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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 

호(simulation)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 

호의 전개과정을 지속적으로 맥락화 하였다叫 

현존(現存) /부재 (不在), 실체 /모방이라는 기표 

(signifier)와 기의 (signified)의 일대일 관계는 

기의에 의해 확정되었으나a, 포스터모던에서는 

각기 다른 기표와의 차이 (difference) 에 의하여 

기표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재현된 지시대 

상은 기표의 공간을 침 입함으로써 기표와 지시대 

상이 탈 분화 흑은 통합된다.

보드리야르技는 이것을 현존/부재의 표기에서 

현존=부재의 상태가 된 것으로 '순모조 (pure 
simulacrum)' 라고 부른다. 순모조는 진위판단 

의 기준을 파괴하여 진실과 거짓, 실재와 가공 

(허구)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며, 현실성 

을 우회하여 기호 스스로의 복제 재생산 능력을 

준다.

2. 시뮬라크르의 사유 안에서의 사이버펑크

시뮬라크르를 사유한다는 것은 곧 플라톤이래 

전통철학을 떠받쳐온 “재현 (representation) ”의 

사유 또는 그 변 형태인 근대 이래의 "표상(表 

象)”의 사유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시간과 운동을 점차로 긍정하고 나아가 적극 

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현대 형 이상학의 연장선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시뮬라크르의 사유面 안 

에서 사이버펑크를 고찰하였다.

1) 하위문화로서의 사이버펑크

세기말적 문화 현상인 사이버펑크cyberpunk) 
는 기존의 사회와 제도, 가치관에 도전하며, 가상 

현실과 인공장기 둥 흔성모방과 이미지가 지배하 

는 세계를 그리는 포스트모던의 한 흐름으로서 초 

국적 기업 헤게모니가 만들어내는 세계, 새로운 형 

태의 경제적 중심-주변관계, 세계적인 비트문화, 

정체성의 하위문화 등에 관심을 갖는다叫

사이버펑크라는 용어is는 의미 발생적 측면에 

서 보면, 사이버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적 의미1” 
와 함께, 펑크라는 불량배, 비행청소년이란 사전 

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60년대 히피 

의 반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이것은 히피의 전통에서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 내 좌 

파역사에서 볼 때 '60년대 히피와 차별성을 갖는 

다. 즉, 히피, 펑크 및 이전의 대항적 하위문화가 

반기술적 경향을 보였던 반면, 사이버펑크 문화 

는 기술을 포용해서 개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叫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이 야기하는 인 

간정체성의 상실, 인간소외문제, 기계문명과의 

갈등, 기계화 된 인간관계 둥을 극복하는 방법으 

로 사용한다. 티모시 리어리(T. Leary)20，는 사이 

버펑크를 히피를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하위문화

10) 보드리야르는 소쉬르의 기호학적 삼항관계 즉, 기표, 기의, 지시대상의 구분을 원용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기표는 소리, 단어, 이미지 둥이며, 기의는 보통개념이나 의미로서 사유의 내용을, 지시대상은 그 기표와 기 

의 모두 즉 기호 자체가 가리키는 실제 세계에서의 대상물을 뜻한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의 지시대상의 우위 

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의 근본가정을 수정한다.

11) J. Baudrillard, Simulation, New York, Semiotext, 1983, p.12.
12) 이정호, 앞의 책, p.23.
13) J. Baudrillard, The Mirror of Production, Mark Poster, st, Louis, Telos, 1975, p.170.
14) 이정우, 앞의 책, p.55-57.
15) 훙성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6, P.231.
16) 사이버 펑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 아이작 이시모드 SF잡지의 편집자인 Gardner Dozoiz가 최초로 사용 

한 것으로 bruce Bethke의 단편 "Cyber Punk”에서 이 용어를 따온 것이라고 한다.

17) T. Lear, Chaos and Cyber Culture, Berkeley：Ronin publishing, 1994, p.62.
히피의 영원한 정신적 지도자였던 티모시리어리는 사이버의 연원을 '조타수(pilot)를 뚯하는 二리스어 

'Kubernetes'에서 찾았다. 이는 라틴어 'guberneteS로 옮겨져, '키잡이(steersman)', 통제자(governor)' 등 

의 개념으로 변환되었다고 설명하며, 여기서 '사이버펑크'는 스스로 결정 내리는 '조타수'의 원래 그리스어적 

인 의미를 돌려줄 수 있는 21세기 대항문화를 상징한다.

