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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oach to the internal meanings included in the Happening and the culture 

of hippies, by analysing the basic ment시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the Happening.
And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e concept and the development of Happe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ppies that related in the midst of the happening's background, and the formativeness between these factors and 

hippies' fashion.
Since the happening a genre of fine arts expression attended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in New York 

in 1954, Allan Kaprow direct-influenced by John Cage used the word 'Happening' first, practicing '18 Happenings 

in 6 parts* at the Rueben gallery in 1959.

Kaprow's 18 Happenings was one of the earliest opportunities for a wider public to attend the live events that 
sever끼 artists had performed more privately for various friends. Despite the very different sensibilities and 

structures of artist's works, artists were all thrown together by the press under the general heading of 'Happening', 

following Kaprow's 18 Happenings.
Being considered as the root of the Happening 'Expression of Sound* of John Cage was the discovery of the 

exisiting thing- the Happening. Most artists were to be deeply influenced by Cage* s theories and attitudes-that 

is, his sympathy for Zen Buddihism and oriental philosophy—and by reports of the Black Mountain events. These 

events would directly reflect contemporary painting and stemmed from the Futurists, Dadaists and Surrealists. And 

Happening's development background was based on the culture of hippies.

Swinging London had been under the sway of psychedelic dn睁 and utopian visions of 'hippie' wave sweeping 

in from Califonia. This wave, which affected s시id middle-class yo나th first and fbrmost, began in Haight Ashbury 

in San Francisco. Without dwelling on the history of the hippie movement here, it is worth nothing that it resulted 

from the convergence of several undercurrents: consciousness-expending drugs, the anti-Vietnam war developments, 
the impact of English pop groups on American music and the rise of protest songs, and firmly the beatnik tradition 

of non-confbrmism.

Hippie culture and its pursuit of love, peace and psychedelia was the antithesis of 1960s main street fashion. 
The media gave everyone with long hair the label of 'hippie', but it was always a very loose collage of attitudes 
and styles.

The rejection of sexual taboos was conveyed by the hippie's refusal to wear. Although the bold expos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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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raised controversies because it went against the existing m어al values, it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s. 
Psychedelics brought mind-expansion and the possibility that modem technology (light show, synthesized electronic 

sounds), new fabrics or colors, and LSD could be utilized to provide an escape route from the dreariness of modem 
life.

During the 1960s, traditional costumes, many of which had never been seen outside their native regions, became 

sought after and adopted in the West, initially by the young, who wanted to demonstrate their s이idarity with 

c니tures uncontaminated by mass industry. The most ardent proponents of such folk costumes were the hippies. 
Hippies dress was sometimes decribed as lanti-fashion\ produced by a patchwork of ragged cast-offs and 

flamboyant accessories, of outmoded Western dress and time-honored ethnic garments all combined, modified and 

permutated into variety of personal statements. 'Flower Power' became a reality.

1) 이단, 뤼펑, 도피의 시대 20세기의 예술, 시공사, 1997, p.47.

From the rewits of this study, we can see the expanding trend of the influence and the concept of the new 
art genre 'Happening' in the formativeness as well as the fine arts field.

I.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문화에 대한 예술 

가들의 관심은 특히 순수예술에서뿐만 아니라 조형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문화위기에 대한 주제들에 접 

근하게 되었다. 후기산업사회,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탈정치, 반문화 등의 포스트 모던한 속성들을 특징 

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 분위기는 현대 예 

술에서 그 미학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끔 유 

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 

대해 이단과 뤼펑 ')은 20세기를，도피의 시대，라 정의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만을 지칭한 

것이 아닌 발전단계를 넘어 쇠락의 시간대에 진입해 

있는 산업문명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 

세기를 6,70년대까지의 몇 십년간으로 지칭했으며 이 

때를 계기로 산업문명의 몰락과 도래할 새로운 문명 

에 대한 예시라는 일종의 시사였음을 의미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이데올로기 종말의 시기로 간주 

됨으로써 자유에 대한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파생물들을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무정부주의적 

인 경향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는 사고를 동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예술 운 

동인 해프닝은 미술에서뿐 아니라 전 예술영역에서 

의 전통적 표현방법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물론 실험주 

의자들로 간주되었던 예술가들의 과격한 양상과 지 

나친 혁명적 태도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전통주의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편협되고 고정된 사상을 깨뜨 

리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예술적 상상력의 무 

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 해프닝의 의의 

가 내재되어 있다.

즉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영구성이란 자체, 즉 작 

품을 남긴다는 영구성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는 전통 

적인 관념을 부정함으로써 작품을 제작한다는 행위 

자체 또는 작품을 제시한다는 자체 에 그 가치를 부여 

했던 해프닝의 도발적인 내면 세계는 다른 조형 예술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의 패션 경향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문화에서 성장해 왔던 하위문화의 스트리트 패션 

의 폭발로 새로운 패션의 전환점을 형성하였다. 더 

우기 젊은 세대의 등장은 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영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영향력으 

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써 20세기 후반 패 

션에 있어서의 탈바꿈 현상은 젊은 세대들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끌어졌으며 패션의 경향은 패드 (pad) 

현상과 같은 유행주기를 형성하였으며 하나의 유행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는 각자 나름대로 개성을 자 

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독특한 패션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특별히 유행하는 스타일이 없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공존하는 현상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 기를 Fashion Today 1994년 4 

월호의 기사에서는，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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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역량이 커진 젊은이들 즉 신세대인 청소년들 

이 너덜너덜하게 찢은 청바지, 질끈 동여맨 머리수 

건에 목걸이며 팔찌까지 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오늘날의 모습은 단지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고 1960년대 말에도 오늘 

날과 비슷한 판타롱과 스카프가 있었다. 정확한 표 

현으로는 오늘날이 바로 1960년대 말과 비슷하다 해 

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퓨전 (fhsion) 문화의 대두 

로 인해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행해지는 것이 새로 

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더 나아 

가 퓨전 마케팅의 경우는 어떤 상품의 가치를 효과 

적으로 알리기 위해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퓨전 문화에 내재되어 있 

는 다양한 영역의 공존성은 I960년대의 해프닝의 예 

술 운동의 양상과도 유사한 공통된 흐름의 맥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 

이 행한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유사점에서 표출된 복식에서의 양상에 대해 연구되 

었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I960년대의 시 

대상과 예술운동이 당시의 히피문화에 어떻게 직 

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해프닝과 히피 문화의 밀접한 관련성과 

더불어 히피 패션의 조형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 

찰 •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해프닝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다음 이와 관련지어 히피 문화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 • 내외 단행본과 석 • 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간행 

물 등을 참조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국 

내외 패션관련 간행물 및 잡지 그리고 신문 등을 통 

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H. Happening 이론적 배경

1. Happei询n噂의 개념

해프닝 (Happening)의 미술 용어사전적 의미를 보 

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주로 행해졌던 비 

연극적, 탈영역적 (脫領域的)인 연극형식이며 우발 

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예술의 각 분야에 

서 시도되고 있는 표현운동의 한 가지로 해프닝은 

주제나 소재, 액션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 

로 전개하여 이른바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경계를 없 

애려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특히 미술에서는 화 

가의 제작행위 그 자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본다는 

주장에서 발전한 것으로 액션페인팅 (Action Pain- 
ting)》의 행위성을 강조하고 있다3).

해프닝이란 일종의 즉흥적이고 임의적인 연희 

(演戲)로서 시연자와 관람자 모두의 동시 참여를 전 

제로 한다. 비교적 정적인 환경에서 관객에게 일종 

의 정신적 충격상태를 경험시키는 이 해프닝은 관람 

자를 낯설고 불합리하며 욕구불만으로 터 질 듯한 상 

황에 몰아넣음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관객의 심 

리적 반응을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것이다'.

즉 해프닝이란 참으로 예술적 감성' 또는 더 정확 

히 말하면 '꼴라주 환경'의 외연 (外延)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연의 영역 속에는 

음향, 시간의 지속성, 제스처, 촉각, 취각 같은 요인 

들도 포함된다. 해프닝의 작의 (作意)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었 

다. 관객은 사전에 어떤 플롯 (plot)이나 극중 인물에 

대한 것을 일체 알지 못하며 해프닝의 흐름에 따라 

관객 자신이 의미를 이루어 나가는 '반응적 감성'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해프닝의 원조로써 일본의 '구타이 (具體, Gutai)同 

그룹이 창조한 해프닝과 비슷한 공연을 드는 경우가

2) 액션페인팅이 해프닝이란 발전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작품이란 틀을 벗어난 반면 예술이 일상의 행위로까지 

침투함으로써 그 표현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은 일상의 환경 전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다.

