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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an implication system and significance in the current community which 

a body image symbolizes by correlating it with fashion that is on the rise as 쵸 principal issue in various fields.
For this study, the symbolism of the body image was contemplated in terms of philosophy and art, and then 

on 山。basis of it, the symbolism of the body image shown in modern fashion design was analyzed through fashion 
works. The research resets are as follows,

L The manifestation of sex can be taken as the symbolism of the body image which i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design. Recently sexual chaos and vagueness such as homosexuality and bisexuality are expressed 

血。呢h a dress and its ornaments. Though displaying sexu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as they are 

exposing a sign or a diagram, decorating a part of body or representing sex in garments, uncertain sex 

거entity in modern society is manifested in dress and its ornaments. It is to deny absoluteness regarding sex 
and emphasize diversity indwelt in human beings, and after all it 아］ows to pursue the human essence.

2 Another symbolism of the body image is body expression as the human race and an ethnic group. The 

concern on colored and minority races of the third world who have been suppressed under absurd and 
discriminating situations and the restor저ion of their 아ahis appeared in modem fashion too. Moreover, their 

c니tures and issues came to alter the aesthetic standard of body made from a view of the Western white 

supremacist. Hereupon, fashion trends like ethnic fashion, Orientalism and African look etc. appear 
according to this tendency, which represents race and nation이 identity and in addition, which signifies to 

present transcendental human conception embracing alienated human conception.
3- The symbolism of the body image expressed in a body, and a dress and its ornaments as nature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concern 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he respect of echo system. Getting 

away from reigning over, developing and stamping down nature at their will, the human beings pursue unity 
with nature, which is described in fashion. They are stressing that natural materials and objects such as 
animal, plant and soil etc. 아K)uld activily be introduced into fashion and humans are a communal fate group 

and sho니d reframe their status in nature at last.
4 The body image 아in a body, a dress and its ornaments as technology is transformed and recreated 

by modern scientific techniques and medical science to 자iow post human conception namely, forthcoming 
future human conception as a cyborg which loses individu이 identity. This presents a perfect futur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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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ion with high level of pretematur이 power but after all, leaves us a task to seek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n alienation caused by the loss of human identity and existence.
In this manner, the modems crave for perceiving the identity of a natural human being in the current thoughts 

tendency of the modern times such as postmodernism, post structuralism, deconstructionism, feminism and so on, 
which build discussions affecting the art and fashion woHds, The categories, like sexual characteristics indwelt in 

a human body, racial classifications,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human beings and development of 

science, bring out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eaning in today's fashion which a human body 

contains, and present new human conception in the coming future society.
Key words : body image, symbolism.

I. 서 론

21 세기 초두에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본연의 

존재형태에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는 지난 세기 

를 통해 급속도로 변화 발전한 철학사상이나 사조들, 

특히 과학기술 등이 인간이 상상만 하던 것들을 현 

실화시키고 이제는 인간이 짐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한대로 변화하는데서 오는 불안감과 존재 

에 대한 회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인간은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 준 편리함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의 지배를 받는 상황 

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인간본질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몸 즉 신체가 하나의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인간을 둘러싸 

고 있는 기술문명, 사회제도, 미술, 문학, 정치, 종교, 

철학 등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존재하기에 가능 

한 것이고 결국 인간의 존재는 신체라는 외형적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에 이러한 신체가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짚어본다는 것은 무척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복식은 인간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피부, 신체의 연장으로서 인간이 지구상 

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사의 발달과 그 역 

사를 함께 해왔다. 다시 말해 한 시대의 복식은 그가 

속한 문화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는 매체 및 도구로 

서 정치, 경저), 사회, 과학기술, 예술 도덕, 가치 등이 

복식을 통해 반영되며 이러한 문화들의 변동은 복식 

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복식은 인체 위에 표 

현되는 예술로서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판단과 미의 

식의 심리적 발로로서 한 시대의 이상적 인체 이미 

지를 복식을 통해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복식과 예술은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서양예술은 인간신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예술표현 

에서 주대상이 되어 왔고 현대의 예술에서는 더 깊 

은 관심대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사적으로 볼 때 

서양예술에서 표현되어지는 신체는 그 시대의 예술 

사조 및 제반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각 시기별 

로 이상적 신체 이미지를 달리하면서 회화나 조각 

에서 보여지고 있다. 즉 복식으로 표현되는 신체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따라 인체자체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성질의 인체에 머무 

르지 않고 복식을 통해서 확장 또는 왜곡의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된 것이기에 역사적으로 사고체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고 인간본연의 존재문제에서 출발한 서구철 

학 사상 역시 인간의 신체에 관심을 표명하며 인간 

본질을 신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측면 중 어느 것 

을 더 우위로 하느냐 내지 통합적으로 보는가 등의 

문제가 제철학 사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고대 그 

리이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n)은 몸은 이성에 종속 

되는 부차적인 존재로 보았는데, 이후 데카르트 

(Descartes)의 합리론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근대이성 

철학체계는 몸으로부터 이원화된 이성과 영혼의 구 

원체계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몸은 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몸 자체의 자유로운 욕망을 신체를 통해 표 

출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회화나 조각 그리고 패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 

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다원주의적 현상 등 

이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페미니즘 등과 연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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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미술계나 패션계 모두 인간 신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다 

원화되고 중첩된 가치관들을 반영하는 이러한 양상 

은 최근 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새로운 관념 

들의 정립과 같은 과도기적 상태에서 인간사회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성의 혼란은 세기말 

의 불안한 심리와 사회정치적 남녀 역할 변화의 추 

이에 따른 것으로 의복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성의 

불일치, 혼재는 외면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 사회학적 인류학적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 등 

에서 볼 때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신체를 매체로 하는 작금의 철학사조와 미술 

그리고 패션을 분석 비판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체에 초점을 둔 것 

으로 결국 패션 역시 그러한 욕구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과 미술계 일각에서 논의되는 신체담론을 함께 고찰 

분석함으로서 패션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객관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인간의 신체 이미지에 관련한 연구로 

미술 분야에서 서양미술사에서의 신체의미변화를 

다룬 것2)과 문학에서 옷과 관련한 상징연구°가 있 

고, 복식분야에서는 각 시대별 인체미와 인체를 미 

적 범주로 나누어 인체의 미의식을 복식과 관련시킨 

것4)과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를 이상적 인체와 비교 

하여 연구한 논문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인체의 미의식을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중 

심으로 해서 분석한 것들로서 최근 신체를 주된 이 

슈로 하고 있는 사회철학적 • 예술적 관점에서 신체 

가 가지는 상징성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철학, 예술계 일각에서 거대한 담론으로 떠오르 

고 있는 신체를 신체의 내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 있 

는 성과 인종, 그리고 외적인 환경으로서 신체에 영 

향을 주는 인자로서 자연과 기술이라고 하는 네 측 

면으로 나누고 이를 현대 패션에서 보이는 신체 이 

미지와 관련시켜 분석한 뒤 이것이 나타내는 상징성 

을 도줄하고자 한다.

상징이란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비유 • 의미 • 암 

시 • 계시 • 환기하는 것을 가리키며© 논리적으로 보 

아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사항이 어떤 유사성에 의 

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것이 상징작용의 특 

성인데, 본 논문의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은 여러 다 

양한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지닌 유사성 

에 따라 그 특성들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몸을 사회철학적 그리고 예술적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복식현상과 관련 

지어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복식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체계와 현대사회의 제 가치관을 규명하는데 도 

움을 주고 미래의 인간의 모습을 조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 이미지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신체가 나타내는 내외적 분위기나 느낌으로 

정의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철학이론서 , 사회학이론 

서, 세계사, 미술사, 서양복식사 관련자료 등의 문헌 

들을 이용하여 사회철학적 그리고 예술적 관점에서 

의 신체의 의미변화를 고찰분석하고,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신체이미지를 1990년 이후 발간된 패션잡 

지 Collezioni, Gap Collections, Fashion News에 나온 

디자이너 작품사진을 분석하여 이것이 내포하는 상 

징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U. 이론적 배경

1. 사회철학적 관점에서의 신체

인간의 몸은 이제까지 논리중심주의와 인식론의

1) 김수경.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호 1998.3, p.163.
2) 조영호. 서양미술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최효수. 해부학적 접근을 통한 신체의 조형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서양화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6 
서용대. 성,신체에 관한 상징적 표현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1995.2.

3) 김옥자. 옷의 상징을 통해 본 여성 이미지 연구 一여성 소설을 중심으로一. 서강대학교 국어교육 전공, 1997
4) 김수경.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호 1998.
5) 유태순, 전경숙. 인체미의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복식 28호, 1996년 5월호.