18) 이광석, 사이 버 문화정 치, 문화과학사, 1998, p.59.
19) Kellner, D., 앞의 책, p.536.
20) 티모시 리어리는 미국 대항문화의 우상적 존재였는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으나 수업시간에 LSD 

를 흡입하여 의식의 확장실험을 하다가 해직되었다. 그 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쫓겨다니던 그는 

197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된 뒤 3년간 징역을 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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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희의 주요 가치 

체계에 대한 하위문화로서 외적으로는 불확실하 

지만 지배 문화에 대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상징체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하위문화는 그 시대의 매스미디어 기술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년대와 ‘70년대 

의 고전적 하위문화를 보면 록큰롤의 전자세계양 

식, 사회풍조, 약물 복용이 결합한 곳에서 모즈족 

(Mods)에서 펑크(punk)족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모즈족들은 영국의 '50년대 준엄성의 토 

양에서 자라난 세대로 다수의 화이트칼라 직장인 

들에 편입된 첫 번째 젊은 세대였고, 젊은 나이에 

많은 수입을 올렸던 세대였다. 따라서 이들은 옷 

과 음악, 모터사이클과 주말해변여행에 돈을 썼 

으며, TV를 보고.록큰롤을 들으며 자라난 집단 

이었다.

'70년대 후반의 펑크운동은 모즈족들에 의해 

시작된 청년 하위문화가 만신창이가 된 곳에서 

시작되었다. 펑크는 화이트칼라 사람들의 지루함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따분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펑크는 매스미디어가 약 

속하는 풍요로운 삶의 영향아래 자라났으며, 이 

모든 것에 싫증을 느낀 70년대 후반의 젊은이들 

이 만들어낸 하위문화였다. 그들은 그 시대의 미 

디어 기술, 음악, 패션, 라디오, 비디오를 취해 헌 

신짝처럼 내던졌다. 사이버펑크는 이러한 부정적 

인 하위문화적 양식의 토양에서 자라났다. 그러 

나 사이버펑크는 기술과 문화에 대한 하드에지 

(hard-age) 아방가르드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성의 구조와 권위 

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획득하고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a).
사이버펑크의 매스미디어인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는 모즈족들의 팝 TV나 펑 

크족들의 해적 라디오 방송에 대한 대안이다. 모 

드에서 펑크에 이르는 하위문화가 새로운 음악과 

패션 양식의 시험대였던 것처럼 네트워크로 연결 

된 사이버공간의 세계, 멀티미디어의 상호 작용, 

가상현실의 새로운 감지 등은 사이버펑크족들의 

실험 대상이 된다劫.

이러한 사이버펑크는 복합문화, 조각보문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없는 하나의 이종문화로 

흔합된 하위문화의 특징을 보이면서卸 二丄 이전의 

모든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하위문화와 

같이 포스트모던 생활의 특별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하위문화에서 주류문화로 형성되어 가 

고 있다.

2) 사이버공간과 사이버펑크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은 사이버펑크의 

본질에 가장 접근해 있는 미래형 테크놀로지로서 

사이버펑크를 논할 때 떼놓을 수 없는 요소이 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의미구조에서 사이버펑크 

족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와 

그들의 지 향점 이 갖는 한계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용어 자체만의 의미에서 볼 때, 사이버공간은 컴 

퓨터와 인간의 뇌가 접속되어 형성된 가상공간을 

뜻하는 것으로對＞, 컴퓨터산업, 군부, NASA공상 

과학, 예술, 그리고 대항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 이 다.

사이버공간은 가상 현실에 의해 사람이 의사 

(擬似)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을 말하 

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오감에 의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비록 가상적이긴 하나 현실로 

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이 

제공하는 가상현실의 리얼리티는 실제와 똑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시뮬라크르의 양상을 보여준 

다.

Telsa25〉는 어떤 것이라도 전자충격으로 코드화 

되어질 수 있고 전자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한 관념에서 그는 현재의 경향이 디 

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고 예시하면서, 형태를 이 

루는 기호, 변형되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내는 

기호를 지닌 사회적 공간에서 사이버공간과 파생 

실재와 같은 변하지 않는 기호로 바뀌는 공간으 

로의 포스트모던을 예견했다.

21) Kellner, D., 앞의 책,

22) http: “www.digitalo.com/vim/menu.wr
23) Steve Jones, hyperpunk:cyberpunk and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popular culture
24) http: /Zwww.  /cyber tek10pht.com/oblivion
25) Steve Jones,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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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사이 버 공간은 어 덜 크로커 (Arthur Kr- 
oker)와 디이비드，쿡(Davidcook)이 설명한 “포 

스트모던의 장" 이며 프레드릭 윌리암스 (Fre
deric Williams) 의 파생실재인 "전자공간” 그리 

고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대규모 

시뮬레이션의 공간이 된다.