오광수, 전환기의 미술, 열화당, 1986, p. 43.
3)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pp. 516-7.
4) 한스로크마커, 김유리 역,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IVP, 1993, p. 222.
5) 루시스미스, 김춘일 역, 1945년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 미진사, 1990, p. 275.
6) Robert Atkins, 박진선 역, 알기 쉬운 현대미술의 개념 풀이, 시공사, 1994,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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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I960년대 초 이전에는 구타이 그룹이 나 그들 

의 작품이 뉴욕에 알려지지 않았다. 구타이 그룹은 

1954년에 오사카에서 결성된 실험적인 예술집단으 

로 1955년에 이미 해프닝 같은 퍼포먼스 (Perfbrman- 
ce)〃를 무대에 올렸으며 1957년부터 계속해서 그러 

한 퍼포먼스가 도쿄와 오사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 

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들이 해프닝에 있어 시간적 

으로 얼마간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프닝은 

미래주의 (Futurism)와 다다 (Dada)의 즉흥연기, 초현 

실주의 (Surrealism) 작품 전시회 때부터 이러한 해프 

닝의 기초가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사적 배경아래 전후 미국 화단을 중심으 

로 본래 의미에서의 해프닝이란 개념이 형성되었는 

데 미술개념으로써의 '해프닝，이 란 단어는 알란 카프 

로 (Allan Kaprow:1927-) 가 시각예술과 연극의 환경 

적 통합이라 불리는 표현형식으로부터 비롯하였으 

며 그는 해프닝을 '미술, 음악, 연극 등의 세계에서 

시용되어지는 이 세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미 

술사건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즉 그는 1959년 '6부분으로 된 18개의 해프닝'을 

뤼벤 (Reuben)화랑에서 공연함으로써 해프닝이란 용 

어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 공연의 초대장에 '당신은 

해프닝의 일부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적었던 것이다吐 이 작품 공연을 위해 

서는 각각 다른 크기와 다른 느낌의 세개의 방이 마 

련되었으며 공연은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각각 

세 가지의 해프닝을 포함하였으며 이 해프닝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연습된 멀티미디어 '이벤트 

(event)，가 세 군데 방에서 공연되었다. 공연자들은 

준비된 글의 부분부분을 차분히 낭독했고 판토마임 

같은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 

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다. 공연자들이 해프 

닝을 벌이는 동안 관객들은 지시에 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해프닝의 초대장에서 

약속한 대로 관객들은 '해프닝의 일부가 되었다'. 그 

리고 관객들에게도 서로 연관없이 단절된 이벤트들 

을 해독하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여기에서 해프닝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즉 여러가지 매체를 혼합한다는 

개념의 주된 대변자는 해프닝의 창시자인 카프로였 

다 (그림 1).

카프로는 해프닝을 동일한 시점과 장소를 넘어 

행해지거나 지각된 사건들의 앗상블라주 해프닝에 

등장한 행위들이 창안된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한 것 

일 수도 있듯이 그 물질적 환경도 이용 가능한 것들 

로 부터 직접 끌어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약간 

변경시켜 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 해프닝은 계획에 

따라 행해지지만 리허설, 관객, 반복은 없다. 해프닝 

은 예술이지만 삶에 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의내렸으며，1회 이상 한 군데 이상의 장소에 

서 공연되거나 볼 수 있는 이벤트의 모음이라고 하 

였다. 즉 공연자와 관객에 의해 행해지는 환경예술 

작품으로 해프닝을 정의한 것이다. 해프닝을 벌인 

예술가들은 해프닝의 형식을 규정하는 선언을 발표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실은 해프닝이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2).

〈그림 1> Rose Lee Goldberg (Performance Art, p. 129)

7) 실제의 관중앞에서 예정된 코스를 실행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다양한 행위양식을 포괄하는 용어, 액션 

페인팅, 신체미술, 해프닝, 거리미술과도 교류될 수 있는 미술형태이다. 예술가의 육체적 행동이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조형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8) H H Annason, 이영철 외 역, 현대미술의 역사⑵,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p. 514.
9) 황영희, 현대미술에 있어서 미국 Happening에 관한 연구, 경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 5.

10) Rose Lee G이dberg, Performance Art, Thames & Hudson, 1998, pp. 128-9.
11) H. H. Annason, 이영철 외 역, op. cit., p. 515.
12) Robert Atkins, 現代美術의 - 7 - K, 美術出版社, 1993, pp.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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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행동영역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모든 

물질이 동원되고 그 방법론의 종합으로 나타나는 해 

프닝은 사건들을 비논리적인 꼴라주같은 방법으로 

서로 무관한 현실생활의 요소들을 병행시키면서 형 

체가 없고 우연적이며 어떤 범위까지 즉석에서 이루 

어지는 모든 것이며 무엇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정확 

하게 그리고 언제 끝이 나리라는 것을 관객에게는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 사건으로써 이것은 연극과 

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전통 연극의 본질이 줄거리에 있는 것과는 달리 

해프닝에서는 종종 음향이나 향기를 동반하는 동작 

의 시각적 광경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프닝은 

연극과 미술의 혼합이라기보다는 연극과 춤의 혼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연기를 만든 구 

상은 미술에서 나온 것이며 추상미술에서 형상이 추 

상으로 대체되듯이 해프닝은 연극의 줄거리를 시각 

적 광경으로 대체하였다.

해프닝은 논리적인 면에서 전혀 통일성이 없고 

우연적인 사건의 집합") 으로써 과거의 미학적 범주 

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술과 질서의 장벽을 깨뜨리며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인 질서로 부터 예술가를 해방 

시키는 새로운 하나의 미술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해프닝은 단순히 비논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사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 요소의 우연 

성으로 사건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2. Happening의 발생 배경과 전개

1) 발생배경

해프닝 출현의 한 가지 원인은 미술상들과 그들을 

찾는 고객의 속물적 취향에 역겨움을 느낀 예술가들 

의 반감이었다. 이들 화가들은 '불합리성', '파괴', '이 

세상의 허무함', '우리는 죽었다'는 식의 절규로 일관 

된 그들의 작품이 정가표와 램프가 달린 채 벽에 걸 

려 있으면서 정 작 그들 그림 의 내용보다는 사회 적 위 

상이랄지 투자가치 또는 권태를 달래줄 만한 새로운 

것 등에 더욱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예술성 시비와 

관련된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을 보았 

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해프닝에 착안했다，

따라서 20세기 미래주의에서는 과거의 형식에 집 

착한 기성세대를 배격하고 모험과 소음과 속력을 찬 

미하였고 미래의 아름다움을 여기에서 주장하였으 

며 음악가, 시인, 연주가, 문학가, 화가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집단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집단의 활동 

은 시, 노래, 춤, 낭송, 회화, 출판 등으로 연속되어 

하나의 집단적 시위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혼란의 와중에 뛰어들어 

풍자와 소음의 광란의 축제로 이어졌다.

이들의 실연 (實演)은 실재의 몸짓과 행위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청중들이 그들 

의 고정관념을 깨닫도록 하여 여러 상황을 통하여 

대중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시각예술 

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적인 전통, 권력, 사상, 예술형식에 대한 

부정과 파괴를 주장하였던 허무주의 예술운동의 다 

다는 그들의 이념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래주의의 

많은 형식들을 그들의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 

었다. 즉 소음, 동시성 그리고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서구의 미술과 문학의 전통, 선입견을 공격함으로써 

얻어진 시의 낭송, 소음과 광란의 연주회 등으로 이 

어졌다. 반미술, 무목적 행위로써의 다다의 실연은 

영화, 음악, 문학 등을 통합하는 복합 매개체의 실험 

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관념 

의 산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바우하우스 (Bauhaus)'》는 반항적 미래주 

의자와 다다이스트들의 자극과는 달리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 1883 〜1969)의 낭만적 인 바우하우스 

선언문으로 모든 예술가에 의한 종합예술로의 단일 

화를 촉구하였으며 바우하우스의 극장은 조각가, 화 

가, 건축가, 무용가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들이 그들 

의 재능과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예술형태를 창안해 

낸 것들을 결합할 수 있었던 경험적 이벤트를 만들 

어 내었다.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의 실연처럼 

바우하우스는 예술적 표현매체의 새로운 이념을

13) 박용숙, 현대 미술의 구조, 열화당, 1989, p. 146.
14) 한수로크마커, 김유리, op. cit., p. 223.
15) 1919년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마르에 설립된 국립 조형학교로 공업기술과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했으며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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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표현매체로써의 실연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미국에서 해프닝의 탄생에 기초를 제공하게 되 

었다°

따라서 수년만에 미국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 된 

해프닝을 미술평론가 미셀 라공 (Michael Ragon: 
1924- )切은 조형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적 게릴 

라 운동의 최초의 형태로 간주했으며 '그것은 분명히 

회화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언급하였지만 손으로 작 

업하던 예술가들은 몸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실연은 1930년대 후반 경에 유럽전쟁 

의 망명자들이 뉴욕에 들어오면서 출현하기 시작했 

다. 제 2차 대전 중 많은 유럽 예술가들이 전쟁을 피 

해 미국으로 건너 갔고 전쟁의 참화를 직접 받지 않 

는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조정신이 더욱 만 

개해서 자연스럽게 미국문화의 번영과 영도적 지위 

가 굳건해졌다.