6) 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6,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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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아래 철학적 담론에서 그다지 중요시되지 못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포스트모더니즘 

을 기치로 한 탈근대성은 몸의 정치를 통해서 근대 

성의 논리중심적 경향 특히 이원론, 자아중심주의, 

시각중심주의, 남근중심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데카 

르트의 신체지배적 코기토')의 이론에 대해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며 우리존재의 참된 시원적 형태로서 

의 몸을 재정의하기에 이르렀다. 몸이 없이 철학적 

인류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미학은 

육체적 담론으로부터 탄생8)했다.

사적 맥락에서 볼 때 철학이전의 원시사고는 육 

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9)하는 것이었다.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을 하나로 보았는데, 몸과 영혼을 분리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에 의한 것으로 그는 물질 

적인 신체보다 정신적인 영혼의 우월성을 강조하였 

다. 그는 인간의 근원을 이데아坷에 두고 인간은 단 

지 본질을 모방하여 태동한 것으로 결국 창조의 주 

체에 부단히 접근하려는 피조물로 보고 있다. 플라 

톤은 이처럼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파악하여 육체를 변화하고 소멸되는 물질성의 세계 

에 속해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이성에 종속되는 부차 

적인 존재로 여겼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 

적 개념은 선과 악, 존재 와 비존재라는 이원론적 개 

념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는 

플라톤에서 데카르트를 거쳐 헤겔에 이르기까지 합 

리주의적 인식론의 토대를 형성했으며 오랫동안 지 

속해왔다17세기 초기 근대철학의 창시자로 불리 

우는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를 '기계속에 들어 있는 

유령'의 이론으로 표현하여 영혼과 몸을 각각 정신 

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플 

라톤과 달리 영혼의 우위성을 그리 강조하지는 않았 

지만 결국 몸과 영혼을 각각 완전한 본체로 구분하 

는 이원론을 표방한다.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유물론의 일방성을 보면 그는 몸과 영혼이란 두 본 

체를 인간오성이 고립시킨 추상물로 보고 인간을 살 

아있는 유기적 존재로 파악했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막스(Karl Marx), 엥겔스(Engels)의 변증법적 유 

물론의 인간관은 정신적인 것이 물질의 산물 중에서 

도 가장 뛰어난 산물로 보고 사유는 뇌의 기능에 불 

과한 물질에서 파생한 '물질의 복사물'이라는 것이 

다. 이찌됐던 이러한 관점 역시 몸과 영혼을 별개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몸과 영혼을 일원론적으로 파악한 이는 아 

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서 플라톤의 이론과는 달 

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형상'과 '질료로 보고 인 

간의 육신올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육체는 

영혼이 그것에 고유한 형식과 특성을 부여하는 일종 

의 내용물이라고 보며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과 단 

일성을 강조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약간 수정한 형태로 받아들인 것'2)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몸을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 영혼은 '몸의 엔텔레케이아' 즉 몸의 실 

현으로 보았다. 영혼과 몸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근본이며 니체 역시 몸을 

사람됨의 상황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보고 몸을 인간 

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가속화시킨 질 들뢰즈(JiUes Delueze)는 몸을 유기적 

신체가 아니라 항상 형성과 해체의 과정 속에 있는 

신체로 본다. 이는 '해체주의'를 주창한 쟈크 데리다 

(Jacques Denida)의 방식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더〕, 

데리다의 해체란 기존의 경계를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그 경계조차도 이르지 못한 단순한 무질 

서나 무정형이 아니다. 즉, 침묵으로의 하강이나 단 

순한 퇴행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 까지도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무한하게 그 표현 영역을 넓혀 나

7) 코기토(cogito) : 나는 생각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데카르트 철학의 슬로건적인 용어로 데카르트 이후 철학 

의 출발점이 되었다.

8) 테리 이글런, 방대원. 미학사상. 한신문화사, 1995.
9) 손봉호, 강영안 옮김. 몸, 영혼, 정신. 서광사, 1988, pp.87-88.

C.A.Van Person. Body, Soul, Spirit. Oxford Univ. Press, 1966.
10)韓端錫.西洋哲學史博英社，1982, p.50.
B) 오생근. “데카르트 • 들뢰즈 •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17호, 1997, pp.97-99.
12) 하워드 P카인즈 지음/정연교 옮김. 철학적 인간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126.
13) 손봉호, 강영안. op. cit.,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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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의미崎한다. 미셀 푸코는 18세기 서구 계 

몽 사상 속에서 권력과 근대적 제도에 의해 인간의 

몸이 어떻게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예리하게 

고찰하여 몸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 중문화를 논의 하는데 후기 구조주의 와 포스트모 

더니즘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면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후기 구조주의는 지금까지의 서구 철 

학 혹은 인식론에 대 한 도전을 의미하고 포스트모더 

니즘은 그러한 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사조, 혹은 문화양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후기 구 

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이 

성, 계몽주의, 형이상학 등을 부정하고 해체하며 서 

구 철학에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것들에 대한 복권 

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소외되었던 몸, 그 

리고 여성성, 자연이 오늘날에 중요한 이슈로서 대 

두되고 있는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F.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로 

파악16)하는데, 그의 관점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포스트모 

더니즘에서는 모더니즘이 찾고자 했던 개성이나 주 

제의식이 소진되고 해체된 자아가 만들어낸 탈중심 

화되고 분열된 조각들만 존재하게 된다. 둘째는 개 

별 주체가 소멸하고 나면 스타일이 사라지고 대신 

혼성모방이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한다. 혼성모방은 

과거의 스타일을 아무런 원칙없이 함부로 조립하고 

자극적으로 결합시키지만 여기서 이용된 과거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셋째는, 역사 

성이 소멸되고 주체가 분열된 상태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온전히 엮어질 수 없으며 단지 의미없는 조 

각들의 연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넷째로 기호들의 

엮임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불가능짐해 따라 비판적 거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한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신체와 권력과의 

관계를 역사개념에서 분석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지 

식은 힘 즉, 권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권력은 신체, 

몸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육체성은 개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기 

보다 인간과 문화, 인간과 동료인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인간이며 몸이다. 메를로 퐁티(Merleau Po- 

nty)의 몸의 현상학이 주지 하는 것은 나는 내 몸으로 

서 존재한다라는 점과 몸은 곧 사회적 인 현상이 라는 

점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모든 것은 철저하게 사회적이며 사회적이지 않은 존 

재란 있을 수 없다. 그는 몸은 세계를 형성하는 재료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현상학자 스트라우스(E. W. 

Straus) 역시 정신은 몸을 통해서만 세계와 다른 사람 

의 몸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신과 연결될 수 있다. 

동양의 철학사상 역시 서구의 이원론적 대상으로의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일원론으 

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바로 기(氣)라는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 중국철학에서는 육체를 정신과 

일치된 형태로 보기는 하지만 내적 정신의 반영으로 

볼 뿐 육체만의 독립된 담론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동양의 예술사에 등장하는 인체나 나체상은 해부학 

을 토대로 예술화한 서구의 그것에 비해서 신체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동양에서 인간 

의 신체는 예술적 인 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우주 

론적인 메타포와 운명적인 기호로서 받아들여진다. 

즉 마음이 기를 통해 몸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사상은 동양미학에서 형신론(形神論)을 가능 

하게 하였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운생동론(氣韻生動 

論)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동양적 사유구 

조에서 보면 몸은 마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심 

신일원론이 적용也)되는데, 특히 유가(儒家)의 신체관 

에 다르면 육체는 부재상태이며 부모로부터 물려받 

은 신체의 보호자로서의 의상, 즉 옷의 윤리가 강조 

되어 있다. 그리고 유가미학에서는 마음은 몸을 통 

해 드러난다고 보고 항상 몸을 닦는 수양공부를 강 

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양미학은 서양과 

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심신일원론적 

인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초월과 신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인도철학은 자

14) 이선영. 신체와 사물 그리고 언어. 미술세계 1998, 8, p.216.
15) 원용진.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6, p.248.
16) F. Jameson. "Postmodernism or Culturel Logic of Late CapitalismNew Left Review, 146, 198과, p.53.
17)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한일사, 1999, p.96.
18) 유초하. 동서의 철학적 전통에서 본 육체-주희와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4호, 가을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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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현을 추구하는 종교철학이라는 점에서 또한 종 

교와 철학은 삶 그 자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몸은 중요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었 