처음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윌리암 

깁슨(William Gibson)의 뉴로맨서(Newromen- 
cer) 세계에서 본 개념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하이 

테크적 상상력의 부산물이며 인간내부의 정신/ 

신경계와 외부 /네트워크가 만나고, 융합되는 '영 

역'이라는 점에서 뉴웨이브의 내우주(內宇宙)涮 

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깁슨은 인종의 의 

사(擬似)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발 

명한 것이 아니라 장르 내부에 이미 존재했던 원 

(原)개념들을 사이버펑크의 방법론을 써서 통합 

하였다이는 사이버공간이 사이버펑크의 본질 

에 가장 접근해 있는 테크놀로지로서 상정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사이버펑크족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인간 

간의 새로운 교류방식으로 인식하였다.

사이버공간은 모든 의식과 데이터베이스의 정 

착, 상호 연결된 모든 형태의 정보회로, 즉 인간 

적인 혹은 비인간적인 모든 요소의 교차로 빚어 

진 세계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이 사이버펑크족 

들에게 흥미로움을 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 

유 때문이다.

첫째, 사이버공간을 통해 대도시 과밀지구 생 

활의 위험성을 처리하지 않고도 교외거주자의 지 

루함을 덜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즉, 하위문화로 

서 히피나 펑크가 교외생활에서 벗어나 전원풍 

환상이나 도시적 환상을 누릴 공상 속의 공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이버공간은 

전원생활이 교외생활보다 훨씬 더 따분하고, 도 

시에 사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깨닫 

고 있는 백 인 중산층 교외 거주자들이 꿈꾸는 최 

종 목적지가 된다.

둘째, 하위문화는 집착할 집단의 이미지가 없이 

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은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사상을 생성하는 방식이 된다.

그것은 뉴욕의 나이트클럽이나 런던 거리 같은 

실재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인 것 이다28〉.

시뮬라크르의 사유 안에서의 사이버펑크의 분 

석은〈표 1〉과 같다.

3.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펑크패션

인간의 의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시뮬라크르 

한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은 컴퓨터통신과 가상 

현실의 기술체계를 보여준다. 컴퓨터 통신은 기 

계를 매개로 하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반 

면, 가상현실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룬다. 가 

상이라는 단어에서 중세의 논리학자 스커투스 

(Scotus, Michael 1308)는 형식적으로 통일된 

현실과 우리의 혼란스러운 다양한 경험간의 차이 

를 연결시키는데 사용하며, 우리 기존환경과 인 

공적 환경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이 라 

는 단어를 사용하였다찌

이에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은 사이버가 창 

조하는 인공의 세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듣 

고, 보고, 만지는 둥 실제와 같은 체험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5차 

원의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의 세계이다3®.

이러한 가상현실은 비디오, 텔레비젼, 컴퓨터 

둥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미술소통구조의 혁 

신적 가능성을 열었으며, 컴퓨터의 이용은 미술 

자체를 완벽 하게 정보화 함으로써 물질로서 의 예 

술이 아닌 개념과 데이터로서의 예술, 가상과 사 

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3。(그림 1). 따라서 현재 컴퓨터가 열어 

놓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접목이 만들어낸 새 

로운 세계가 많은 예술장르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 개성적 기호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작품을 소

26) 내우주는 인간의 내면에 펼쳐지는 의식 /무의식의 탐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7) 김상훈 사이버펑크의 과거, 현재, 미래, 외국문학, 1997, 8.
28) http: . 앞의 사이트.〃digitalo.com
29) 산드라 헬셀, 쥬디 스로스,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세종대학교 출판부, 1994, p.60.
30) 패션투데이, 서울, (주)패션정보사, 1994, 12.
31) 이은영,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패션의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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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듈라크르의 사유안에서의 사이버펑크의 분석

인간

주체개 념 인간-기계, 컴퓨터-인조인간, 인체-사이보그의 개념 파괴 （탈중심화）

주체구성

정보를 독점하는 집단, 종속 당하는 집단, 저항 집단（해커，크래커，사 

이버펑크） _________

육체 관 남성 /여성, 유기체 /기계 생물학적 육체 /가상육체의 경계 파괴_______

문화환경
사이버공간, 가상현실（탈영역）

공간의 유혹과 육체의 쾌락, 정보의 헤게모니 __________

심리적 성향
노출중, 나르시즘

나르시즘적 성향+ 이드적인 공격성 ______

미학적 스타일
혼성모방, 日常性（실재와 비실재의 내파）

（탈심미화） _________

시뮬라크르의

주요범주

모사

모델, 코드, 커뮤니케이션, 정보, 미디어에 의한 대체.