즉 행위를 통한 전체성 회복의 요구와 다다의 재 

평가 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반전통과 비형이상학적 

반예술의 상황은 실존주의를 초래하여 1950년대를 

전후한 미국의 미술은 뉴욕파 (New York School)181 

에 의해 현대미술의 전통적 기질을 독창적인 단계에 

올려 놓게 되었다.

특히 해프닝의 발생배경에 있어서 마르셀 뒤상 

(Marcel Duchamp, 1887〜1968)의 예술과 사고는 중 

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예술적 결과물 

우위에 작가의 의도와 개념을 평가한 그의 레디메이 

드 (ready-made)는 환경예술의 기조로 생각될 수 있 

다. 카프로는 일상 오브제를 예술의 위치에서 재문 

맥화함으로써 비예술 오브제를 미학화하려는 뒤상 

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뒤상이 예 

술의 고상함에 역설적 의문을 던진 반면 해프닝을 

포함한 1950, 60년대 비예술 오브제와 상황을 미학 

화한 창조적인 미술은 예술적 의도와 선택을 지시하 

고 변형보다 전이로 예술의 가치로 논의하는 것을 

필수 요소로 삼았다'野.

또한 전위 음악가였던 존 케이지 (John C姓e: 

1912- )2°)는 음악을 작곡하는 한 방법으로 뒤상을 연 

구하라고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선언서에서 밝힌 '즉 

홍적인 율동 구조를 위한 모델을 동양음악과 선 (禪) 

사상에서 발견하고 여기에 바탕을 둔 케이지의 철학 

은 우연과 불확실의 관념을 주장하게 되었다. 케이 

지는 계획에도 없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형 

식들을 실험하였으며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음이라 

고 하는 물리현상과 그것을 낳는 주체인 행위과정으 

로서의 음악 작품이라고 하는 근대의 음악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행위와 

물체와의 새롭고 충실한 과정이란 생각은 해프닝의 

탄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즉 기존형식의 한계를 깨뜨리고 공간과 시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예술가의 행위는 인간과 실생활의 

융합으로 나타나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조형분야에서의 해프닝의 전개

여러가지 매체를 혼합한다는 개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을 생활과 혼합시킨다는 개념으로 

발달된 해프닝은 여러 조형분야에서 20세기 무정부 

주의의 산물로써 전개되었다. 따라서 실연으로써 해 

프닝의 전개 형식이 두드러졌던 미술, 음악, 무용 등 

에서 고찰해 보았다.

해프닝은 미술가들에게 두 가지 양상에서 지속적 

인 영향을 끼치고 전개되었다. 하나는 시각예술에 

비영구적인 일시적 양상을 도입시킨 것이고 또 하나 

는 오늘날 '이벤트 구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커다 

란 호기심을 야기시킨 점이다. 이벤트 구성이란 이 

벤트와 행위를 공간에서 오브제 (가령 해프닝 장소 

에 설치한 상황물들)가 잘 어울리는 효과를 내도록 

배치, 배합하는 환경적 행위의 구성이었다. 한편 해 

프닝이 때때로 파괴적이고 난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 

에 미술 작품의 반창조적 양상에 주의가 집중되기도 

했는데, 즉 미술이란 두들겨 부수는 과정--단순히 작

16) 황영희, op. cit., p. 5.
17) M Ragon, 김현수 역, 예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미진사, 1986, p. 35.
18) 1940년대와 50년대에 뉴욕에서 작업을 하고 개인적 양식을 확립하던 혁신적인 화가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뉴욕이라는 도시환경을 공통적으로 소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과거의 전통을 거부하면서 강렬하고 본원적인 

미국전위 회화를 창조함으로써 결합되었을 뿐이었다.

19) Allan Kaprow, 'Part I' Art News, 1971, 2, pp, 28-31.
20) Rose Lee Goldberg, op. cit.,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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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자체를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관객의 감수성을 

장벽까지도 깨뜨려 버리는---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게끔 전개되었다.

해프닝에 있어서 행위는 그것이 창고, 길거리, 지 

하철 정류소 등 어느 장소, 어떤 물체에 주어지게 될 

지 모르므로 관객 반응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었다. 관객의 참여는 해프닝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였 

으며 소수의 관객들은 참여했고 나머지는 관극에만 

전념했다. 행동을 안한다는 것도 하는 것만큼 중요 

했고 침묵은 소요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었으며 정 

체상태는 움직이는 것만큼의 의미를 지녔고 즉흥적 

인 것은 계획된 행동만큼이나 흥미로왔다가).

복합적인 매체에 관심있는 작가들에게 계속적으 

로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해프닝은 그들에게 춤, 작 

곡된 음악, 전위적인 연극 형식의 일면으로 이용되 

었다. 해프닝의 전개는 이미지의 단절이나 전통적인 

일차원적 구성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는 

연극과 구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예술 

형태보다도 연극적인 면이 많다功.

즉 미술가의 주의를 끄는 연출 예술은 연극뿐만 

이 아니라 영화도 연극에 못지 않게 새 미술의 실험 

을 위해 새롭고 적절한 표현수단을 제공했다•

많은 비평가들이 1952년 미국 북 캐롤라이나 블 

랙 마운틴 대학 (Black Mountain College)에서 최초의 

해프닝으로 간주되는 '이벤트'를 실연한 케이지를 해 

프닝을 직접 체험하게 한 대표적 작가로 꼽고 있는 

데 그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1950년대 후반의 시각예 

술 분야에 심오한 영향을 끼 쳤다. 이 '이벤트는 케 이 

지와 그의 동료가 텅빈 광장에 4부분의 구획으로 대 

각선의 통로를 만들어 의자를 배치하면서 이루어졌 

다 (그림 2).
또한 그는 4분 33초 동안 의도적으로 아무런 음도 

들려주지 않은 실험적인 작품인 침묵의 곡에서 음 

악의 세계를 넘어 연극, 무용, 문학 등은 물론 주위 

전체의 소리까지 확장시켰으며 케이지는 소음과 우 

연성의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음악에 있어서 작곡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을 향한 광범위한 강조,

〈그림 2> Rose Lee Goldberg (Performance Art, p. 127)

생활과 미술의 통합, 그리고 자연적 과정으로 생각 

되는 동양적 가礼 선 사상에 그 기초를 두었다•

궁극적으로 해프닝 발생의 정신적인 배경은 케이 

지의 최초의 공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케이지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들의 환경 주변에 

서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음에서 음 

을 발견한 음악영역의 확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조 

화의 붕괴를 의미한다. 케이지의 침묵의 곡에서 본 

바와 같이 작가와 청중과의 관계를 통해 동시에 감 

상하며 또한 환경이 그것을 이루는 공간임을 의미화 

함으로 예술이 예술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 

상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험적인 단계로 평판이 나기 시작한 

블랙 마운틴 대학의 음악가인 케이지와 무용가 머스 

커 닝 험 (Merce Cunningham)은 카프로와 그의 동료들 

에 의해 행해졌던 해프닝이란 예술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였다的.〈그림 3〉의 

•Variation V 이란 작품으로 케이지와 커닝 험, 피아 

니스트인 튜더 (David Tudor), 그리고 르로이 (Bar

bara Lloyd), 멈마 (Gordon Mumma)와의 공동작으로 

이 작품의 대본은 가능한 반복을 위해 우연성에 의 

해 공연 후에 쓰여졌다. 공연장은 무용가의 움직임 

이 행해질 때 이에 대응한 조명과 음향효과를 발하

21) 김지한, 미국 Happening의 展開와 公演藝術에 미친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 9.
22)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op. cit., pp. 516-7.
23) 황영희, op. cit., p. 10.
24) Rose Lee Goldberg, op. cit.,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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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se Lee Goldberg (Performance Art, p. 136) 

는 광전판의 격자가 교차되었다. 뒤쪽에서는 무용수 

커닝험과 르로이의 행위가 있으며 앞쪽에는 케이지, 

튜더, 멈마가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지와 마찬가지로 커닝험도 걷고, 서고, 뛰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 임도 충분히 무용에서 고려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풍부한 신체 언어를 갖고 있으며 동전을 던져 안무 

를 결정짓는 우연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움직임의 영 

역을 넓히고 있다. 무용의 갖가지 요소 즉 템포, 동작 

의 방향, 동작의 종류를 화면에 그려 동전을 던져서 

그 조합을 정한다든가 신체의 부분에 번호를 붙여 

같은 방법으로 동작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작법 

에 의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매우 드라 

마틱한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다. 커닝험은 이 상상 

력의 제한을 우연성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파괴하고 

보다 뛰어난 상상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우연성의 이용과 더불어 상용된 것은 무용수의 

즉흥성을 중시하려는 방법이었다”). 발레나 기타의 

무용에서도 안무된 것을 그대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 나름의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즉흥 

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커닝험은 이 즉흥성의 범 

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 비교적 간단한 동작만을 

지시하고 자유롭게 등장시키기도 하고 퇴장시키기 

도 했다. 또 즉흥성과 우연성을 동시 에 중첩시 켜 사 

용될 때도 있었다. 그의 무용은 우연성과 즉흥성 이 

외에도 타 분야와의 동시 진행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도 특징이 있다.