다. 일반적으로 인도철학을 세계와 삶에 대한 입장 

에 따라 탈속적 전통과 세속적 전통으로 나누는데, 

몸과 체화된 인간의 삶이 영혼의 성장에 장애가 된 

다고 보는 탈속적인 경향은 몸과 동일시되는 여성의 

지위를 격하시켜 남성에 종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몸의 가치와 중요성을 받 

아들이는 세속적 경향은 몸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경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통으로 발전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여성이 중요시되고 남녀의 성적인 

교합이 최고 차원의 영적 체험을 위한 채널로 이해 

된다. 인도철학에서 몸이 지니는 종교철학적 의미 

즉 몸이 해탈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얻은 결론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몸과 심리적인 차 

원에서의 몸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지니며 이 둘 

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며 이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 보았다0

이처럼 서양철학과 동양의 사고구조는 근본적인 

면에서 서로 상반된 면을 보이는더］, 최근 서양사고 

의 한계와 위기의식으로 동양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는 현대 몸에 대한 인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사회학에서도 몸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사회학자들 

이 여러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고프만(E. Goffinan) 

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몸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몸을 통한 자아연출과 '연기하 

는 자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몸은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푸코(M. Foucault)는 정치 

권력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어떻게 몸에 적용되어 

왔는가를 설명하였으며, 부르디외(P. Bourdieu)는 몸 

을 개인과 집단의 계급성향이 상징적으로 각인된 육 

체자본으로 유형화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몸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몸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데, 현대인들의 성형수술 또는 다이어트 열 

풍을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패션광고에서도 

이러한 육체자본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엘리아 

스(N. Elias)는 몸을 사회의 완전한 인정을 받기 위해 

서 오랜 기간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의 

생물적 실체이자 사회적 실체로 보고 몸의 문명화 

과정에 대해 분석纳 하였다.

이처럼 사회학 분야에서도 몸은 제 학자들마다 

관점을 달리하며 여러 가지 양태로 해석되고 있는 

더), 이는 결국 인간의 몸이 어느 하나로 규정되어질 

수 없는 실체로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예술에서 표현되는 신체

인간은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있어 만물의 척도로 

여겨져 왔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은 모방이고 

그 모방의 대상은 불가불 인간이다라고 말했던 것에 

서 예술행위의 기원과 철학적 물음이 인간에게서 구 

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동서고 

금을 막론하고 예술계 일각에서 늘 관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간을 해석하고 분해해 내는 것은 

모든 조형적 작업에서 커다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과 신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는 영혼을 

내포함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 체험을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는 하나의 전달체계이 

다. 지금까지 인간은 종교적, 주술적인 의식을 통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 표현 영역을 확대시켜 왔다. 이 

는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주술적인 역할로서 

뿐 아니라 신체를 통해 인간의 욕망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몸'을 인식함 

을 뜻한다.

즉 몸은 분명 자아의 실체이며 자신의 심상을 외 

부세계에 표출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 

으며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내면 

세계의 여러 표정들이 내포되어 있다”).

1) 예술사적으로 살펴본 신체

19) S. Dasgupta,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이.ii, Chapter xiii.
20) 크리스 쉴링/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p.218.

Chris Shilling. The Body and Social Theory. Sage Publications Lt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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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트로비우스 인간도식 

(Art Past/Art Present, p. 285)

〈그림 1> The Venus of Lespugue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19)

신체를 이용한 원시적 조형표현은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선사시대 원시미술의 주된 영역 

은 종교성과 주술성에 있다. 따라서, 태양, 달, 불, 번 

개, 비 등과 같은 자연력과 초인간적 존재에 대한 믿 

음은 인간의 형태를 왜곡하거나 변모시킨 형태로 때 

로는 타 동물형상과 인간상의 결합으로 토템신앙을 

이룬다.〈그림 1>의 'the Venus of Lespugue'21 22 23 24 25 26̂ 과장 

된 신체의 형상을 통해 부족의 번성을 바라는 주술 

의 소산이며, 세피크 지방과 람지역 북부와 중앙 뉴 

아일랜드 지역의 원시미술에서 보여지는 남녀추니” 

상은 남성 및 여성이라는 신체적 변별성에 대한 관 

심과 창조적 상징이다.

21) 김기섭. 서양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에 관한 연구-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22)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A Fashion Rea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 19,
23) 남녀추니 : 남녀양성을 겸하여 가지는 것.

24) 최효수. 해부학적 접근을 통한 신체의 조형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서양화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6, p.17
25)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 Katheryn M. Linduff. Art Past-Art Present. Harry N. Abrams., 1994 

p.285.
26) 조영호. 서양미술에 나타난 신체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8.

고대 이집트의 미술에서 보여지는 신체는 그들의 

독특한 내세관에 근거하여 영원불멸하는 부동의 자 

세 인 정 면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하고 기 하학 

적인 신체표현에서 성표현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이집트 미술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가시계와 비가시겨］, 현재와 초월계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로 태어난 인간주의의 표현이다.

이후 서양미술사에는 신체의 직접적인 표현 대신 

미적 대상으로의 신체가 등장列하는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비례와 조화 

의 대상으로 분석되어지게 된다. 그들은 신체 자체 

의 조형성을 탐구하면서 비례법칙과 기하학 법칙을 

적용하여〈그림 2>의 비트루비우스(Vitruvius)적 인 

간도식을 성립”)하였다.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 

방형과 원에 딱 들어맞는 인체는 우주적 비례의 모 

범형으로서 감각과 질서를 연결하고 미의 유기적 기 

초와 기하학적 기초 사이를 연결하는 철학자의 미적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的.

중세에 이르러 미술이 종교에 귀속됨에 따라 인 

체는 영혼의 물질화를 의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신체는 사라지고 만다. 아놀드 하우저(Anold Ha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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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육체적인 인간이 사멸하고 새로운 정신적 인간의 

탄생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세적 예술 

관의 특색은 오로지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것, 감각 

적으로 생동하는 것, 형태적으로 정상인 것을 묘사 

했을 뿐이며 영혼이라든가 정신적인 것에 대한 암시 

를 일체 회피했던 고전적인 고대에 비해 중세 로마 

네스크 양식은 영적인 표현만을 노리는 예술이요 감 

각적 경험의 논리가 아닌 내면적인 비전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 법칙을 따르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 도상학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벌 

거벗은 몸의 형상은 거세된 마르고 길게 뻗은 단순 

함을 가지고 거의 성당건축의 벽에 박힌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그리하여 갸날픈 상체와 둥근 배, 그 

리고 길게 늘려진 비정상적인 비례의 인체가 종교적 

이상미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인체로 여겨졌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에서는 인체해부학 

과 비례론을 바탕으로 이상적 아름다움을 인체 위에 

서 구축하게 되는데, 해부학적 묘사나 단축법, 명암 

법 등의 개발은 자연 모방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철저한 검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주의 

에 입각한 누드화를 보면 여성성이 강조된 관능적 

몸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세적이고 관능 

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휴머니티의 강조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상화 역시 머리 부분과 신 

체의 각도 • 포즈가 다양해지고 옷이나 배경으로서 

의 환경도 풍부해져서 개인의 아름다운 점을 강조하 

며, 인품이나 직업을 나타내기 위한 포즈 • 옷 • 소도 

구 • 배경을 함께 그려넣음으로써 이무렵의 초상화 

는 이상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장중함과 권위를 강조 

하기 위해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 많다.

후기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 

타난 매너리즘(Mannerism) 양식”)은 미술사에 혁명 

을 가져오고 완전히 새로운 양식적 기준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귀족적 세련과 우아함를 추구하는 이 양 

식은 르네상스 고전기의 인체의 재현형식과는 다른 

이상을 가진 인체를 재현해 내었는데, 기묘하게 왜 

곡 변용되어 길게 신장되고 기교로 가득찬 장식적인 

대상30)으로서의 인체가 등장한다. 그리고 ]7세기 바 

로크 양식이 풍미하던 시기에는 부조화의 비례를 가 

진 그로테스크한 인체가 나타나 파국의 미를 보여주 

고 있다.

로코코 시대의 인체는 크고 둥근 가슴을 강조하 

였고 가슴돌출과 더불어 엉덩이의 돌출이 시도되었 

는데, 로코코의 화려한 양식의 영향으로 당시의 인 

체 및 복식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세련된 양상으로 

나타나 우아미를 강조한다.

19세기 나폴레옹 1세가 지배하던 신고전주의 양 

식기의 인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상향을 추구하 

는 흐르는 듯한 곡선미로 나타났고, 이후 낭만주의 

시대는 육감적인 인체로, 그리고 19세기말에 이르러 

인체는 버슬스타일과 S스타일의 복식착용으로 엉덩 

이 뒤를 강조한 부자연스러운 인체형이 이상적으로 

여겨졌다(표 1).