현전과 부재의 동일시

내파

고급문화와 저 급문화의 내 파

인종, 국가, 문화f 하이테크미래주의 문화로 내파 

계급내파（수직구조-수평구조）

실재와 비 실재의 경계충동, 붕괴

파생 실재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영역, 가상현실, 황흘경

출처 : Kellender, D, 미디어문화, 새물결, 1997 이정호, 포스트모던문화읽기, 서울대학교 출판사, 1995
이광석, 사이버문화정치, 문화과학사, 1998 Steve Jones, Hyper Punk, Journal of Popular Culture

개하고 있다. 특히 문학이나 영화, 현대미술분야 

에서는 철저하게 문화적인 시뮬라크르들로 가공 

되고, 변형되고 조작된 것들로 이루어진32） 가상

32） 심광현, 앞의 책, P.315.

〈그림 1> 닉 허버트의 사이버펑크아트（40가 

지 사물의 우연한 합성 ） 

현실을 대상화하여 사용하고, 논의되고 있다• 특 

히 패션에서는 wearable computer를 이용한 새 

로운 의상이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컴퓨터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펑크패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상공간을 이용해 

사이버패션의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던 사이버의 

상 디자이너 짐 폭스（Jim Fox） 의 의상을 들 수 

있다. 그는 구부러지기 쉬운 회로판과 발광다이 

오드（LED） 를 합체하여 만든 공상적인 브라, 드 

레스,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각각의 의상에 서로 다른 빛의 문양을 주기 위해 

컴퓨터로 프로그램된 것으로 획기적인 반응을 일 

으켰다.（그림 2, 그림 3）.
뉴욕타임지 （The New York Times）는 1997년 

12월 23일자 사이버타임 （Cyber Times）에 이러 

한 짐 폭스（Jim Fox）의 컴퓨터로 프로그램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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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JimFox, 사이버의상, 

(http ;〃www. sjmuercury. com)

〈그림 3> Jim Fox, 다양한 색상의 빛이 몸둘 

레에 둘러 있는 사이버스커트(http 
:〃www. cyberthings, com) 

질 수 있는 사이버패션을 소개하면서, 이 의상이 

실재로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 

며, 월-마트(wall-mart)를 대상으로 대중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997년 10월 17일자에서는 MIT 미디엄 

랩의 의상 심포지옴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edia Laboratory's Wearable 
Symposium)에서 최초로 기술과 패션이 결합된 

사이버펑크패션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소개된 의 

상들은 패션을 공부하는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학 

생들과 공공단체 후원자들이 몇 달 동안 공동 연 

구한 것으로서 각각의 의상마다 독특한 아이디어 

를 엿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의상들은 

소매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 

견하면서, MIT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테크놀로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인 매기 올스 (Maggie 
Orth)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작은 합성장치와 회전 

할 수 있도록 착용자의 어깨에 박은 touch 패드 

가 있는 뮤직 자켓에 주목하였다(그림 4). 이 밖

〈그림 4> 진 자켓에 하이테크가 합성된 뮤직 

패션디자인, M. I. T전자엔지니어 

링을 졸업한 Josh Strickon의 작품 

(뉴욕타임지의 사이버타임, 199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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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arry Winston, 사이버액세서리 

(뉴욕타임지의 사이버타임, 1997, 
10. 17.)

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체온이 온라인 웹사이트 

(online website)로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장치로 

인해 실재감을 주는 의상과, organza를 전하여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빛의 작은 움 

직임의 퍼짐을 문양으로 만든 '개똥벌레'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5〉는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고동소리가 

나는 브로치와 탐지기를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보석디자이너 해리 윈스턴(Harry Winston)이 

디자인한 패션너블한 사이버 액세서리 이다.

장폴골티에르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 

였는데, 95,96 봄/여름 파리와 밀라노 컬렉션에 

서 선보였던 물방울무늬의 옵티컬 프린트를 컴퓨 

터 애니메이션으로 사이버델릭한 색감을 연출함 

으로써 사이버패션을 새롭게 표현하였다.(그림 

6)

〈그림 6> J-Paul Gaulitier （패션문화, 1996, 
가을）

IH. 사이버펑크 패션의 미의식에 
나타난 시뮬라크르

사이버펑크 패션은 20세기 후반의 과학이 낳은 

새로운 현상으로 신세대의 패션 양식이면서 컴퓨 

터를 비롯한 첨단기계와 가까운 사람들이 표현하 

는 특수한 패션 현상이다33〉. 보통 사이버펑크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호의 중첩, 즉 cyber + punk + fashion의 기 

호과다증으로 이 루어 진 단어 로서 '사이 버 평 크패 

션(cyber punk fashion)을 사용, 정의하며, 사이 

버와 테크노의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으로 고 

찰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시스템에 의한 의상의 

시뮬레이션이라는 모의 실험의 단계를 넘어 미의 

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시뮬라크르의 개 

념을 상정하여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적 가치를 규 

명하였다.