즉흥성, 우연성, 동시 진행성 그리고 커닝험이 사 

용하는 일상적 동작 등의 개념은 케이지와의 교류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커닝험은 케이지 만큼 급진적인 

사상가는 아니 었으나 그의 사상은 후기 현대 무용가 

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미술가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혹은 해프닝을 벌이도록 하였다.

카프로는 케이지에게 작곡을 배우면서 해프닝을 

일으킨 중심인물로 이것을 환경예술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해프닝을 주어 

진 시간과 환경에서 실연되어지는 연극과 관련된 미 

술형태이며 내용과 구조는 환경의 논리적 확장이라 

고 규정하면서 1959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해프닝을 

실연하게 되었다. 카프로는 해프닝을 무한한 융통성 

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예술형태로 전개시켜 

나갔으며 작가, 청중,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 

공하였으며 다른 분야의 많은 뉴욕 작가들인--래드 

그룸스 (Red Groooms: 1937-), 클래스 올덴버그 

(Claes Oldenburg: 1929-), 로버트 휘트먼 (Robert 

Whitman) 알 한센 (Al Hansen: 1927-1995), 짐 다인 

(Jim Dine: 1935-)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그림 4> 

는 짐 다인의 'Smiling workingman' 이란 작품이다. 

넓은 캔바스 위에 'I love what i' m---' 이라고 쓰여 

져 있으며 붉게 채색된 손과 머리, 커다란 검은색 입, 

그리고 붉은색 스모크를 입고 있는 그는 페인트 통 

을 마시고 있다.

〈그림 4>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p. 397)

25) 김해성, 현대 미술을 보는 누 열화당, 1991,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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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은 카프로에 의해 체계적인 이론으로 전개 

되었는데 그는 예술의 경계를 생활영역으로 확장하 

였으며 역으로 예술작품안에 비예술 재료를 결합시 

켰다. 생활이라는 비예 술영역에서 예술영역으로의 

확장은 카프로의 해프닝에서 보다 총괄적인 이론과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카프로는 관람자와 예술작 

품 사이의 시 • 공간적 구분을 제거함으로써 예술경 

험의 한 요소로써 미적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타당 

성을 부정해 왔으며 그는 관객과 예술가, 예술작품 

사이의 구분을 제거하려 하였다英'.

뉴욕의 작가들 중 로버트 라우젠버그 （Robert Rau

schenberg : 1925-） 는 화가로서 그의 해프닝은 신무용 

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952년 블랙마운틴대학에 

서 케이지의 이벤트에 참가했으며, 그 때부터 미국 

의 음악과 무용의 가장 진보적인 요소와의 관련을 

지속해 왔는데 특히 커닝험의 무용단에 참가하여 많 

은 해프닝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무용과 퍼포먼스 

의 매체들에 있어서 라우젠버그는 항상 전통 안무법 

에 대응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며 그는 무대장치를 만 

들고 의상을 준비하였으며 무용가들을 감독하였다m 

（그림 5）.

라우젠버그는 역시 전면 백 （白）의 대형작품인 화 

이트 페인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캔버스가 아무 

런 톤의 변화도 없이 횐색만으로 덮혀 있을 뿐의 작 

품이었다. 이와 같은 화가들의 무감각한 표정이야말 

로 케이지의 무음 （無音）의 연주에 비길 수 있는 것 

이다. 케이지의 무음의 연주를 단지 '듣는 것만으로 

가치 있듯이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화면은 단지 

〈그림 5>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p. 403) 〈그림 6>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p. 146)

'본다는 것 자체에 전 가치가 부여되었다.

즉 케이지의，침묵의 곡，이나 로젠버그의 '화이트 

페인팅'은 작가와 청중과의 관계를 작품을 통해 이룩 

한다는 종래의 방법을 다같이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술은 예술가에 의해서만 창작될 수 있 

는 전매특허 （專賣特許）란 사상을 무의미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한다. 본다는 것과 듣 

는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자 시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을 시간적 예술로써 보아 왔던 

종래의 관념과 동시에 미술을 공간적 예술로써 보아 

왔던 종래의 관념을 벗어나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의 복합을 나타내는 것이다2野

1950년대 말과 I960년대 초에 미국 미술계에 갑 

자기 등장했던 해프닝은 I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기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해프닝이 

그 진기한 성격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역할을 

점차로 실험적이고 흥행적인 연극이 대신했기 때문 

이다.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 보다 보수적인 유럽 

에서는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해프닝에 대한 열기가 

상승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수준높은 활동을 보여 

주었던 국가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었다.

〈그림 6＞과〈그림 7＞은 유럽에서 공연된 해프닝 

으로 이브 클레 인 （Yves Klein: 1928〜62）의 작품 （그 

림 6） 'Anthropometries'는 1960년 3월 파리에서 공공

26） 주경란 조지 시걸의 '타블로 조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15, p.19.
27） 김진한, op. cit., p. 57.
28） 오광수, op. cit., p. 37.

395



58 Happen询哗과 Hippies 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연히 공연되었다. 완전하게 이브닝 드레스로 갖추어 

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해프닝으로써 클라인은 

'모든 진행과정을 명백히 하기 위해 스튜디오 베일의 

틀을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그림 7> 

은 만조니 (Piero Manzoni: 1933~63)의 'Living Sculp- 

ture'라는 작품으로 그의 행동은 어떠한 '만국적인 정 

신，도 유효한 예술 소재로서 인체 자체의 확언 이상 

은 아니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살아있는 인체 조각 

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클라인이나 

만조니 모두 이러한 행위가 예술의 진행과정을 명백 

히 드러내고 회화적 감수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들 

의 작품이 갤러리나 박물관의 유물로 사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하였다2? 

그리고 유럽 밖에서는 일본이 볼 만한 이벤트를 창 

출해 냈다. 유럽 미술가들이 벌였던 이벤트는 여러 

면에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미국의 것과는 달랐다. 

미국인들에 비해 보다 추상적이었던 유럽 미술가들 

은 극단적인 상황의 모색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 

았던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 

하기 어려운 것, 즉 사회의 적대자나 반역자로 몰릴

〈그림 7> Rose Lee Goldberg (Performance Art, p. 148)

그런 것을 필사적으로 탐색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동시에 이러한 유럽의 이벤트들은 미 

국에서 있었던 것보다 한결 더 지적이었다现.

그러나 해프닝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의 여파는 

심각했고 결국 J. 때까지 억눌려 있던 많은 세력들 

을 자유롭게 놓아 주는 역 할을 했다. 자유, 그것도 무 

정부주의적인 자유가 이 운동의 실질적인 표어였다. 

동시에 그것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히피 운 

동에 영감을 불어넣은 정신이기도 했다. 이 무정부 

주의적인 운동은 자유와 확실성, 그리고 돈이나 경 

력을 위한 투쟁으로써의 삶이 아닌 진정 삶다운 삶 

을 추구했으며 호전적인 공격성은 없었다 해도 혁명 

성을 띤 운동임에는 틀림없었다. 더욱이 이 히피 운 

동의 많은 요소들이 빛을 보게 된 데는 현대 예술의 

매개적 역할이 컸고 덕분에 새로운 철학의 종합도 

가능할 수 있었다

즉 해프닝의 전개를 계기로 하여 인간에게 세계 

의 인식이 결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을 가능 

하게 하였다.

ID. Hippies 문화의 특성

1. Happening의 조형성과 Hippies 문화

히피 문화는 해프닝의 조형적 내면 세계가 그 바 

탕이 되어 형성된 것으로 히피 문화의 형성 배경을 

해프닝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계 저)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계 

속되는 대립은 냉전이라는 불안정한 사회체제를 지 

속시켰고 제 3세계의 빈곤과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 

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지표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삶과 죽음, 부상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반전과 반핵, 대규모 학생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젊 

은 세대들의 문화는 기존의 윤리와 가치에 기초한 

기존문화와의 구별을 주장하는 반문화 (counter-cult- 
ure)적 성격이 강하였다制.

29) Rose Lee G이dberg, op. cit., p. 148.
30) 루시수미스, 김춘알 역, op. cit., p.223.
31) 한스로크마커, 김유리 역, op. cit., p. 223.
32) Amy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fers Soulles Skinheads & Skaters, The Overlook Press, 1996, p.