2) 현대 예술에서의 신체

20세기에 와서 미술은 반드시 자연의 모방의 결 

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구상미술과 

추상미술로 상호대립하면서 인체를 주소재로 한 구 

상미술이 쇠퇴한다. 그러나 기존의 미술에서 강요하 

는 엄숙 신성함 등의 요소들을 거부하는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적극적으로 신체를 도입시키게 된다. 따 

라서 현대의 예술에서 신체는 인간의 삶과 현실사회 

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 인간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미술 

에서 육체성의 부활을 이성으로부터 해방하려는 부 

단한 몸짓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다”). 신체가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행위예술은 최근 

의 크로스오버 혹은 토탈 아트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예술의 발생론적 기원과도 

일치한다.

27) 아놀드 하우저 지음. 백낙청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I. 창작과 비평사, 1999.
28) 김기섭. op. cit., p.10.
29) 매너리즘 : 르네상스 미술에서 바로크 미술로 이행하는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과도기적인 미술양식. 

'스타일, 양식'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마니어〕라(maniera)에서 유래했으며, 개성적인 양식이 아닌 모방이나 

아류 등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출처: 세계미술용어사전, (주) 월간미술, 1999, p.129).
30) 송수원. 후기 르네상스 궁정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 복식 42호, p.81.
31) 김성호. 신체, 그 테마로서의 현대미술. 미술세겨), 1997. 4,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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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철학 • 예술적 배경과 신체 및 복식의 내적 의미

석기시대

고 대

중세

근 세 근 대

이집트
그리스 • 

로마
16 C 17 C 18 C 19 C

배 

경

철학 원시철학
영혼불멸사상 

내세사상
그리스 철학

교부철학 

스콜라철학
합리론, 경험론, 비판철학, 관념론

예술 원시예술 고대동방예술 고전주의 종교미술
르네상스 

양시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신 

체

형태i
*笔

1 학 jjt 1 編■ KI ■■ 遍総贖協協部

유방 

엉덩이 

배 강조

성표현 미약 

단순기하학적 

인체

황금비율 

비트루비우 

적인간

갸날픈 상체, 

둥 m 배, 

키 신장

여성성강조 

관능적몸매

풍만한 

몸매

풍만한 

몸매

육감적인체 

엉덩이뒤를 

강조

내적 

으미

다산

풍요
영혼불멸

완전한 

이데아

다산 

종교적 

이상미

휴머니티 

현세적 

관능성

21로테스크 

파격의 미
우아미 관능미

복 

식

형태繡k1 A1사 1i 1 Sk
외적

조형
신체 장식 성구분미약

성구분미약 

균형과 

비율을 갖줌

성구분시작 

길이연장 

은폐

왜곡, 변형

과장, 축소

왜곡, 변형 

과장, 축소 

부조화적인 

비례의 신장

왜곡, 변형

과장, 축소

왜곡, 변형

과장, 축소

도구 요의 형
로인클로스 

칼라시리 스

히마티온 

토가

에넹 

뿔렌느

코르셋 

버팀대

코르셋 

버팀대

코르셋 

버팀대

코르셋 

버팀대

실루 

엣
인체라인

인체라인

H 실루엣
H 실루엣 긴 H실루엣 X실루엣 X실루엣 X실루엣

X실루엣

S 실루엣

내적

의미

주술성 

테러리즘 

섹슈얼리티

불멸성

주술성

완전성

진리

이데아

순수성

정신성 

금욕성 

신비성 

종교성

섹슈얼리티 

휴머니티
섹슈얼리티

세련

기교 

섹슈얼리티

우아

현대는 예술에서의 변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 

며 이 변혁의 두 가지 특징은 먼저 첫째로 예술양식 

의 해체와 오브제화이며,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과 

학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표현매체에 

담긴 새로운 대중예술의 등장과 그것에 의한 예술의 

대중화이다. 이러한 현대예술의 경향은 예술의 자연 

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법칙 

에 의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기술로서 현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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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됨에 따라 예술에 대한 

낭만적 접근법은 페기되고 기능주의에 의한 새로운 

형식 분석법이 채용되며, 미는 기본적 요소 및 이것 

들의 논리적 복합체로 치환끼 되었다. 이러한 분석적 

인 접근방법은 신체를 비롯한 여타 예술을 각각의 

의미미분 요소로서 범주를 나누고 이를 기타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그 상호관계를 고찰하 

는 방식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서 표현되어지는 신체를 성, 

인종, 자연과 기술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범주는 예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체 

가 부각시키는 이슈를 근거로 한 것인데, 신체가 나 

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성의 표현, 그리 

고 신체의 외형을 통해 나타내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 그리고 신체에 가해진 외적 환경으로서 현대 

인의 꾸준한 관심사가 될 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기 

반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과 기술로 구분하였다.

(I) 성으로서의 신체

세기말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로서 신체는 문 

화나 예술 등 각종 담론에서 새로운 이슈로서 전면 

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 신체는 항상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문제를 수반하는데, 이 때문에 신체에 

대한 담론은 성에 대한 담론과 결부되어진다.

인간의 정체성을 성적 정체성의 구축과 동일시하 

고 이 성적 정체성을 신체와 정신의 연결고리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이론인더), 이 이론 

의 창시자인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성개념은 

한몸에 자웅양성을 가진 허 마프로이 디 티 즘(herma- 

phroiditism)< 완전한 인격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한편 성이란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화된 

것인 반면 그 양태는 욕망의 사회화에 따라 각기 다 

른 모습을 갖고 있다. 현대사회의 성 상품화 현상은 

여성을 적극 사물화함으로써 여성해방과 권리신장 

으로 인해 파생될 기존 사회 문화체제의 붕괴를 막 

고 중화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다33).

그러나 최근 광고를 비롯한 대중매체 또는 패션 

스타일들을 보면 여성의 상품화 외에 남성의 성 상

〈그림 3> 마르셀 뒤샹「L.H.O.O.Q」1918 

(A History of Western Art, p.418)

품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을 

관찰자로 하는 광고들, 여성주체의 광고들이 등장하 

고 있는데, 이는 남성적인 시각의 해체라고 볼 수 있 

으며 여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새로운 반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을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양성성으로 구분한 

뒤, 현대에 와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양성성에 대 

해 살펴보면, 양성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 

터 내려오는 신화나 종교에서도 논의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남성적인 것과 양성 

적인 것은 대립관계이면서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 

다. 성의 이원성은 우주적인 관계와 힘을 표현하는 

오랜 표현양식으로 남녀 양성에서 비롯된 상징주의 

는 보편적인 문화적 코드로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발견34)되는데, 그 예로 인도 힌두교에서는 남성과 여 

성의 특성을 결합하여 성적으로 양면적인 성격을 나 

타내는 시바신이 있다. 동양에서는 음/양으로 남성성 

과 여성성을 나타내며 서구 연금술사들의 연금술에 

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재료를 뒤섞는 과정은 여성원 

칙과 남성원칙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32) 기와노 히로시 지음. 진중권 옮김. 예술 • 기호 • 정보. 도서출판 샛길, 1992, pp.133-135.
33) 이주헌.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p.55.
34) 이선영’ 조형적 성; 양성(Androgyny)이미지. 미술세계 1999.10,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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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앤디 워흘「성의 선택」, 1981 

(워흘과 친구들, P-247)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초상화나 누드화에서도 

역시 양성성을 보이는 회화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대미술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대미술에서 성정체성의 흔돈은 다다의 선구자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모나리자에 수염을 

달아 성징의 전환을 시도한〈그림 3〉의 작품이나,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성의 선 

택'이란 작품에서 여성의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그림 4> 등에서 보여진 

다. 이는 남녀의 성정체성이 중성화되고 기존의 성 

도착과 변태의 개념이 해체와 절충을 표방하는 포 

스트모던 논리에 의해 인정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해체주의 철학자인 쟈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는 소쉬르(Saussure)의 기표이와 기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의/기표, 말/글, 이성/감정, 중심/주 

변, 시각/촉각, 남/녀와 같은 대립항을 설정하여 우열 

을 가리는 이분법적 사고가 오류라고 강조한다”). 그 

는 차연(difference)의 개념으로 해체와 절충을 표방 

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시기에는 획일화된 가치관 

과 사고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뒤섞어 

혼재와 부재를 가져오며 따라서 현대미술에서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는 신체 역시 해체되고 있음을 뜻 

한다.