33） 사이버펑크, ELLE, 19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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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패션은 신처】, 시간, 스타일, 스트리트, 

테크놀로지, 경제학, 그리고 예술에 대해 동시적 

이며 파생실재한 영역 안에서, 주체와 객체간의 

현실적 이분법이라는 가정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사물 과 담론 안에서의 존재를 해석하고 재생산 

하는 주체 에 관심 을 가지 게 되 었다3，
이러한 패션은 특성과 특권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직선적이고 연대적인 시간으로부터 신체 

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시대보다는 순 

간과 관련하여 인체가 변화하는 상상의 시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⑥, 영원성의 중심이 

아닌 시뮬라크르의 순간적 인 것을 지 향하게 되 었 

음을 내포한다.

그 중 사이버펑크패션은 모든 경계의 내파와 

가상현실을 통한 인체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개념 

으로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19세기초부 

터 런던거 리 와 Torture Garden과 Submission과 

같은 클럽에서 가상현실에서부터 입체적인 느낌 

을 주는 흘로그래픽 소재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 

용한 테크노와 Pervy미래주의를 혼합한 스타일 

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찌

이러한 패션을 표현하는 담론으로서 공상과학 

영화와 문학은 패션이 추론하는 이미지의 자료의 

원천이 되며, 반대로 이들이 패션에서 영감을 얻 

기도 한다. 사이버펑크패션은 역할 개임 (role 
playing) 이라는 사이버펑크2020에 의한 사이버 

펑크룩의 발전을 계기로 새로운 장르의 성인만 

화, 미래주의적 환상과 테크노 페티시즘이 혼합 

된 사이버펑크, 그리고 종말론적인 영화 매드맥 

스 (Mad Max)와 브레드레너 (Blade Runner)에 

서 영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폭력에 맞서 방어하 

고 유해한 자연환경 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사이 

버펑크 방어복(그림 7)은 폭력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윌리암 깁슨(William Gibson)의 

뉴로맨서 (Neuromancer) 에 나오는 Molly의 은 

색광학렌즈는 광대뼈 위의 매끄럽고 창백한 피부 

에서 자라 돋아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이버펑크 

의 상징요소로 현대 사이버펑크 메이크업에서도
〈그림 8> Femme, 1994, 6.

34) The Journal of Dress, fashion theory, dreams that only money can buy”・or, the shy tribe in flight 
from discourse, 1997,6 issue2.

35) Fashion theory, 앞의 책.

36) Polhemus Ted, Street Style, Nrw York: Thames and Hudson, 1994, p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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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다. 또한 Molly의 기계로 된 팔은 외 

과용 메스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나타난 흘로그 

램은 특정인물의 능력을 정신적인 3차원의 이미 

지로 본을 떠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허구의 

세계는 실험적인 문학이나 영화와 같은 형태에서 

신체의 경험과 느낌에 대한 모든 범주를 시믈레 

이트한 슈트 헬멧, 센서를 지닌 사이버글로브에 

의해 가상현실로 묘사됨으로써 육체의 실체성을 

확장한다.(그림 8)
사이버펑크의 중요한 상징인 미러셰이 즈(Mi- 

rrorshades) 즉 반사 코팅 이된 미러선글래스는 영 

화, 소설 등 여러 장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패션 

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펑크의 아이콘은 하이테크, 고도기술, 

컴퓨터, 팝문화, 전자공학, 그리고 어둡고 우울한 

거리, 리들레이 스코드(Ridley Scott)의 브레이 

드레너 (Blade Runner)에서 묘사되었던 뒷골목 

같은 종류를 들 수 있으며, 의상스타일은 사이버 

델릭한(cyberdelic) 요소에 뉴에이지컬러 (new 
age cole) 와 컴퓨터그래픽 색상인 오프컬러 (off- 
cole) 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UV램 

프, 자동차 훨캡, 가스마스크, 안테나, 테크놀로 

지의 황흘함을 적용시킨 케이블과 회로판처럼 상 

업용 액세서리(이외에 하이테크 감시도구와 오 

토바이용 안경 등主 있다.)가 있는 블랙가죽, 고 

무, 그리고 PVC로 구성된다. 사이버펑크패션은 

의상에서 뿐만 아니라 헤어나 메이크업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데, 장폴골티에르의 문신이나 입, 코, 

귀 에 뚫어 단 장식 링 둥이 소개 되 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골티에르의 이 같은 메이크업은 펑크 

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최근, 티파니 리 브라운 

(Tiffany Lee Brown) 에 의해 Next Generation 
과 Deep Space Nine 이라는 제목으로 Stim지에 

소개 된 메 이크업은 사이보그 환상에 대 한 효과로 

Borg를 사용하고 있다. Borg적 인 아이보리 피부 

와 매력적인 패티쉬 도구가 편안함을 주기 위해 

부드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회의실이나 해변가 

어디서든 착용할 수 있는 워크맨 해드폰의 스피 

커 또는 RS-232케이블로 만들어진 광학기계의

〈그림 9> http:〃www. stim, com/stim-x/ 
0996september /trender /make- 
up2. html

접안렌즈 둥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9)
이상과 같이 사이버펑크패션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우리의 의식까지도 전환시키고 있 