-396 -



제 8 권 제 3 호 李孝眞 59

이러한 배경에서 반문화적 성격으로 성립된 청소 

년 문화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런던을 비 

롯해 뉴욕, 파리 등지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 

어난 문화혁명으로써 구체화되었는데, I960년대 미 

국이나 전후 복구를 마친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 

가들은 주문화의 여전한 기득권적 세력유지 속에서 

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항적인 하위문화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대중사회 의 면모를 잘 드러내 

었다.

즉 반문화는 그 문화의 지향목표나 표현방법 형 

식 또는 섬세성에서 노동계증 젊은이들의 마약과 음 

악의 문화에 가깝다기 보다는 사회주류문화 중 상급 

문화에 더 가까왔는데 중상급 계층의 젊은이들은 록 

(rock) 음악 중에서도 내면적인 실험성을 띤 종류의 

것이나 정치내용 성향의 민속음악적인 록 음악을 선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制 특히 I960년대 후반은 

문화적 과정의 혼합 및 변화의 정신이 있었으며 개 

인은 표면적으로 개인적 표현이나 하부문화적 표현 

을 통해 사회적 운동과 발생에 부응했다").

이렇게 1960년대 들어와 전후의 경제발전으로 파 

생된 물질만능주의와 기성세대에 환멸을 느끼는 젊 

은이들의 심리적 갈등은 기성질서나 개념을 타파하 

는 '히피 운동'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 

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가치에서 이탈함으로써 자 

신들이 발견한 새로운 이상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반 

문화적 양상이 지지를 받았고 그러한 움직임은 히피 

'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되 었는데 1965년 무렵 샌프란 

시스코 (San Francisco)의 하이트 (Haight) 스트리트와 

애쉬베리 (Ashbury)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하이트 애 

쉬베리 지역에서 히피 운동이 시작되었다.

히피 문화의 근원은 1차 대전 후 파리의 중산층, 

지식계급이나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비트족 (beat 

generation)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히피는 기존 

의 예술양식에 반격을 가한 전위예술의 선각자 비트 

족의 사상을 이어 받았으며 이들은 다다나 초현실주 

의의 선봉자로 사회 격변에 대한 반응으로써 모든 

기존의 규율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다다, 초현실주 

의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히 즉 해프닝의 발생배경에 

는 20세기 초의 반예술양식의 기수였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의 양식이 근원적인 동기가 되 

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히피 문화 발생이 해프닝과 

밀접한 내면의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히피라는 용어는 1950년대 힙스터 (Hipstei产들이 

사용하는 욕이었으며 '자극적인 것에 지나치게 몰두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I960년대 

히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긴 머리 

를 한 사람'들을 지 칭하기 위해 매스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功

히피의 모체가 되는 비트는 예술문학적 지성인들 

이 핵심인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른바 비트족 

의 산실이었던 미국 신문학의 발상지였는데 미국의 

비트족은 1950년대 초 실존문학의 기수였던，영국의 

성 난 젊은이들 (English Angry Young Men)의 아류격 

으로 그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결집되었다%).

비트 (beat)는 매질 당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 

중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트족은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현대 산업사회 및 기성세대 

의 질서와 도덕문화에 반발한 방랑자적인 문학예술 

가 그룹으로 일명 패배자 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였 

다히 또 미국 현대 젊은 세대를 지칭하기도 하였는 

데 기성세대의 거부와 광란적인 재즈음악의 선호, 

초조한 반항 등이 특색이었다. 이러한 비트족의 소 

극적이고 도피적인 경향은 1950년대 미국의 물질주 

의 의 만연과 자본주의 문명의 모순에 대 항하는 힘이 

될 수 없었으며, 1960년대에 나타난 히피 문화의 전 

조로 남게 되었다.

33) 강현두 역,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남출판, 1998, p. 147.
34)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University of Califbnia, 1985, 

p. 144.
35)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 88.
36) 힙스터들은 Behop이라는 뮤직에 열중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의 독특한 의상 스타일은 베레모와 염소수염, 넓 

은 칼라풀한 스카프와 덮개로 갖추어졌다.
37)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 Hudson, 1994, p. 65.
38) 한스로크마커, 김유리 역, op. cit., p. 224.
39) Amy de Hate and Cathie Dingwall, op. ci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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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록 팝 (pop) 뮤직 등은 바로 바로 히피 문화 

의 산물로써 특히 낭만적 주제를 담고 있었던 록 음 

악이 새로운 가치관을 다루면서 변모하기 시작하였 

다. 새로운 록 음악의 관능적이고 불안정한 리듬, 강 

렬한 음조는 히피들이 주장한 새로운 생활방식과 완 

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속에서 가난, 질병, 

전쟁 등 모든 고통을 잊고 자신들의 반항심리를 키 

워갈 수 있었다. 즉 진부하고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 

나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갈등, 성과 폭력, 변화 

된 가치관 등 인생전반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펼치 

게 되었다.

히피 반문화로 부터 시작되는 히피의 외모는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그들의 정체감을 주구하는 것 

을 강조하였으며 규격화되고 경직된 사회의 역할에 

맞는 유니폼을 입은 것에 반기를 들어 자아를 표현 

하였다. 그들의 의상 스타일은 패션의 주흐름 속으 

로 도입되었다. 히피들이 중고시장으로부터 도입한 

오래된 털코트, 크레이프 드레스, 군인 외투 등의 추 

레한 차림새는 시민적 반권위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부에 대한 경멸을 표현한 것이었다. 히피의 너덜거 

리는 의복은 전통적 노동 윤리를 고발함으로써 일 

탈의 상징이 되었다. 샌들이나 맨발은 가난의 상징 

으로 오랜 기간의 지친 여행자의 가난함의 표상이 

되기도 했으며 히피들은 학교, 가정, 도시생활로 부 

터 일탈하여 새로운 생활방식인 자치제 형태의 농장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8＞은 1967년 

New York의 Central Park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love child' 이 다.

〈그림 9〉은 Vogue에 게재된 1968년 Hyde Park의 

히피들의 모습을 일러스트레이션한 것이다.

즉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사이의 반문화 운동은 

산업화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었고 히피들의 장발은 

기존질서인 '대량생산'에 대한 반동이자 기계에 의해 

지탱되는 삶과 문화의 일체화에 대한 반동이었다

고급문화나 예술의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하는 것 

이라든지 마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흑인문화나 

민속문화로 부터 그 문화내용을 빌려 온다든지 하는 

점, 그리고 그들이 갖는 급진주의적 가치관 등으로 

특징되는 문화의 모든 내용들은 이전의 고급문화적

〈그림 8> 1967년 New York Central Park, *love child'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II), 슬라 

이드)

〈그림 9> Deirdre Clancy (Costume Since 1945, p. 72)

전위예술에 이어 내려오는 문화내용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양상들은 대중문화에서 수용되었던 

해프닝의 발전 배경과도 흡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

40) 이단, 뤼펑 op. cit.,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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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중문화가 폭력과 성 （性）을 강조하기 때문에 

난폭하게 되고 저속화한다는 가정 （假定）, 사람들에 

게 현실을 주시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현실도피적으 

로 만든다는 가정, 사람들이 고급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 파괴 

적이라는 가정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문화는 현대문명의 기계화된 작업과정에서 개인이 

약화된 데서 출현한 것으로 시대적인 병태 （病怠）, 

광란, 히스테리 정서와 심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 출 

현자체도 모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치는 예 

술이나 문화영역 내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반 

이성적 광란 역시 절대 피할 수 없고 그 나름의 합리 

적 존재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해프닝이 히피 문화 형성에 절대 

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측면 

을 해프닝의 조형적인 면에서 비추어 보면, 뒤상이 

나 라우젠버그의 경우 소극적 측면에서 이젤회화의 

한계를 선언하여 삶과 예술의 거리를 약간 좁힌 것 

에 불과했다. 그들은 새로운 예술환경을 창조하여 

조화롭고 완정 （完整）한 예술을 우리의 생존공간 속 

에 전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파괴, 조롱으 

로 임무를 끝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술은 한 

낱 생활 쓰레기나 폐품과 같은 것으로 그들은 생활 

속의 저질 물품으로 예술과 등호를 그었다.

히피 문화는 시각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과 무용, 그리고 행위자나 관람자의 전인격이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상태에 몰입되게 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인 단막극, 게다가 혼음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은 신 이교의식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예술행태를 

보였다. 물론 그것은 해프닝과의 연계성을 말해 주 

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히피 문화는 때로 혐오 

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해프닝의 무모성이나 추태 

를 높이 사기보다는 비록 형식없이 즉흥적으로 표출 

되기는 했어도 미적 요소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의도 

가 역력했다.