20세기 들어와 새롭게 모든 여러 학문영역에서 

크게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페미니즘 역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차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과 범주에서 벗 

어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성차에 대한 미완의 가변적인, 비결정화의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성차에 대한 인식 이전에 모 

든 보편화된 개념, 관념, 언어를 회의하는 후기 구조 

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해 

체론과 같은 동시대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찌 생태학 

적 관점에서의 페미니즘 미술 역시 여성적 본질성을 

부각시키거나 억압된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 

림치는 일반적인 페미니즘 미술에서 한 차원 더 나 

아가 인간존재의 실존적이며 총체적인 삶의 흔적을 

표상하는 기호%)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현대의 이러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은 패션에서 

크로스 드레싱 붐을 불러왔고 이 이면에는 정신의 

공동(空洞)화, 가치관의 부재 및 혼돈도 한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는 동성애 

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무수히 

생산된 게이영화와 레즈비언 영화도 오늘날이 다양 

성과 혼돈의 시대임을 입증하고 있다啊

35) 기표 :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처】(말, 문자, 그림 등)로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기호의 

이미지, 즉 의미의 물질적 운반체로 현실적 차원의 것. Saussure에 의하면 기호는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의 결 

합체로서 자의성을 가진 것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함.

36) 기의 : 기호 속에 담겨 있는 추상적 개념이나 내용을 가리킨다.

(출처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p.318).
37) 김홍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1994년 8월호. p.165.
38) 고충환. 페미니즘 미술의 담론과 실제. 미술세겨｝. 1999.10, p.136.
39) 김경서.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생태적 여성주의로. 미술세계, 1999.6, p.116.
40) 송희복. 웃음의 이면 속에 투영된 성, 정체성의 위기. 문화예술, 1997. 2, p.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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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종으로서의 신체

이는 다수민족/ 소수민족, 제 1세계/제 3세계, 백 

인/유색인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민족과 인종의 문제 

를 뜻한다. 라캉(Jacques Lacan)은 데 리 다(Jacques De- 

rrida)의 차이개념을 억압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푸 

코(Michel Foucault)에게 있어서는 힘의 논리로 작용 

한다. 푸코는 그의 저서인 지식의 고고학에서 "역사 

란 연속적이고 보편적인 총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지적 인 특정 한 사건들의 우연한 발생 이다”라고 주 

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식이 힘의 논리로 작용하였 

으며 제 3세계와 유색인에 대한 힘의 지배는 백인의 

몫이라고 한다. 흑인인 다니엘 말티네츠는 '나는 한 

번도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 

설적인 인종적 선언을 하여 그가 받아온 억압과 편 

견에 저항하였으며, 흑인의 신체적 특색을 머리카락 

에서 찾아내어 흑인의 두발을 이용한 피라미드 작업 

을 하는 데이빗 해몬즈(David Hemonds) 역시 신체의 

외형과 피부의 이질성 때문에 받아온 차별의 부당함 

을 고발하는 작품제작을 통해 인간의 신체가 인종과 

관계없이 결국 같다는 동질성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 

다. 그는 이발소에서 버리는 흑인의 머리칼을 수거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쌓은 다음「두발 피라미드 

(Hair Pyramids)」를 만들었고, 또 철사나 돌에 흑인특 

유의 곱슬곱슬하고 보풀이 이는 듯한 머리카락을 부 

착하거나 또는 흑인노예의 상징인 목화솜에 검정물 

을 들여서 머리칼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여 두발로 

흑인의 신체를 대변해 왔다. 독특한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흑인의 두발은 피부색에 못지 않게 그 

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신체의 일부이며 해몬 

즈는 그것에 얽힌 애환과 사회적인 의미를 효과적으 

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3) 자연으로서의 신체

신체를 자연의 일부로서 보고, 자연 속에서 또는 

자연과 결합한 신체로 등장한 환경예술은 최근 심각 

해져 가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문제에 직면 

한 신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생 

태적 신체는 더 이상 인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연 

의 생명현상을 지닌 동물로까지 확장되는데 여기에 

는 생명주의적 관심이 내포되어 있다.

환경존중 (ecopiety) 은 심층생태학의 원칙으로서 

생태학적 윤리의 기본원칙을 구성하기 위해 만든 신 

조어이다. 생태계의 위기는 유럽중심의 근대성과 근 

대화라는 유럽중심적 정치의 궁극적 한계를 나타내 

는데, 생태계의 위기는 곧 세계적 위기이며 어떤 지 

리적 경계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탈근대적 몸의 정치의 자손이자 예언자였던 니체 

(Nietzsche)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내 몸은 나의 전부이며 아 

무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해주는 

단어들에 불과하다>幼 니체에게 있어 감성은 육체 

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감성에 의한 기본감각만으로 

도 완벽히 사회적 변형을 유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동양의 장자(莊子)는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살

〈그림 5> 압둘라에 코나테 

「사헬의 드라마」, 1991
(미술로 보는 20세기, p. 332)

41) 강태희 왜 신체를 다시 주목하는가Z 월간미술, 1994. 4, p.155.
42) 정화열, 박현모 옮김.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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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물이 나와 하나이다'라는 만물일체설로 조화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하이데거(Heidegger) 

는 사람, 하늘, 땅 그리고 신의 4중의 통합체가 존재 

를 구성하는 장소로 보았다.〈그림 5＞의 압둘라에 

코나테(Abdoulaye Konate)의「사헬의 드라마」는 최 

근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인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 

으며 자연의 상실이 곧 인간정신과 육체의 상실임을 

나타낸다. 이 관점에서 생태적 신체는 더 이상 인체 

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연의 생명현상을 지닌 동물로 

까지 확장되는데 여기에는 생명주의적 관심이 내포 

되어 있다.

(4) 기술로서의 신체

현대사회에서 인간신체를 둘러싼 과학기술과 의 

학의 발전은 몸의 변형을 통한 치장을 가능케 하며 

인간관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증대되는 

테크놀러지 사회로의 추세 속에서 신체의 위치는 과 

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식수술, 성형수술 등의 신체변형을 가능케 하는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신체를 둘러싼 실제와 

가상 속에서 인간 고유의 정체성과 그 의미를 찾아 

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술 

로서의 신체를 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간의 역사는 기술과 함께 해왔는데, 뼈와 근육 

그리고 피가 흐르는 유기체로서 스스로 생명력을 지 

니고 있는 인간과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통제, 조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계와의 접점은 여러 군데

〈그림 6＞ 근대초기 인간이 상상했던 인간과 

기계의 결합

(몸과 욕망의 사다리, p.15) 

서 확인되어진다. 즉, 기계의 발전은 인간 신체의 연 

장 혹은 모방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시도구들을 비롯해서 발전을 거듭해 온 여러 

도구와 기계들은 인간 손의 연장이며 눈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현미경, 그리고 인간 눈을 모방한 카메라 

와 인간두뇌를 모방한 계산기와 컴퓨터 등등이 그러 

하다.〈그림 6＞은 근대초기 인간이 상상했던 헤엄치 

는 사람과 기계의 결합을 일러스트화로 표현한 깃이 

며,〈그림 7＞의 마네킹은 인간신체의 각 부위를 기계 

와 재조합함으로써 고도의 성능을 가진 사이보그화 

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제는 이러한 인간과 기술의 복합체인 사이보그 

가 인간존재 양식의 하나로 되었는데, 이는 몸과 기술 

의 경계가 예전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심장, 인공장기 등을 

몸에 이식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영화에서나 

보는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 인간, 영화〈터미네이터〉 

에서의 기계인간, 프랑켄슈타인, 스스로 생각하는 컴

〈그림 7> 마네킹 

{Body Styles^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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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등은 이제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존할 수 있 

는 정도의 기술 보유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보드리 

야르는 이처럼 인간과 기계 사이의 선명한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성별 사이의 차이를 붕괴시키며 불확 

실성으로 향해가는 포스트모던한 움직임으로 본다.

현대의 사이버네틱스 미술과 컴퓨터 미술은 표현 

대상과 소재를 인체에 집중시킴으로써 인체의 왜곡 

변형을 고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성의 본질까지 

도 되묻고 있다. 92년 스위스 에델만 미술관에서 열 

린 '•포스트 휴먼展』은 바이오테크놀러지가 어떻게 

인체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하는 실례를 들어 전시주 

제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전시제목이 시사하듯 

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변 

형작업이 미래에는 오늘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형 

태의 '포스트 휴먼(post human)'을 만들어내는 과정임 

을 보여주고 있다纽). 그들의 작품이 다소 과장되긴

〈그림 8> 신디셔먼,〈무제 253〉, 1992 

(미술로 보는 20세기, p.62) 

했으나 우리가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화장 등을 통 

한 단순한 외모의 변화 뿐 아니라 성형수술을 통한 

변화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은 제프쿤스나 신디 

셔먼, 찰스레이, 클레크와 구트만, 키키 스미스 등의 

많은 현대 조형작가들에게 신체는 창작의 모티브,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 

기서 말하는 이 포스트 휴먼상은 결국 개인의 정체 

성을 상실한 무표정, 무감동, 무의식적인 로봇적인 

인간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44).