다. 이에 본 논자는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적 가치 

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외향적 미의식과 

내향적 미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외향적 미의식

1) 기계미

기계미는 그 당시 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 

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1990년대는 컴 퓨터공학이나 신소재의 개 발, 광섬 

유, 인공지능, 제어계측 분야의 발달로 인해 새로 

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37 38). 이러한 기계미는 인간 

과 기계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기계적 사유와 기 

계적 실천의 장소로 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 

하면서 3",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적 특성을 이룬 

다.

37) 이효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계미학의 표현연구, 복식문화연구, 1998, 6.
38) 이동연,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문화과학사, 1997, p.139.

첨단 기계를 좋아하는 사이버펑크족들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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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Ryo Inoue (http : 〃 www. over
mode. com. au /cyberware)

폰, 디지털 손목시계, 전자일기,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도시생활의 가장 전형적인 기계인 워커맨 

둥과 같은 그들의 일상적인 사물들을 장식하고 

첨단 기계 장치들로 무장함으로써 기계미의 새로 

운 형태를 창출한다. 이러한 현대 전자물이나 금 

속성소재 등이 기계미를 나타내며, 기계부품의 

조합으로 인간과 기계의 개념이 내파 된다.(그림 

10)
하이테크문화평론가인 마크 데리 (M. Dery)39* 

에 따르면 '60〜70년대 사이키델릭(Psychedelic) 
문화와 '90년 대 사이버델릭 (Cyberdelic)문화를 

구분하는 가장 큰 준거틀로 테크놀로지의 수용 

여부를 들고 있다. 마약이나 히로인, LDP 둥의 

약물복용대신 컴 퓨터 마인드가 의식세계를 지 배 

하고 있는 사이버펑크는 이러한 사이버델릭한 이 

미지를 패션에 도입하여 기계미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다.

〈그림 11〉은 인체와 테크놀리지, 매체를 합성

〈그림 11> Ryo Inoue, 1991년 영국의 사이버 

펑크(Surfed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tiltural style, 
the over look press, Woodstock, 
New York)

시킨 사이버네틱컬렉션으로 블랙 네오프렌(합성 

고무), 은으로 된 메탈과 플라스틱 바디, armpi
ece, 합성고무와 합성소재장갑, 수압과 압축공기 

를 넣은 메탈 handpiece, 고무로 된 무릎 보호대 

로 이루어졌다. 인체를 매체와 정보의 일부로서 

제시하고, 인체에 테크놀로지를 설치함으로써 인 

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제기한다.

2)키 치

키치는 오늘날 사물이 실제 삶과 어떻게 관계 

를 맺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들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러한 

키치는 의사사물 즉, 시뮬레 이션 복사품, 모조품, 

stereotype으로서 또한 현실의 의 미 작용의 빈곤, 

기호와 우의적 지시로 뒤죽박죽인 함축작용의 과

39) http: 〃 , 1998. 2. 13.www.gs.cau.ac.kr/press/111/111문화기획.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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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onna Takach (Street Fashion)

잉, 세부적인 것에 대한 예찬이 포화상태에 도달 

한 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이러한 키치는 일상 

적인 삶의 오브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뮬라크르에 

다다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삶에서 사물 

의 의미는 사용자와 환경과의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키치는 이러한 변 

중법적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실제 삶의 모습 

을 반영 한다. 즉 일상적 소재를 패션의 요소로 취 

함으로써 현실적 체험과 명상의 투영을 하나로 

내파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서 패션의 영 

역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 펑크는 현 테크 

놀로지의 상태로부터 단서를 취하고 세계와 인류 

의 커뮤니케이션 변형을 전제로 하는 사이버공간 

과 가상 현실의 생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 

치에서 영감을 얻으며, 또한 미학적인 단계에서 

이 스타일은 산업폐기물, 즉 고무튜브나 가스마 

스크, 그리고 흘로그램 (Hologram)과 기계로 된 

로봇 팔과 같은 하이테크 물체들로 브리꼴라쥬

〈그림 13> Lynn Johnson(뉴욕타임 지 의 사이 

버타임, 1997. 10. 17)

(Bricolage)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브 

리콜라쥬된 소재들은 실재와 비실재의 요소를 갖 

고 물질 문명화된 현 사회의 특징을 찾아 표현한 

다.(그림 12)
이처럼 사이버펑크는 키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폐물화에서부터 최첨단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수용하고 확대한다.〈그림 13〉은 Disk-in 
이라는 제목의 사이버펑크패션으로 오래된 플로 

피 디스켓을 소재로 사용하여 테크놀로지의 쓰레 

기가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그로테스크

오늘날 패션은 신체를 하나의 담론, 기호, 사물 

로 바꾸어 놓았다. 담론이 스며든 신체는 의복과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세상을 향하 

여 개방된 그로테스크(grotesque)와 노출된 신 

체가 되었다⑵. 따라서 그로테스크의 특징 중 하

40) 이상률, 소비의 사회, 민음사, 1992, p.155.
41) fashion theory, 앞의 책.