2. Hippies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

히피 문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히피들의 

패션으로써 히피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였다. 또한 20세기 후반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으며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패션 디자 

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히피 패션에 나타난 조형 

성을 성 （性） 개념의 타파, 에스닉 （ethnic） 특성, 아르 

누보 （Art Nouveau）양식 특성, 사이키델릭 （psyched

elic） 특성으로 분류하여 해프닝의 조형적 측면과 함 

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성 （性） 개념의 타파

히피들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부정과 경쟁사 

회에 대한 반문화적 체제의 공동생활을 실천함으로 

써 개인과 집단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무정부주 

의를 주장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성적 터부의 많은 부 

분을 깨뜨림으로써 성에 대한 언급의 자유를 확대시 

켰고, 거리낌 없는 대담한 누드 모습이나 여자들의 

가슴노출 등의 성적 표현은 충격적이기까지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누드는 저항문화의 새로운 성적 

태도로써 부분적으로는 고전적 나체 철학이 단순히 

부활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복이 개인적 의사 

소통을 방해한다는 주장으로 의복 없이 지내는 것이 

자유롭고 나체는 즐겁다고 했다. 누드는 다른 사람 

들에게 노출에 대한 극단적 염려로 부터 자유로와지 

는 계기를 주었으며 프리섹스의 예고가 되기도 했다 

的.〈그림 10＞은 1969년 Woodstock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나체의 히피들로써 목가적인 꿈의 동경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림 11〉은 1960년대말 히피 아가씨의 몸에 꽃 

을 그리는 해프닝을 보여 주고 있다. 해프닝에서 흔 

히 등장하는 나체의 모습에서와 마찬가지로 히피들 

은 전통적 성 개념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 자연스 

럽게 나체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I960년대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획기적 

인 요소들을 받아들여 정신적 자유를 구가하는 히피 

를 위시한 청년 문화와 성을 초월한 모드를 탄생시 

켰는데 히피들의 의복과 외모, 가치, 취향 그리고 행

41） 강현득, op. cit., p.53.
42） 간문자, 抵抗패션이 母 패션으로 轉移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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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69년 Woodstock의 히피

Fashion (77ze Mirror of History (H), 슬라이 드)

〈그림 12> 1968년 San Francisco Haight Ashbury의 히피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II), 슬라이 드)

〈그림 11> 1960년대말 아가씨 몸에 꽃을 그리는 

해프닝 (세계풍속사, p. 379)

동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낸 반순응주의적인 청 

년 문화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

이 당시의 전반적인 패션 경향은 좀더 실험적이 

고 창조적이며 젊은이를 주제로 한 것들이었고 한편 

으로는 혼란의 시대였으며 유니섹스복, 바지, 남녀의 

긴머리와 정부와 반란의 시대였다“)고 하였는데 히 

피들의 진 (jean) 착용은 당시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부정, 그리고 성 개념의 타파와 

함께 반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즉 히피들은 중류계 

급의 자녀들을 선두로 머리모양, 복장, 관습 등을 자 

신들의 방식대로 변화시킨 집단으로 모두 긴 머리에 

진바지를 주로 입었다.〈그림 12〉는 1968년 샌프란 

시스코에서 볼 수 있었던 히피들의 모습인데 남녀 

구별없이 긴 머리에 허름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 

던 히피들의 차림새는 뒷모습으로는 성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남녀가 똑같은 의복을 입어서 성의 구 

별이 완전히 타파된 패션이었다43 44).

43) Diana Vreeland, The Changing World of Fashion, New York, 1977, p. 99.
44) 서유리,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 94.

I960년대 말에는 유행에 대한 거부로 히피 패션이 

탄생하여 확실한 개념의 유행이 존재하였는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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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복이나 부르조아의 의복과는 상반되는 노동자 

의 작업복이나 블루진과 같은 서민적 감각과 집시 

스타일, 야성적인 가죽 제품, 니트소재가 크게 유행 

하였다的. 히피은 자신들의 표현양식으로 블루진을 

택하여 착용한 원인은 평등사상이 었으며 인간의 자 

유와 힘, 젊음의 욕구를 발산하는 블루진은 단순한 

옷의 범주를 넘어서 가장 대중화된 문화적 상징의 

존재가 되었다的(그림 13).

따라서 진은 I960년대의 반문화 폭발과 전반적인 

저항운동을 미리 보여 준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더 

자유롭고 덜 구속적이며 더 유연한 사적인 생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진은 지나칠 정도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표현하였다.

I960년대 이후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진 여러가 

지 변형물들이 나타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라는 세속적인 구분법을 바꾸어 버렸으며 양성 (兩 

性)들 간의 외모 차이를 강조하고 강제적으로 분리 

하였던 이분법은 흐려졌고 이에 따라 조건들의 평등 

이 진전되었음을 보게 되었다〈그림 14>의 경우는

〈그림 13> Ted Polhemus (Street Style, p. 64)

〈그림 14>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1971 년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 (Carnaby Street)에서 

볼 수 있었던 패치웍의 블루진이다. Andrew Yanna- 

kou의 디자인인 이 히피 패션은 허리밴드의 패치웍 

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의 다리에 17개의 허리밴드 

가 사용되었다. 히피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진즈는 

궁극적으로는 남 • 녀 성 구분의 가치를 모호하게 만 

든 의상이 되었다.

이렇게 히피 패션에서 보여진 진은 기존의 성 개 

념을 타파함으로써 누드의 모습과 더불어 유니섹스, 

그리고 전통적 성 개념이 완전히 무시된 앤드로지너 

스 (androgynous)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 개념의 타파는 모든 강요와 인위 

적인 조작을 거부했던 자연럽고 자발적인 상황의 희 

구 즉, 육체적 노출이나 집단행위의 의식을 행했던 

해프닝의 내면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에스닉 특성

45)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56.
46) 김소영, 양숙희,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0, no. 4, 1996, p. 575.
47) 질 리포베츠카 著, 이득재 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99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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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피의 등장으로 도시를 향한 열풍은 다시 시골 

에 대한 향수로 역전되었고 사람들은 민속적인 예술 

과 복식에 새로운 기호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자 

연으로의 접근과 보다 심오한 실재에 대한 추구는 

에스닉 예술이나 의복 등 에스닉에 대한 관심을 불 

러 일으켰다. 히피들의 에스닉 취미의 의상과 액세 

서리, 헤어스타일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은 개인적 

인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조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히피 패션에 있어서 에스닉적 특성은 히피 

문화에 내재된 종교적인 측면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교와 인도 신앙이 정신적인 것을 추 

구하는 히피들에게 비철학사상으로 환영받았고 

I960년대 말의 세계는 중국의 문화 혁명과 영국 및 

프랑스령 식민지의 독립,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제 

3세계가 세상의 관심을 모았으며 이에 많은 젊은이 

들이 특히 동방 문화에서 감동을 찾기 시작했다• 이 

러한 움직임들이 패션에 반영되어 강한 에스닉풍의 

의상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히피 문화와 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전, 반월남전과 같은 저항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동방의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구별된 생활양식을 갖게 

되었으며 현대의 물질만능 소비사회에 대한 갈등을 

신비의 종교세계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현대 

문명에 대한 반항으로 위생에 대한 경멸감과 학교교 

육의 거부 그리고 일을 통한 댓가의 거부 및 가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중시했으며 히피들의 패션에서 

이러한 태도는 에스닉적 특성으로 표출되었다(그림 

15, 그림 16).
즉 히피 소녀들은 경박하지만 전통주의자 처럼 

화려한 꽃무늬의 짚시풍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 

혼 여성들이 입는 술과 끈이 달린 튜닉, 매우 짧은 

로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바지 등을 착용하였다. 이 

러한 잡다한 패션의 혼합은 전통에 근원을 둔 비밀 

스런 갈망이나 가장을 위한 무의식적 상징을 의미하 

였다")• 사랑을 부르짖던 히피들은 꽃을 사랑과 평화 

의 상징으로 택하여 꽃을 단다든가 꽃문양 의상을 

입는 것으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림 17)은 

1966년 가장 세련된 히피 스타일인 플라워 파워

〈그림 15> Ted Polhemus (Street Style, p. 65)

〈그림 16> Farid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p. 261)

(flower-power)의 예술적 표현의 디자인이다. Colin 

Woodhead의 이 의상은 어떠한 것이든 채색된 꽃무 

늬로 온통 칠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예술가 Saint에 의해서 핸드 프린트된 린넨 

수트와 면 셔츠이다. Colin Woodhead는 1966년 'the 

summer of love' 동안 그리 스의 Myconos에 머 물면서 

이와 같은 꽃문양을 특색으로 하는 히피 패션을 창 

안하였다.

48) Contini Mila, 5000 year of Fashion, Milan : Arnold Mondador, 1979,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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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roline Renn이ds, Mil Bank 

(New York Fashion, p. 213)

〈그림 17>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당시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에스닉 특성은 반체제 

적 표현의 상징鈔 이었으며 디자이너들은 세계의 민 

속적 소수국가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丸）.

