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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nfluence of postmodernism on 20th century fashion. Due 
to its characteristic traits like pluralism, indeterminacy, and immanence, it can be said that postmodernism in 
fashion manifests itself in an overlapped and duplicated style. The conceptual side has to do with such various 
20th century thoughts as decanonization, deconstruction, populism, and in fashion it is presented as subcultural 
style, syncretic style, and post-feminist style. The stylistic side of postmodernism in fashion also has to do with 
fragmentation, hybridity, stress on performance and participation, camivalization, deconstructive turn, and it is 
presented as hybrid expression, deconstructive technique, performance, and so on. In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in which postmodernism blossoms in various fields, fashion also participates in the current of the times, 
together with the rapid stylistic turn, the co-existence of various trends, and the experimental or avant-garde new 
trials.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all of these tendencies mean not so much blurring of the boundaries between 
styles as developmental mixture of styles coming from juxtaposition after fully realizing the boundaries of contrast 
and combination.

Key words: 20th century 扣아tion（20세기 패션）, plur시ism（다원주의）, postmodemism（포스트모더니즘）.

I.서론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20세기는 격동의 시 

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0년간의 예술분 

야의 변화 양상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걸쳐 

전위파가 주도한 입체파, 미래파, 다다이즘, 초현실 

주의, 예술지상주의, 구성주의 운동들과 이들을 연이 

어 전개된 모더니즘을 거쳐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정 

으로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postmodernism) 이란 모더니 

즘(modernism)이란 말에다 뒤 나 '후(後)'를 뜻하 

는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이다. 이 

말은 철학적 흐름에서는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의 진보된 맥락에서, 예술관련 분야에서는 I960년대 

초 영어권의 대학과 예술계를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 

으로 일반적으로 '예술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린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우선 예술사조로 인식되 

본 연구는 200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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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지만 현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모더니 

즘 이후에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 

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 등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 

는 문학비평을 필두로 하여 전축, 미술 분야를 중심 

으로 전개되었는데 사실 그 대립의 양상이 가장 두 

드러진 것은 건축에서였으며, 더 나아가 패션계를 

강타하면서 대중과 가장 가까운 예술사조로 20세 기 

후반을 지배하였다.

더 자세히 언급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2차대전 

이전 '문화적 전통' 의 지위를 누리던 모더니즘에 대 

한 반발이라는 문예사적 관점과 관련하여 사용되었 

다. 정치적으로는 냉전과 핵공포의 위협, 사회적으로 

는 대중화 현상 속에 처해 있는 소외와 불안 속에서 

실존적 모색을 그려내는 작품들을 '포스트모던 이라 

는 이름으로 지 칭하는가 하면, 음악의 Cage, 미술의 

Duchamp, 팝아트의 Warhol, 문학의 Barthelme 등을 

모더니즘에 항거하는 새로운 전위 운동의 주동자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히피족의 등장은 그 사회적 반 

영으로 인식되었다. 일군의 예술가들은 예전의 진지 

한 예술가와는 대조적으로 예술작품을 갖고서 유희 

를 즐기는 것과 같은 갖가지 해프닝을 벌였다. 이들 

은 자신들의 작품 안에 산업사회의 여러 재료나 매 

스미디어의 이미지를 끌어들이면서 여러 표현기법 

과 스타일을 중첩시키며, 예술자체를 작업실이나 화 

랑에서 끄집어내어 길거리로 내 몰았다. 비평가 

Fidler',는 이러한 새로운 물결을 가리켜 "경계를 넘 

어 간극을 좁혀라(Cross the Border- Close the Gap)" 

라는 유명한 명제로 요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전개 방향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새로 

운 영 감에 목말라하던 그들에 게 무한한 영 감을 주었 

다. 대중들 또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20세기 

후반부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매스미디어의 확장, 

전자통신의 발달은 급격히 변화하는 패션의 흐름을 

대중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 

으며, 어떤 부분은 대중들이 앞서나가기 까지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하 

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패션 트 

랜드과 테크닉들이 유행 하였으며 이 것은 패션 산업 

의 방향 결정에도 큰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중반 이후를 움 

직였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 

스트모더니즘의 실체 및 구조적, 양식적 특성을 밝 

히고 이것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며,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던 패션 트랜 

드의 실체를 밝히고 그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은 

21세기의.패션의 방향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되리 

라 생각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간행물 

등을 참조하였으며 실증적 사진자료 고찰을 위해서 

는 국내외 패션관련 간행물 및 잡지 그리고 신문 등 

의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n.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명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걸쳐 나 