42) fashion 나ieory,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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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그 Chazz Brown（http:〃www. over
mode. com. au /cyberware）

나는 신체를 덮고 있는 액세서리, 의복,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전도시킬 수 있는 프로세 

스안에 있는 기호적인 사물로 신체개념을 파악한 

다는 것이다.

개방된 체계에 의한 기호학적 해석은 제도적인 

스타일과 하위 문화적인 스타일이라는 경계를 넘 

어서 "변형된 양식적” 특성으로 전체집단을 이해 

한다. 이와 같이 변형, 또는 변종된 양식적 매트 

릭스 중 하나가 그로테스크이다. 즉, 과장, 풍부 

함, 불확실성, 의미전도를 특성으로 비천함과 신 

체의 개방과 돌출을 미화하고, 신체의 다양한 변 

형의 분석, 사물의 인식적인 분산, 수신된 의미로 

인한 분노 등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체개념이 확립되었다. 이 

러한 사이버펑크패션에 나타난 그로데스크는 신 

체의 인위적인 확대와 신체부위별 왜곡으로 인한 

신 체 과장으로 나타나며 , 테 크놀로지 와 컴 퓨터 시 

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강조하는 변형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4）

2. 내향적 미의식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펑크패션의 내향적 미의 

식을 유희성, 전복성, 은유성으로 보았고, 이를 

시뮬라크르의 주요 범주인 모사, 내파, 파생실재 

안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1）모 사

모사는 모방이나 이중성, 패러디가 아니라 실 

재의 기호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사는 실재성을 내파시켜 기표를 생산 

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졌으면 

서 갖지 않는 척하는 현존과 갖지 않았으면서 가 

진 척하는 부재가 동일시된다.

이에 사이버펑크족들은 모델과 코드와 인공두 

뇌에 의해 지배된 정보와 기호들을 패션에 도용 

함으로써 유회와 기술을 조합한다. 즉, 패션에 인 

공적 환경 요소인 기표들을 사용하여 주체를 시 

믈레이션하는 유회의 장소로 만들고, 기계를 인 

체의 은유로 사용한다. 그러므로서 무관심성, 가 

상성, 자기목적성, 쾌감성 둥의 미적 성질을 제시 

한다.（그림 15）
또한 일상적인 소재의 모사나 이미지의 사용은 

은유를 통해 인간소외, 인간성상실, 공허함 등의 

현실을 반영을 한다. 이 때 기표는 모든 은유를 환 

유의 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우리의 지각작용

〈 그림 15> Jean-Paul Gaultier （Pedro Almo- 
dovar의 영화 K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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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 로운 질서 를 부과한다. 보드리야르獄에 따 

르면, 환유가 서로 다른 것들이 인접하여 같아지 

는 것이라면 은유는 같은 하나가 다른 것이 된다. 

이처럼 은유와 환유는 서로 은 힘을 가짐으로써 

다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이버펑크족들이 사용하는 인공장기나 접안 

렌즈, 칼라 콘텍트렌즈들은 원형의 대체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원형은 공허한 기호로 남 

고, 대 체물은 함열 (implosion) 현상을 이룸으로써 

파괴적인 효과를 낸다.

2)내 파

패션에 있어서 내파는 국가, 문화, 성, 인종, 계 

급의 모든 영역의 파괴와 주체와 객체간의 경계 

가 사라지는 범주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창출 

과 미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의 방법론적인 실 

재용도의 위치전이는 의미와 형태를 전도시키

〈그림 16> Jean-Paul Gaultier(1980-81 A/ 
W, Collection Memoire de la 
Mode, Farid Chenoune Editions 
assouline, 1993.)

〈그림 ]7> Givenchy(FashionNews, 1999, 6.)

고 의미와 주관을 파생실재 속으로 내파 시킴으 

로써 해학적 은유와 전복성을 보여준다.〈그림 

16〉은 깡통과 전자희선 둥 빈 껍데기의 오브제 

즉, 실체가 없는 기호만으로 이루어진 의상으로 

의미의 불명료함과 전복된 의미를 창출한다.