＜그림 18＞의 경우는 인디안과 멕시칸의 분위기 

가 담긴 매우 이국적으로 만들어진 에스닉 드레스로 

써 더할 나위없이 반체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페전트, 집시, 그리고 다양한 에스닉적 특징을 담 

은 이 이브닝 드레스는 Geoffrey Beene의 1969년 디 

자인으로써 당시의 하이 패션에서도 히피 패션의 두 

드러진 조형성인 에스닉한 요소들을 조형적으로 표 

출하였다纨.〈그림 19〉의 경우도 히피 패션의 영향 

을 받은 하이 패션의 디자인이다.

또한 히피들은 영국 에드워디안 왕조시대孙 의 복 

장과 풍습을 초근대적으로 흉내내기도 하여 사회에 

초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於）.

히피들 스스로 평화추구를 나타내기 위해 입었던 

민속적 인 의상이나 낡고 추레한 중고 의류를 입으려 

는 고의적인 선택은 기존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 

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싹튼 에스닉에 대한 관심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I960년 

대말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즉 히피들은 규범적 사 

회에 대한 저항으로 너저분한 외모를 하였으며 기계 

문명에 대한 저항으로 수공예품을 선호하는 것과 전 

원적 생활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스타일은 자연소재로 만든 수제품 외투와 

에스닉적인 아프간 코트와 카프탄, 수장식된 베스트, 

인디안 튜닉과 실크 스카프, 면제품과 칼라플하게 

수놓은 머리띠, 긴머리에 구렛나루를 기르고 챙이 

넓은 카우보이 모자, 두꺼운 망토, 데님이나 진에 화 

려하게 수놓은 디자인으로 장식하였다.

49) Deirdre Clancy, Costume Since 1945, Herbert, 1996, p. 89.
50) Caroline Rennolds, Mil Bank, New York Fashion, 1989, Harry N.Abrams, p. 211.
51)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op. cit., p. 4.
52) Victoria 여왕의 아들인 Edward MI 가 재위했던 시기, Calas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1975, p. 167.
53) Wmam Morris,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Houghton Mifflin Compan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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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aroline Rennolds, Mil Bank

(New York Fashion, p. 242)

디페인트, 반체제적인 숱한 지하출판물 등을 통해 

보급되었고 파급효과도 컸다").

아르누보는 19세기말 프랑스에서 공예와 건축분 

야에 일어난 일종의 디자인 운동으로써 산업혁명 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예술의 생활화와 사회화를 

주장한 조형언어이며 비전통적이며 자연주의적 ,유 

기적 곡선양식이 그 특징이었다. 즉 아르누보는 문 

명이 한계에 이르었다고 믿는 현세부정적인 허무주 

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쾌락주의적 특성을 보인 유 

미주의 (Aestheticism)와 문명의 몰락에 대한 위기의 

식까지 반영하는 퇴폐주의 (Decadence)어) 빠져들게 

되었다罚〈그림 20>은 아르누보 시대의 꽃장식 패 

턴이 다.

즉 그들의 예술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되었다. 정지없이 율동하는 듯한 형태, 소용돌이 치 

는 화면속에 용해되는 인물형상과 장식적 문양들, 

불꽃 또는 무리의 형상을 띤 문자들, 비대칭, 온갖 종 

류의 미묘한 색조변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 

져 충격적이지 않으면서도 기묘한 감흥을 유발하였 

다. 이 같은 조형적 특성들은 특히 히피 패션의 문양

히피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에스닉 특성 

역시 해프닝의 반예술, 반문명, 반체제적인 열정이 

확대되어 나타났던 내면성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3) 아르누보 양식 특성

히피들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예술이 출현하였는 

데, 그것은 반 이성주의다운 동시에 지적 신비주의 

다운 면모, 황홀경과 우주합일 상태, 그들의 기쁨과 

가변적인 진실, 혁명적인 이채 (異彩)를 띤 인도 박 

애주의, 경계없이 자유로운 성교와 승화된 사랑의 

공존 등등, 그들의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 필 

요했다.

히피들은 예술적 영감을 아르누보에서 찾았다. 이 

성주의와 기술주의에 대한 항거, 신비적이고 불가사 

의한 것, 주관적 자유와 성적 탐닉을 추구한 또 다른 

예술이 바로 아르누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환각적인 형식은 각종 포스터, 직물도안, 바 〈그림 20> 정흥숙 (복식문화사, p. 340)

54) 한스로크마커, 김유리 역, op. at., p. 225.
55) 정흥숙, 서양복식사, 교문사, 1997,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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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69년 히피가족들 Fashion 

(7阮 Mirror of History (H), 슬라이드)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되었다.

〈그림 21〉은 히피 가족들로서 직물의 문양에서 

아르누보 양식 패턴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2＞는 1966년 Ann Klein의 점퍼수트로 건 

축적인 바지형태의 디자인으로 소재의 유동적인 복 

잡한 문양은 아르누보의 조형성을 가진 것들로 당시 

히피 패션에서 재등장하여 직물을 장식하였던 특징 

들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사회가 몰고온 새 관념이 우리의 생존환경, 

즉 물질환경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까지 

바꾸어 버렸다. 예를 들면 현대인은 복잡한 바로크 

나 로코코풍의 건축물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현대 

산업사회가 간결, 명쾌, 신속 그리고 물 흐르는 듯한 

작업에 획일적인 대량생산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당 

연히 복잡한 수공을 요하는 예술인 공예성 강한 이 

젤회화가 그런 현대 사회의 요구에 쉽게 적응할 수 

가 없다 더구나 한 폭의 그림은 오직 그 하나뿐으로 

똑같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이젤회화가 현대인의 무 

한한 작품 소유욕을 충족시켜 주기엔 이미 역부족이 

었다构

이러한 당시의 사고방식은 물질적 풍요와 진보에 

대한 반항의식을 팽배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히피 패션에서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

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으며 1960년대말 당시의 레 

코드 자켓，포스터 등을 비롯한 디자인 전반에 영향

56) 이단, 뤼펑, Op. cit., p. 178.
57) 오오키 고오스케, 박희준 역, 마약 . 뇌 . 문명, 정신세계사, 1991,

〈그림 22> Caroline Rennolds, Mil Bank

(jV彼 York Fashion, p. 227)

을 끼쳤다.

즉 문양에 있어서 미로와 소용돌이 , 아라베스크 

무늬 등은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사이키델릭 특성

히피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 

운 삶의 방식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기존사회에서 이 

탈하여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로써 자연회귀의 본능 

에 따라 전원생활에 복귀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 

는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불안한 현실을 도피하든지, 

의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사이키델릭 특성으로 표 

출되 었다.

즉 꿈과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였던 1960년대 후 

반 젊은이들의 이상을 구현한 것으로써 사이키델릭 

한 요소들은 일종의 도취인 환각 상태를 표현하였다 

사이키델릭 (psychedelic) 용어 자체의 개념은，호홉 

영혼', 인간을 의 미 하는 그리스어 bsche，와，시각적 

이라는 'delos，에서 유래5가하였는데 1966년 영국에서

p. 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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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장 첨단적인 단어가 되었으며 갑자기 모든 

현기증 나는 옵아트 (Op Art), 팝아트 (Pop Art) 디자 

인들과 금속성의 색상, 그리고 야한 장식들을 의미 

하였다岡〈그림 23＞은 1965년 Vogue지에 일러스트 

레이션된 옵 아트 문양의 수트이다. 사이키델릭 디 

자인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옵 패턴은 그 시각적 

효과에 있어서 일종의 환각 (h지lucination)이며 그것 

은 안정된 감각보다는 시각적 움직임을 표출한다坳.

그러나 사이키델릭은 당시 광란하는 영국에 의미 

있는 상징을 제공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동시에 젊은 

문화의 영국 지배력의 종말을 뜻하였으며 그 촛점은 

미국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1964년 여름 Ken Kesey 

와 그의 밴드 Merry Pranksters는 낡은 버스를 구입하 

여 테이프레코더와 무비카메라,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가득 싣고 미대륙 횡단 여행을 떠났 

는데 그 버스는 현기증나는 패턴으로 안과 겉을 채 

색하였다. 바로 거기에서 사이키델릭 혁명이 탄생했 

으며 당시 매스컴들은 이 모든 것을 조명하였고 그 

들은 히피가 되었다.