타나는 매우 포괄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적 현상, 철 

학적 현상, 정치, 사회 이론적 현상, 자연과학적 현상 

등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 문 

화적 영역의 반영으로 대변되는 현대 패션 큰 흐름 

은 앞서 언급한 모든 분야의 영향 속에 용해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여 

러 분야의 다양한 논의 속에서도 포스트모던 패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공통된 기본 개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1) Leslie Fiedler. "Cross the Border- Close the Gap,” in A fiedler Reader (New York: Stein and Day, 1977), p.
270, 재인용, 정정호, 강내희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터, 199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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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의 탈중심화(decen- 

terating of suject)를 핵심 명제로 한다. 포스트모더니 

즘은 인간을 합리적, 이성적, 의식적인 주체로 여기 

는 모든 전통 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사회 역 

사적 맥락과 무관하고 또한 이러한 맥락을 초월하여 

완전히 자의식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개념 및 이성 개념은 Decart의 코기토(cogito) 철학에 

서 비롯되어 Sartre의 현상학으로까지 계승되었다. 

그러나 Derrida의 현상학 해체, 언술에 의한 주체의 

구성이라는 Foucouler의 사상, 그리고 Lacan의 무의 

식 개념에서 본 것과 같이 후기구조주의에서는 합리 

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해맑은 이성, 투 

명한 이성의 소유자로서 인간의 주체 개념은 추방된 

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이론 혹은 총체적인 

언술을 거부한다. 총체적 거대 이론 중 전형적인 것 

은 Hegel의 역사 철학과 Marx의 사회철학 등인데, 

Hegel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역사발전의 과정을 절 

대정신의 자기 현현으로 설명하며, 인간 개개인의 

욕망과 열정은 물론 악의 존재까지도 절대정신, 이 

성의 간계에 의하여 자유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가 

는 총체론적 과정을 질서 정연하게 내포시키고 있다. 

Marx의 사회 철학은 매우 다양한 사회 적 갈등과 모순 

을 각 계열 간의 차이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궁극적인 본질인 경제적인 모순에 입각하여 획일적 

으로 파악하려는 총체적인 거대이론이라는 비판으 

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로고스 중심주의(logo

centrism) 혹은 이성주의를 거부한다. Derrida의 해체 

이론이 로고스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Lacan 

의 무의식 이론, Foucoulr의 언술 이론도 이성 중심주 

의에 대한 도전이다. 위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의 사 

상가들이 로고스 증심주의,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한 

것은 Socrates 이래로 이성적 능력을 강조해온 서구 

의 형이상학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Nietzsche와 Hei- 

deger의 반지주주의에 그 사상적 연원이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유형의 형이상학적 

이고 허구적인 이원적 대립을 해체하는 것이 특징이 

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전과 부재, 말과 글, 고 

급문화와 대중문화, 중심과 주변, 정상과 광기, 지리 

와 허위, 의식과 무의식 등의 극히 자의적인 이원적 

인 대립은 당연한 것으로 상정하여 대립항의 전자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후자는 전자에 비해 무가 

치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유형의 서열제도 

는 폭력적인 위계로서 거부한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은 Hegel이나 Marx와 달 

리 역사에서 진보적 발전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푸코의 계보학에서 보자면, 과 

거와 현재는 단순한 차이의 표현일 뿐, 고전시가 현 

대보다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불안전하다는 

전통적인 진보 사관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섯가지 공통적인 기본 전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특징인 다양성과 다원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m.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서구 전체로 확산되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라는 용어는 제 2차 세 계 

대전 이후에 서구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대정신(Zeit

geist), 인식소(Episteme), 또는 패러다임 (Paradime)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목적에 알맞은 애매한 분류 개념으 

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거의 식별력이나 발견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했으며 그러한 상태는 I960년대 후 

반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다소 불확 

2)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예술/문화, (서울: 민음사, 1992), pp. 54-76.
3) 김욱동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 1990), pp. 33-45.
4) Ihab Hassan, The Postmodern Turn : Essay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Columbus (Ohio State Univer

sity Press. 1983), 재인용, 정정희, 강내희 편, op. cit., pp. 227-261.
5)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f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재인용, 정정회, 강내희 편, Op. cit., pp. 
123-138.