43) 서순주. 인체를 보는 오늘의 시각. 월간미술, 1992. 10, p.82.
44) ibid, p.84.
45) 이주헌. op.ciL, p.63.
46) Matthew Ward and Richard Howard trans. The Fashion System. New York ; Hill and Wang, 1973, p.258.
47) 이거룡 외. 몸 또는 욕망의 사다근丄 서울: 한길人1999 p.103.

신체를 모티브로 한〈그림 8>의 신디셔먼(Cindy 

Sherman)의 작품은 가부장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표리부동한 성의식과 성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도발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으며, 이제 인간의 신체는 성 

도덕 혹은 성윤리와 관련한 대결의 장에 그치지 않 

고 양심, 자유, 휴머니즘의 문제가 뒤엉켜 긴박하게 

요동치는 예술적, 정치적 주제가 되버렸다")

이처럼 인체를 하나의 오브제로서 분리 합성 가능 

한 것으로 취급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작업 

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작업의 부작용으로 야 

기되는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m. 복식사적면에서의 상징성

복식은 인체를 감싸는 대상으로 각 시대를 지배 

하는 철학, 예술, 가치관 등에서 규정하는 이상적 신 

체 이미지에 맞게 변형 제작되어 왔다. 헤르만 로체 

(Herman Roche)는 복식은 우리들의 실제 몸 부위부 

위에 붙어 실제 이상의 강력한 느낌을 주고 보다 큰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 

는데, 실제로 복식은 우리의 두 번째 몸이며 에라스 

무스(Erasmus)의 표현을 빌자면 몸의 몸이 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순수한 감각성으로서 

의 몸은 기호화할 수 없으며, 복식을 통해 의미를 가 

진다고 말했다''2 따라서 그에 의하면 복식은 몸 자 

체의 의미를 패션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 

식을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술에서 조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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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집트 복식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96)

〈그림 10> 그리이스 복식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106)

시각과 촉각을 매개로 하여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양괴（量塊, mass）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접촉할 수 있는 현실세계 안에서 거리나 운동이나 

방향 •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직하는 중심이 되는 신 

체적 자아 자체이다的.

따라서 신체와의 관계에서 복식이 지니는 이러한 

위상은, 결국 복식을 통해서 신체가 투사하는 내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음을 뜻하고 고대부터 근대 

에 이르기까지 신체 표현의 변화과정과 이들 신체가 

지니는 내적 의미를 서양복식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먼저 고대 이집트 시대는 인체의 성 구분보다는 

기하학적인 미의식에 중점을 두고 중성적 이미지의 

옷이 제작되었는데,〈그림 9＞를 보면 남녀성을 특징 

짓는 복식의 양태는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내세사상 

과 태양신을 의미하는 장신구나 의복의 주름을 통해 

불멸성과 주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후 그리스 로마 

시대의 키톤이나 히마티온을 보면 조화와 비례의 법 

칙이 인체에 재현되고 있는데, 완벽한 기하학적인 

비례를 추구하는 그들의 미의식이 의복에도 적용되 

어〈그림 10〉의 복식은 완전성, 진리, 이데아, 그리

〈그림 11> 중세 복식

(H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190)

48） 기와노 히로시 지음, 잔중권 옮김. 예술 • 기호 . 정보. 도서출판 샛길, 1992,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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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수성을 상징한다. 중세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에 의하여 몸을 완전히 감싸고 드러나지 않는 실루 

엣과 색조, 문양 등으로 종교적 상징의 의미만이 두 

드러졌기에 복식에서는 성의 구분이 보여지지 않았 

다. 그리고 당시 여성의 이미지는 금욕주의적인 여 

인 즉 마리아로 표현되는 마돈나상으로 숭배를 받거 

나 이와 반대로 원죄를 지은 이브, 그리고 마녀로 구 

분되어져 수난을 겪게 된다. 따라서〈그림 11＞의 중 

세복식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면 당시의 종교관념 

의 영향으로 정신성, 금욕성, 신비성, 종교성을 들 수 

있다.

중세말기 고딕시대로 넘어가면서 인체의 형태에 

맞는 입체적인 의복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복식에 

있어서 여성의 데콜타쥬된 V네크라인과 남성의 바 

지 착용은 복식에서의 성차를 뚜렷히 보이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인체미의 추 

구가 관능미로 표현되었는데,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으로 표현되는 

인체는 노출, 확대 또는 축소 등으로 재구성되어진

〈그림 12＞ 르네상스 복식 

（서양복식문화사, p.161） 

다.〈그림 12＞의 르네상스 시대의 로브는 여성인체 

의 외형을 인식하면서 특히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섹슈얼리티와 휴머니티를 느낄 수 

있으며,〈그림 13＞의 바로크 복식과〈그림 14＞의 

로코코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섹슈얼리티 

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기교와 

세련됨에 의해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더욱 강조한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인체는 코르셋과 스커트 버팀대와 

같은 여러 가지 보조도구에 의해 왜곡 변형되고 이 

는 복식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착시키게 된 

다. 19세기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H실루엣의 모습을 보이다가 

낭만주의가 도래하면서 다시금 X실루엣의 로맨틱 

스타일, 버슬 스타일, S스타일이 차례로 나타난다.

근대 서구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복식은 장식이 

절제된 수수한 양식을 취하는 반면 여성은 장식성과 

여성성을 강조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양 세계 

대전을 겪고 사회가 분화발달하면서 여성의 사회참 

여도가 높아지고 바지착용을 일반화함에 따라 복식 

에서 성 구분이 붕괴되고 그 경계는 모호한 양상을 

띠고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I96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스커트 길이가 매우

〈그림 13> 바로크 복식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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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로코코 복식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296)

짧아지기 시작했으며 브래지어와 거들을 벗어던지 

는 것으로 여성해방 의지를 표현했고, 그 후 1970년 

대 초기 이래로 페미니즘은 그 대부분의 표현들 속 

에서 가부장적 전통과 대립해서 여성의 신체를 구축 

하는데 착수했다的. 그래서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고 

구속해온 도구였던 코르셋을 거부하고 대신 페미니 

즘 스타일을 추구했지만 이는 형태나 구성면에서 남 

성복의 약화 혹은 모방으로 혹은 직접적인 남성복의 

채택으로 귀결되어, 패션의 힘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복식은 억 

압된 필요 및 욕구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감추어진 많은 심리적 과정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IV.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현대에 있어서 패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호로서 패션이 전달하는 스타일은 단순한 양식이 

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코드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이다. 즉 생물학적인 몸을 커 

뮤니케이션 가능한 기호로서의 몸으로 전환시켜주 

는 것이 바로 옷이며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몸을 하나의 기호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정의하므로, 신체의 연장 혹은 일 

부로서의 옷과 욕망의 기표로서의 옷列 이라는 관점 

에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표현되어지는 신체이미 

지의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1. 성으로서의 신체와 복식

현대 패션의 영역에서 의복의 성 정체성은 그 첫 

째 특성이 이며 의복은 개인의 성에 대한 개념을 정 

의해 주면서 개인의 정체감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현대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그리 

고 페미니즘 등의 사상은 복식에서의 성의 구분을 

해체하여 새로이 재구성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처 

럼 남녀 성의 경계를 초월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림 15> 90 S/S Vivienne Westwood 

(CHJC THRILIS-Fashion Reader, p.183)

49) H비ena Michie. 김경수 역. 페미니스트 시학. 고려원, 1992, p.199.
50) 최현숙.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1) -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지, 제34권 1호, 1996, p.317.
51) 김옥자. 옷의 상징을 통해 본 여성 이미지 연구 -여성 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97, p.26.
52) 김혜경. 미술과 패션의 불편한 결합 월간미술 1999.8, p.119.
53) 앤 홀랜더 저 채금석 역. 의복과 성. 도서출판 경춘사. 199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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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레즈비언의 드레스 코드 

(CHIC THRILIS-Fashion Reader, p.13)

인간의 모습은 탈경계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서 느끼는 정 

체감 혼란과 불안정은 바로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것 

이다.