주체개념에 있어서는 신체와 기계의 경계가 사 

라지고 정신과 물질이 비 구분되는 모든 것이 웅 

축되는 내파상태가 된다.〈그림 17> 즉, 사람과 

기술의 경계가 내파됨으로써 인간개념이 전복된 

다. 또한, 문명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 

각을 동시에 표출하여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의 두 축을 대비시킴으로써 총체적 

존재로서의 표상을 드러낸다.

오염과 산업페기물이라는 부정적 형식과 스타 

일은 미래지향적인 테크노와 첨단기술의 긍정적 

형식과 스타일과의 결합으로 미적인 경계가 내파 

되며, 인공적인 형태의 대체는 진짜와 가짜의 해 

체, 미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해체를 이룸으로

43) 장보드리야르, 시믈라시옹, 앞의 책, p.48.
44) 위치의 전이(Depatsement): '추방하는 것'이라는 뜻. 초현실주의에서 등장한 용어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 

몰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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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Bee Taylor(http:〃www. over
mode. com. au/cyberware) 〈그림19> Jim Fox（사이버의상）

써 어떠한 감정도 이입하지 않은 차가운 인공미 

를 나타낸다.（그림 18）

3） 파생실재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실재에서 파생실재의 변 

형은 상상이 시뮬宙이션 될 때 발생한다.

사이버펑크패션에 이용된 3, 4차원 흘로그램 

（Hologram）에 의한 파생실재의 창출은 환상, 이 

미지의 조작, 형식을 지닌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유희와 은유의 미학을 제시한다. 이러한 흘로그 

램은 레이저로 기록된 실물 또는 가상의 물체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 

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그림 19）. 또한, 옵티컬 

아트（Optical Art）를 컴퓨터의 3D기법 효과를 

이용하여 미래 지향적 인 새로운 감각의 패턴으로 

사용한다（그림 20）. 옵티컬아트의 시각적 흔란과 

광택소재의 인공적 빛은 실재와 허구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서 파생실재 안으로 빠져들게 한 

다.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의식에 나타난 시뮬라크 

르는〈표 2〉와 같다.

V그림 20> Eri Matsui(98-99 New York & 
Tokyo, A/W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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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사이버펑크패션의 미의식에 나타난 시뮬라크르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의식

외향적 미의식

기계미 기계적 사유, 사이버델릭, 테크놀로지

키 취
의사（擬似）사물, 일상적인 삶의 오브저）, 산업 폐물화 최첨 

단장치

그로데스크 신체의 확대와 왜곡, 테크놀로지와 기계의 부조화

내향적 미의식

모사 양식

일상적인 소재의■모사, 자연적 신 

체 -인공물의 대체, 시믈라크르의 

도구（가짜의 세계） 은유성

유회 성

전복성
내파 형식

위치의 전이, 경계의 해체, 두 극단 

의 대립, 결합

파생 실재 영역
흘로그램, 옵티컬아트, 가상현실, 

황홀경

M 결 론

컴퓨터와 테크놀리지가 지배하는 사이버문화 

의 세계는 존재론적 흔란과 불확정성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의 하나인 

사이버펑크는 아직 확고하게 정리된 개념이 아닌 

진행중인 불명료한 주변문화의 유형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영화, 문학, 음악과 패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문화전반에 스며들어 우리 의식을 바 

꿔놓기 시작했으며, 복합적이고 심화된 문화적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하위문화로 

서 사이 버공간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영 역을 구축 

해 나가고 있으며, 시뮬라크르한 경험을 체험하 

고 있다. 이러한 시뮬라크르를 장 보드리야르는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로 정의하고, 모사, 내파, 파 

생실재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이버펑크패션의 미의식을 고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펑크패션의 외향적 미의식에서는 첫째, 

테크노와 기계장치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창출과 

인간과 기계의 개념의 내파를 야기시키는 기계 

미, 그리고 사이버펑크족들의 일상적인 오브제와 

시 뮬라크르의 도구들을 통해 브리꼴라쥬 한 키취 

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신체의 확대와 과장, 그리고 기계와 테크 

놀리지의 변형과 부조화는 그로데스크 라는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펑크패션의 내향적 미의식에서는 시뮬 

라크르의 주요 범주인 모사, 내파, 파생실재를 가 

시화한 결과 유회성, 은유성, 전복성을 보이고 있 

었다.

첫째, 모사에 의한 사이버펑크패션은 원형의 

대체물 즉, 기표들에 의해 유회와 기술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은유를 환유의 차원으로 끌어내 림으 

로써 무관심성, 가상성, 자기목적성, 쾌감성 등의 

미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내파에서는 모든 경계의 내파와 주체와 

객체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실재의 의미와 형태 

가 전도되고 불명료해짐 으로서 해학적 은유와 전 

복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생실재의 영역에서는 실재와 허 

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흘로그램과 옵티컬아 

트에 의해 황홀경과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유회와 

은유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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