6) 마티. 칼리니쿠, 모더니티의 다석 얼굴, 이영욱, 백함울, 오무석, 백지숙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8), pp.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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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개념을 채택한 비평가들 가운데서도 Hassan은 

최초로 그 용법의 기준을 명료히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를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한층 

식별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를 밝히고 명확한 인식소 혹은 특성 

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를 

계속해왔다. Featherston7 8 9 10 11*^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 

니즘과 결합된 중심적인 특징을 일상생활과 예술과 

의 경계와해, 고급문화와 대중/민중(mass/popular)문 

화간의 위계 경계의 와해, 코드 혼합과 절충을 선호 

하는 스타일의 난잡성, 표면적인, '깊이없는' 문화의 

찬양과 패러디, 패스티쉬, 아이러니, 유희성, 예술가 

의 독창성/천재성의 쇠퇴, 예술은 단지 반복 된다'는 

가정 등을 들었다. 김욱동"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 

르러 핵심적인 지배소로 간주되는 것들 중에서도 1) 

상호텍스트성, 2) 탈장르화나 장르의 확산, 3) 자기반 

영성, 4)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핵심 요소들로 

보았다. 또 정정호, 이소영令은 H压ssan과 Jameson"，의 

논문을 기초로, 1) 불확정성(Indeterminance), 2) 단편 

화(Fragmentation), 3) 탈경전 화 또는 탈 정전 화(Deca- 

nonizition), 4) 이종혼합(Hybridization), 5) 대중주의(Po 

pulism), 6) 행위 또는 퍼포먼스(Performance)와 참여 

에 대한 강조(Paticepation), 7) 재현불가능성(Unpre- 

centable), 8) 보편내재성(Immanence) 등 여덟 가지의 

포스트모더 니 즘의 특징 적 인식 소들을 제 시 하였다.

7） M. Featherstone, "Consumer Culture :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 No. 2, （1982）.
8）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문학/예술/문화, （서울: 민음사, 1992）.
9） 이합 핫산, 포스트모더니즘 개론, 정정호, 이소영편, （서울: 한신문화사, 1991）, pp. 35,

10）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김욱동 편, （서울:문학과 지성, 1990）, pp. 27-35.
11） Jean-Francoise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 이현복 역, （서울: 서광사, 1992）. pp. 135-147.
⑵ Hassan Ihab, Op. cit., pp. 137-145,

앞서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모더 

니즘의 기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성과 다 

원성, 불확정 보편 내재성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제시한 특성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기도 하 

고 반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 패션과의 연관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 

한 포괄적 특성 속에서 패션이라는 속성과 양식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던 특성들을 추출하 

여,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과 표현 양식적 

특성으로 분류하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던니즘의 개념 

적 특성들은 주체의 탈중심화, 역사에서의 진보적인 

발전을 믿지 않음, 로고스 중심주의 혹은 이성주의 

의 거부와 같은 앞서 언급한 기본명제를 기초로 한 

특성들로서 탈 정전화 혹은 탈 경전화, 대중주의, 해 

체주의 등을 들 수 있다.

1) 탈정전화 또는 탈경전화(Decanoization)
이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명제인 탈중심 

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넓게 보면 이 현상 

은 모든 경전, 모든 권위적인 전통에 적용된다. Lyo
tard”〉 는 현대 사회를 지배딤론(mastemarrative)의 탈 

권위화와 그 붕괴를 주장하고 그 대신에 소수 언술 

행위와 "사소한 이야기들”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포 

스트구조주의자들의 해체이론'은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체계인 진리 주체, 초월적 이성 등을 거 

부하여 신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작가의 죽음을 선 

언하고 권위에 대한 야유와 전통적 커리큘럼의 개정 

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타자, 국외자, 변 

두리 인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특기할만하 

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인 1950년 

대 중반부터 “문화적 권위의 위기” 즉 "서구문명의 

주도권의 위기”가 지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인들 

은 지배와 정복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문화 

들을 만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새 시대 즉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대의 특징을 "서 

로 다른 문화의 공존”으로 보고 서구 중심주의를 비 

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각 예술 장르 

에서 어린이, 바보, 광인, 광대，불구자, 이방인, 여성, 

노동자 계급, 동성연애자 등에 대한 연구의 증가로 

나타나, 대중의 참여와 비평을 유도하며, 대중문화, 

여성문화, 민중미술, 저】3세계의 예술, 소수민족 예술, 

노동자예술, 이방인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의 대중예 

술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2)패션에서도 흑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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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 여성에 대한 관심, 소수민족 복식, 즉 인디 