〈그림 15>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 

wood)의 작품은 성을 상징하는 약호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여성의 팬츠에 남성성 

기를 그려넣어 여성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도상으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오늘날 

남녀성의 경계의 불확실성과 탈경계성을 상징하며 

이것은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해체해 버린 

다. 그리고〈그림 16>의 의복은 레즈비언임을 상징 

하는 의복기호")로 현대패션의 누드룩이나 란제리룩 

등에서 현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러한 약호가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남녀성을 구분하는 신체 일부 

를 디자인으로 조형화하여 나타낸 예로〈그림 17> 

의 쟝 폴 골티 에 (Jean Paul Gaultier) 의 작품은 남성 이 

여성의 유방을 상징화한 콘형태의 브라가 부착되어 

있는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에로틱한 대상으로 존재했던 여성의 유방이 남 

성 신체의 일부분인양 나타냄으로서 현대사회의 성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의 불일치와 혼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것 역시 남녀성 차이를 초월하고 이러한 구분을 붕 

괴시킨다는 측면에서 탈경계성과 해체성을 상징한 

다. 그리고 이처럼 복식을 통한 정체성 혼란과 양성 

성을 나타내는 복식의 착용은 오늘날 가치의 불확실 

성, 그리고 성구분의 모호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 

징하기도 한다. 고대로부터 여성성을 나타내는 강력 

한 상징으로서 유방의 역사적 의미추이를 살펴보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고대의 신성한 유방에서 

부터 기독교적인 사랑이자 육욕의 상징으로서 숭배 

되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했던 종교적인 유방, 성적 

인 의미가 강조된 에로틱한 유방, 포르노그래피 제 

작자들에 의해 상업화된 유방 등등 역사적으로 유방 

은 여성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었 

다. I960년대 미국 여성해방 운동이 브라화형에서부 

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역시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유 

표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유방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여성의 신체부위 중 유방을 모티

54) Juliet Ash and Elizabeth Wilson, op cit., p.13.
55) 메릴린 엘름 지음 윤길순 옮김. 유방의 역사. 자작나무, 1999,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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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99 S/S Jean Paul Gaultier 

(Gap Collections Vol. 18)

브로 한 디자인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99년 S/S 컬 

렉션에서 골티에가 디자인한〈그림 18〉의 작품 역 

시 여성의 유방을 주된 모티브로 하여 장식한 것으 

로 유방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와 원래 존재하는 위 

치에 조합시키고 있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분을 파 

편적으로 분리 재조합함으로써 해체된 자아의 탈중 

심화된 분열된 조각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 

는 가슴의 실루엣이나 볼륨으로 유방의 존재를 암시 

하던 것이 현대에는 유방자체의 외형을 그대로 디자 

인으로 조형화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일부분을 해체하여 새 

롭게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복식디자인에서 

이러한 신체를 직접 모티브로 삼아 의복의 전면 또 

는 일부분에 분리조합하는 경향은 인간내면의 자유 

로운 욕망을 복식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으 

로 현대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 경향과 해체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을 표 

현한 신체 이미지는 성의 혼재와 불일치에 의한 정 

체감 혼란과 양성성을 의미하며 이는 불확실성, 해 

체성과 탈경계성으로 상징화할 수 있다.

2. 인종으로서의 신체와 복식

현대사회의 다원화 경향 속에서 제 가치관의 혼 

란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인종 

적으로 부당한 억압을 받아왔던 유색인들 그리고 소 

수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새롭게 그들의 지 

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복식에서도 민족이 

나 인종의 문제와 관련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운동으로 일었 

던 아프리카니즘은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낳았고 아 

시아나 아프리카로의 관심에서 비롯된 전세계인의 

관심은 에스닉 패션, 오리엔탈리즘, 아프리칸 룩 등 

의 패션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에 있어서 

인종 • 민족과 관련한 자각은 패션 디자인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표현된 광고에서도 보여지는더）, 예전의 

금발머리의 백인미녀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아시아 

계나 아프리카계의 모델이 그들의 독특한 개성을 통 

해 급부상하고 있음을 볼 때 인종 • 민족 • 종교를 초 

월하여 인류의 다양화와 평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과 저항계급 등 하위문화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이것이 패션의 주류로 부각

〈그림 19> 95 S/S John Galliano 

(Collezioni V.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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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미의 기준 역시 다양화 

개성화되어 개개인의 특질과 독특한 이미지를 중시 

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은 음악과 춤에서 레게 음 

악과 재즈댄스의 열풍과도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95 

년 S/S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no)가 발표 

한〈그림 19＞의 디자인은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의 

대지 위에 처음 발길을 내딛는 원시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까지 패션을 점유해왔던 서구 유럽 

중심이 아닌 원시적이고 비구축적인 스타일과 장식 

은 이제 더 이상 패션이 백인 중심의 지배계층만의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소수민족이나 미개인의 

문화도 패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민족 • 인종 간의 경계를 허무는 탈경계성을 상징한 

다.〈그림 20〉은 97년 S/S 컬렉션에서 캐서린 햄넷 

(Catherine Hamnett)이 디자인한 것으로 맨살이 비쳐 

보이는 누드룩 위에 sanction china라는 슬로건을 부 

착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이 

슈가 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의복 위에 하나 

의 로고처럼 나타낸 것인데, 개별 국가의 한 이슈가 

지구촌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관한 사건이 아닌 국 

제적인 문제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7년 A/W 컬렉션에서 발표된〈그림 21＞의 지 

방시(Givenchy)의 디자인은 미얀마의 전통부족의 여 

인들이 목에 링을 채워 길게 늘이는 관습을 현대 패 

션으로 재해석하여 재현하고 있는데, 문명화된 민족 

이 이해하기 어려운 미의 기준조차 또 하나의 색다 

른 문화와 가치로서 서구패션에 영감을 줄 수 있으 

며 패션의 모티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 

대에 들어 이러한 패션은 에스닉 패션, 오리엔탈리 

즘, 프리미티비즘, 아프리칸 룩 등으로 나타나며 이 

것은 인간신체를 대상으로 한 패션이 더 이상 서구 

백인중심의 문명화된 제 1세계만의 것이 아닌 범인 

류적이고 범민족적인 것으로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음 

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미의 기준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던 소수민족 

들의 유색인의 것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역시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탈경계성을 상징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0> 97 S/S Katherine Hamnett 

(Collezioni V. 56)

〈그림 21> 97 A/W Givenchy 

(Collezioni 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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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으로서의 신체와 복식

현대에 들어와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지구환 

경에 대한 관심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 대한 존중 

과 직결되어지며 이러한 경향은 패션계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패션계에서는 이콜로지 

패션이 나타나는데, 천연소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디자인들은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하 

고도 심플한 이미지로 색상 역시 자연계에서 보여지 

는 인공적이지 않은 천연염색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패션은 이보다 더 적 

극적으로 자연과 신체를 결합하고 있는데,〈그림 

22〉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의 신체를 자연 

의 동물인 새와 결합시킴으로써 생태계속에서의 인 

간신체를 보여주며 이는 인간신체 뿐 아니라 자연의 

생명현상을 지닌 동물에게까지 생명주의적 관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은 97년 S/S 컬렉션에서 튀에리 뮈글러 

(Thierry Mugler)가 발표한 것으로 새의 깃털로 뒤덮 

인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모습은 언뜻 보기 

에 그로테스크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인간신체와 새의

〈그림 23> 97 S/S Thierry Muglier 

(Collezioni, Vol. 57)

〈그림 22> Anna Piaggi 

(Fashion Algebra, p. 249)
〈그림 24> 96 S/S Roberto Merloz 

(Fashion News, Vo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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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라는 주제는 자연을 지배해온 인간으로서가 

아닌 자연 속에서 자연과 운명을 함께 하는 인간으 

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보여주며 인간신체의 확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96년 S/S 컬렉션에서 Roberto 

Merlon} 발표한〈그림 24＞의 원피스 드레스는 여 

성인체의 은밀한 부위를 식물의 넝쿨로 가린 누드의 

여성인체를 직접 의복에 페인팅한 것이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순백의 하얀 쉬이스 실루엣의 드레스 

위에 함께 그려진 여성인체와 식물넝쿨은 자연속에 

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서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끈다.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은 2000/2001 A/W 컬렉션에서 

〈그림 25〉의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 흙덩이들이 

잔뜩 묻은 마구 찢겨지고 올이 풀려 너덜해진 드레 

스는 고도의 기술문명의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황 

폐화된 지구와 인간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 

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처럼 현대패션에서 

자연의 동식물과 결합된 존재로서 인간신체를 표현 

한 디자인은 기존의 신체외형을 부정하고 새롭게 재 

구성되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해체성과 탈경계성 

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신체는 생태학 

적 관심을 구현하는 매체로서 자연속에서 새롭게 가 

치를 재정립하고 있다.