〈그림 23> Deirdre Clancy 

(Costume Since 1945, p. 70)

〈그림 24＞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그림 24＞는 1964년 사이키델릭 오렌지 드레스이 

다. Merry Pranksters 밴드 멤버였던 Gretchen Fetehin 

Dou잉as의 디자인으로 그녀는 자신의 의상은 물론 

친구들의 의상까지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다. 다 

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형광을 발하는 색상의 드레 

스와 부츠는 그녀가 오르간을 연주하고 사이키델릭 

레이져 쇼를 행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의도되었다.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던 히피들에게 필수적 요소 

는 마리화나나 LSD였다. 그것은 히피 문화가 일종의 

현실도피적 성격을 띠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으며 

사이키델릭 록이 연주되는 공연장에서는 무대위나 

객석에서 공연자나 관람객이 공공연히 마리화나를 

피웠다. 사이키델릭 록의 음악적 특징은 나른한 멜 

로디, 흐느적거리며 미끄러지는 음, 코드변화의 부 

재, 음계적인 사운드가 강조되었다. 이렇한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악기는 물론 전자악기를 동원하 

였고 황홀한 상태를 강렬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 

화경같이 현란한 조명이 번뜩이는 쇼 무대가 개발되 

58) Ted Poihemus op. cit., p. 63.
59) 안선경, 양숙희,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vol. 23, no. 1, 1999,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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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사이키델릭 록의 가사는 신비적이며 

초현실적인 경향을 띠었다60）.

60) 정해순, 팝 뮤직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 17.
61) Ted Polhemus, op. cit., p. 63.
62) Fashion Today, 1995, 1, p. 45.
63) Georgina O'har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Thames & Hudson, 1989, p. 205.
64) 백기수 역, 동양철학, 열화당, 1984, p. 114.

사이키델릭 혁명, 히피, 플라워 파워는 동일한 것 

은 아니다. 특히 히피는 항상 현대 기술과 수공예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이키델릭 특성에는 회의적이었 

다. 그러나 사이키델릭은 1966년과 1967년 광란하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묘사였 

던 것이다"）. 사이키델릭은 환각과 현대 기술 （레이 

저 쇼, 인공전자음）, 현란한 직물과 색상 그리고 LSD 

가 현대 생활의 황량함에서 도피를 제공하는데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즉 히피들은 기존사회나 체제로 부터의 도피, 보 

다 뜻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정신적 부활, 진리추구, 형제애나 신에 대 

한 일체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㈣.

여기에서 사이키델릭의 기계 기술 문명적인 측면 

은 히피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요소를 포함 

하고 있지만 히피 패션의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음 

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히피 패션에서 나타나는 사이키델릭 특성 

은 LSD같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환각상태로 유 

도하여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모상으로 

는 번쩍거리며 자극적인 형광색을 발하는 색상이나 

혼란스러운 디자인과 추상적인 문양 등으로 표출되 

었다®）（그림 25）.

또한 이 당시에는 직물의 촉감에 중요성을 부여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성적인 터부를 무너뜨린 

데 기인한 쾌락적인 도취감과 LSD 등의 마약을 경 

험한데서 기인된 고도의 민감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 

지며 착용하기에 기분 좋은 직물이 I960년대 말에는 

모든 패션을 독점하였다.

즉 기계문명의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경직성, 

무장식성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마약문화와 사이키 

델릭 특성은 아르누보 양식의 재부흥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1960년대말 히피들 

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표현이었다.

〈그림 25> Maggie Pexton Murry 

(Changing Styles in Fashion, p. 114)

이것은 해프닝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우발적인 행 

위는 난폭한 광기와 명상에 가까운 광기로 나타났다 

고 했듯이 히피 패션에서의 이 사이키델릭 특성은 

인간의 진실을 몸짓을 통하여 현실화했던 해프닝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 

으로 사이키델릭의 환각과 인공전자음, 현란한 직물 

과 색상을 선호하는 특성은 해프닝 작가들의 자유분 

방한 행동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술을 인지했던 

개개의 특유한 패턴으로 내부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기자신의 목소리에 순응하도록 했던 내면세계에 

서 그 흐름의 연계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하위문화의 성장으로 부각된 히피 문 

화를 해프닝이란 예술 운동의 내면적 특성과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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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예술 운동이 음악이나 무용, 

연극, 영화, 패션 등과 같은 여타의 예술 분야와 별개 

의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자 하였 

다.

해프닝은 논리적인 면에서 전혀 통일성이 없고 

우연적인 사건의 집합으로써 과거의 미학적 범주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인 질서로 부 

터 예술가를 해방시키는 새로운 미술 형태로 등장하 

였다.

이 해프닝은 주제나 소재, 액션의 변화에 따라 여 

러 가지 형식으로 전개되어 예술과 일상 생활과의 

경계를 없애려는 것이 특색으로써 미래주의와 다다, 

바우하우스, 그리고 초현실주의 양식에서 부터 해프 

닝의 기초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해프닝은 여러 

조형 분야에서 20세기 무정부주의의 산물로써 전개 

되었으며 대표적 작가인 전위 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1950년대 후반의 시각 예술 분야 

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실험적인 작품들은 

음악의 세계를 넘어 연극, 무용, 문학 등은 물론 주위 

전체의 소리까지 확장시켰으며 소음과 우연성의 개 

념을 주장함으로써 예술이 예술가에 의해서만 이루 

어진다는 사상을 무의미하게 하였다.

해프닝의 출현은 그 때까지 억눌려 있던 많은 세 

력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 무정 

부주의적인 자유는 이 운동의 실질적인 표어로써 그 

것은 히피 운동에 영감을 불어넣는 정신이 되었다. 

따라서 히피 문화는 해프닝의 조형적 내면 세계가 

바탕이 되어 형성되었으며 더우기 미래주의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의 양식이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 해프닝과의 관련성을 뚜렷이 알 수 있다.

반문화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런던을 

비롯해 뉴욕, 파리 등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항적인 하위 문화의 성장으로 나타났으며, I960년 

대 들어와 전후의 경제발전으로 파생된 물질만능주 

의와 기성세대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심리적 

갈등은 기성질서나 개념을 타파하는 '히피 운동'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히피 반문화로 부터 

시작되는 히피의 외모는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그들의 정체감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규격 

화되고 경직된 사회의 역할에 맞는 유니폼을 입은 

것에 반기를 들어 자아를 표현하였다.

또한 히피 문화는 시각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과 무용, 그리고 행위자나 관람자의 전 

인격이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상태에 몰입되게 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인 단막극, 게다가 혼음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은 신 이교의식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예 

술행태를 보였다. 물론 그것은 해프닝과의 연계성을 

말해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히피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은 그들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히피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을 성 개념의 타파, 에스 

닉 특성, 아르누보 양식 특성, 사이키델릭 특성과 같 

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성개념 타파의 측면에서 보면 히피들은 전 

통적 성 개념에 대한 반항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체의 모습을 보였는데 거림낌 없이 대담한 누드 

모습이나 여자들의 가슴 노출 등의 성적 표현은 충 

격적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을 초월한 모 

드를 탄생시켰으며 히피들의 진 착용은 당시의 반항 

적인 이미지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부정, 그리고 성 

개념 타파와 함께 반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히피 패 

션에서 나타난 진즈는 남녀 성 구분의 가치를 모호 

하게 만든 의상이 되었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세속적인 구분법을 바꾸어 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에스닉적 특성을 보면 히피 패션에서의 에 

스닉적 특성은 종교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히피들에게 불교와 

인도신앙이 받아들여졌고 동방의 신비주의에 매력 

을 느낌으로써 패션에 있어서 에스닉적 조형성으로 

표출되었다. 즉 민속적인 의상이나 낡고 추레한 중 

고 의류를 입으려는 고의적인 선택은 기계문명에 대 

한 저항으로 자연에 대한 향수에 의한 것이었다. 또 

한 사랑을 부르짖던 히피들은 꽃을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택하여 꽃을 단다든가 꽃문양의 에스닉 특 

성이 표출된 의상을 입는 것으로 그들의 사상을 표 

현하였다.

셋째, 아르누보 양식 특성을 보면 히피들은 자신 

들의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영감을 아르누 

보에서 찾았다. 그것은 히피들이 이성주의나 기술주 

의에 대한 항거, 신비적이고 불가사의한 것, 주관적 

자유와 성적 탐닉을 추구했던 예술이 바로 아르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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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넷째, 사이키델릭 특성을 보면 사랑을 평화를 부 

르짖던 히피들에게 필수적 요소는 마리화나나 LSD 

와 같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써 그 

들은 일종의 도취인 환각상태로써 불안한 현실을 도 

피하며 더 나아가 정신적 부활이나 진리추구, 형제 

애나 신에 대한 일체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히피 패션에서 나타나는 사이키델릭 특성은 LSD 

같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환각상태로 유도하여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외모상으로는 번 

쩍거리며 자극적인 형광색을 발하는 혼란스러운 디 

자인과 추상적인 문양, 그리고 착용하기에 기분 좋 

은 촉감의 직물 사용 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시대적 배경은 해프닝이 

일어났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유사한 내적 공유성 

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히피 패션에 대한 많 

은 연구의 결과들로써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프닝이란 예술 

영역과 히피 문화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진행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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