4. 기술로서의 신체와 복식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신 

체에 대한 다양한 변형을 가능케 하였고 이는 변형 

과 왜곡, 창조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새롭게 인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겨】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관점은 신체 위에서 조형화되는 패션에도 영향을 

주어 기술과 인간의 신체가 결합된 고도 테크놀러지 

사회에서의 미래형의 인간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단순히 복식이 신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기능 

을 가진다는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술과 결합되 

어 고도의 능력을 지닌 미래 테크놀러지 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사이보그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는 코스모스 룩, 스페이스 룩, 테크노 사이버 패션 

또는 일렉트로닉 패션과도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는더), 

〈그림 26＞은 99/2000년 A/W 컬렉션에서 지방시(Gi

〈그림 25> 00/01 F/W Alexander McQueen 

(Gap Collections, Vol. 28)
vi그림 26> 99/00 A/W Givenchy 

(Gap Collections, Vo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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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chy）가 발표한 것으로 반도체 칩과 복잡한 회로, 

불켜진 전구로 장식되어 있는 의복을 입고 있는 모 

습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적 

인 인간신체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원을 차단 

했을 때 일순간 사라져 버리는 가상적인 존재로서 

디지털형 인간을 나타낸다.〈그림 27>의 99/2000년 

A/W 컬렉션에서 이상봉이 발표한 디자인 역시 인간 

과 기술의 복합체인 사이보그형의 신체 이미지를 선 

보이며 이러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현상은 성별사이의 차이를 붕괴시키고 불확실성으 

로 나아가는 포스트모던한 움직임의 한 기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패션에서 보여지는 사이보그 이미지는 해 

체와 재결합의 한 유형으로 과학기술은 인간의 육체 

를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현대패 

션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과학과의 결합은 이제까지 

의 남녀성의 엄격한 분리를 해방시켜서 완전한 합일 

에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28> 

의 99/2000년 A/W 컬렉션에서 발표된 20471120의 

작품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림 27> 99/00 A/W 이상봉 

(Gap Collections, Vol. 21)

〈그림 28> 99/00 A/W 20471120 

(Gap Collections, Vol. 21)

미래 우주시대에서 다른 혹성의 외계인과 결합된 새 

로운 인간형의 모습을 패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 

데, 이처럼 기술과 결합된 신체이미지를 표현한 디 

자인은 인간과 기계와 경계를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탈경계성을 보여주며 이는 테크놀러지의 발 

달이 가져다 준 가상공간에서의 인간의 존재형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패션은 이제까지 

존재해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인간신체의 외 

형을 부정하고 새로운 조형적 대상으로 인체 위에 

새로운 구조물로서의 패션을 보여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을 철학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한 뒤 현대 패션디자인 

에서 보여지는 신체 이미지를 성, 인종, 자연, 기술의 

범주에서 패션작품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패션에서 성을 표현한 신체이미지는 크로 

스오버와 앤드로지니어스 룩과 관련되어지는데, 이 

는 최근 동성애와 양성애라는 성의 혼돈과 모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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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을 이용한 

디자인은 첫째로 남성과 여성성의성징을 기호나 도 

상으로 추상화, 약호화하여 나타내는 방법, 둘째로 

성징을 나타내는 신체부위를 복식으로 조형화하여 

디자인의 일부분으로 하는 방법, 세째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도구나 매개체를 조형화하여 디자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신체의 가장 일 

차적인 특질이라 볼 수 있는 성이 현사회에서 가지 

는 지위와 위상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성 

애와 양성애, 그리고 중성이 공존하는 즉 가시적 성 

의 다양한 양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절대 

성을 부정하는 현대인의 불확실한 성정체성을 복식 

에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성을 강조하여 결국 인간의 본질을 추구할 

것을 나타낸다.

2. 인종 및 민족으로서의 신체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현대패션은 비합리적 차별적 상황아래서 억압 

받아온 제 3세계의 유색인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지위복권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이슈 

는 서구중심의 백인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신체 

적 미적 기준을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에스닉 패션, 오리엔탈리즘, 아프리칸 룩 등의 패션 

경향들이 이러한 추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종이나 민족으로서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패션 디 

자인은 첫째로 스타일 면에서 소수민족에서 전통적 

으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 

는 장식물이나 의복이 현대의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보여지거나 그들의 것을 그대로 적용 또는 일부 장 

식물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소수민족의 

독특한 헤어 스타일, 메이컵, 문신을 신체위에 조형 

화하는데, 이를 통해 인종 및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 

냄과 아울러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인간상을 포용 

한 범초월적 인간상을 제시할 것을 나타낸다.

3. 자연으로서의 신체이미지를 표현한 패션은 지 

구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생태계 존중이라는 배경 

아래 대두된 것으로, 자연위에서 군림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짓밟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 

이다. 자연의 동식물, 토양을 그대로 인간의 신체와 

분절, 재조합함으로써 고대 제사에서 동물의 가죽을 

착용하여 신으로서의 권능과 힘을 부여받는 토테미 

즘적 주술성을 느끼게도 한다. 동물의 깃털이나 가 

죽을 그대로 인간신체에 둘러 나타내는 방법과 그것 

들을 디자인의 장식요소로 하여 실제 동물은 아니지 

만 다른 소재를 이용하여 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 

로 새나 나비, 뱀 호랑이 사자 같은 영험하고 힘이 

〈표 2〉1990년대 이후 예술 및 패션에서 보여지는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구분
예 吉

패션 스타일
내적 의미 상징성

유형 관련패션 신체 이미지 표현기법

성

팝아트 

페미니즘미술 

신체미술

크로스오버 

앤드로지니어스 

바이섹슈얼리티

• 성징을 기호나 도상으로 약호화

• 성징을 나타내는 신체부위를 조형화하여 

디자인의 일부로 도입

• 성을 상징하는 도구나 매개체를 이용

정체성혼란 

양성 성

불 

확 

실 

성 탈 

경 

계 

성신
인 

종 신체미술

에스닉 

아프리칸룩 

오리엔탈리즘

• 신체를 거의 노출한 원시 스타일

• 민족적인 헤어스타일, 바디페인팅, 문신

• 소수부족의 인체변형기법 응용

보편성

민족성

체
자 

연

설치미술 

환경 미술

데 떼 스떼 

이 콜로지 

프리미티비즘

• 동물의 깃털, 가죽 등으로 피부를 감싼 스타일

- 식물의 꽃, 잎으로 신체를 조형화

회귀 

주술성 

자연성 해 

체 

성
기
슬

신체미술 

컴퓨터 미술 

사이버네틱스

코스모스룩

스페이스룩 

테크노사이버 

일렉트로닉패션

• 전기, 반도체,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피부를 

감싼 스타일

• 기계와 결합된 사이보그 스타일

순간성 

완전성 

기계성

가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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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또는 인간의 내적인 불멸, 회귀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주로 사용되어진다. 이처럼 자연의 동식물, 

토양 등의 자연적 소재와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패션 

에 도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동운명체적 존재이며 

인간은 결국 자연속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4. 기술로서의 신체이미지를 표현한 패션은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변형 창조되어 개인의 정 

체성을 상실한 사이보그적인 인간을 그린 것으로 결 

국 포스트 휴먼（post human）상 즉 다가올 미래의 인 

간상을 나타낸다. 복식 디자인을 사이보그형의 로봇 

으로 디자인하거나 신체 일부분을 기계화하여 인간 

과 기계의 결합을 나타낸다. 또 컴퓨터 과학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형 휴먼상을 나타내어 전기 전자, 반 

도체 전자회로를 의복디자인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더】, 이 때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미래의 인간이 천이라는 의복 소재를 사용하는 한계 

에서 벗어나 전원을 차단했을 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디지털 인간으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하는더）, 이 

것은 가상성을 상징한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 

는 성의 개념조차 없으며 이제까지 얽매여 있던 몸 

으로부터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마저 사라져 버려 탈 

경계성과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고도의 초능 

력을 지닌 미래의 완전한 인간상을 제시해주나 결국 

인간존재감과 정체성 상실에 따른 소외와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의를 찾아낼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다.

이렇게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신체이미지를 성, 

인종, 자연, 기술로 나누어 분석한 것들에서 도출한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탈경계성, 해체성, 불확실성, 가상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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