언, 남미 동양 복식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패션에서의 여성 문제는 가 

부장적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여권주의적인 거부와 

여성적 미학에 대한 기존 개념을 탈피하는 해체작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대중주의 (Populism)

포스트모더 니즘은 고급 문화와 엘리트주의 적 이고 

귀족주의적인 것을 지향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적대 

감을 역력히 드러내며 대중문화(pop culture/mass cul

ture) 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인다. Du- 

champ의 기성품이론은 예술의 기존 관념을 깬 것으 

로 '이미 만들어진' 즉 주변의 흔한 대상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창조하였고 Warhol은 스프깡통, 브릴 

로 상자, 슈퍼맨 만화 등 대중적 인 사물을 이용하여 

혼합 모방 기법을 연출하였다.'" 또한 작가들은 자신 

이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관심을 둠으로써 일상적 

세계의 오브제 팝아트를 통해 현대미술의 고급 문화 

적인 성격에 저항하였다. 또한 이들은 벽, 지하철 혹 

은 거리와 같은 대중적인 장소에 침투하여 미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뉴욕에서 벌어 

지는 갖가지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테마로 다룸으 

로써 세계에 대한 인간 경험을 강화시키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성들은 거대이 

론 혹은 총체성의 거부, 모든 유형의 형이상학적이 

고 허구적인 이원적 대립의 해체라는 기본 명제를 

기초로 한 다양성과 다원성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으 

며, 단편화, 이종혼합, 행위와 참여에 대한 강조 등으 

로 요약 될 수 있으며, 이를〈표 1〉로 요약 정리하였 

다.

1) 단편화(Fragmentation)
이것은 사회적, 인식론적, 시적인 종합을 거부하 

고 총체화를 오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 서구 

현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 인식론적 종합을 거부하고 총체성을 오명으 

로 여긴다. 포스트모더니트들은 "총체화'를 최대의 

불명예로 생각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산종, 차연, 변 

종의 시대이고 기법으로는 몽타쥬 수법, 꼴라쥬, 혼 

성모방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장르 

에서 은유보다는 환유가 중요시되고 종속 형태보다 

는 병렬형태, 편집증보다는 정신 분열증을 선택한다. 

그래서 또한 역설, 배리, 불합리한 추리, 파라비평, 

단속성의 개방성, 정당화 되지 않은 공백이나 여백 

에 의존한다.

2) 이종혼합(Hybridization)

이것은 다원적이고 확산적이며 논리를 무시하고, 

유동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에 맞추기 위한 전 

략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이종 혼합은 풍자적, 

조롱적 모방(parody), 우스꽝스러 운 모방(travesty), 혼 

성모방(pastische)을 포함한 장르의 돌연변이적 복사 

즉 장르의식 의 붕괴 와 장르의 혼합과 절충주의적 확 

산이다. 이러한 특성은 허구와 사실이 두드러지게 

배합되며,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한다. 지속 

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 문화가 혼합되고 현재 속 

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키 

게 된다. 다원적인 현재 속에서 모든 형식들은 현재 

와 과거가 아닌 것,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공간 상호성 즉 병렬 

적, 수평적, 평등적 공간의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도 얻게 된다.

3) 행위 (Performance)와 참여 (Participation에 대 

한 강조

포스트모더니즘은 직접행위와 대중의 참여를 유 

도하며 행위로 연출되기를 기대한다. 예술은 행위를 

통하여 시간, 공간, 또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고 완 

성된다. 최근 예술의 여러 가지 경향을 관통하는 인 

식들은 '놀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엄격한 통제와 인간관계의 틀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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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영재, 박민여, "앤디워홀의 작품세계가 패션계에 미친 영향,” 복식 50권 1호, (2000), pp. 83-196.



138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표 1>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 특성

현양식 

특징

단편화 

(Fragmentation)
이종혼합 

(Hybridization)
행 위 (Perfmnance) 와 

참여 (Paticepation)에 대한 강조

특 징
-총체화에 대한 탈피

- 차연, 산종, 변종의 시대

-장르의식의 붕괴

-장르의 혼합과 절충주의적 확산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행위의 

연출과 대중의 참여를 유도

예술에서의 

구체적 표현양식

- 은유보다 환유가 중시 

종속보다는 병렬의 형 

태, 편집증보다는 분열

- 몽타쥬 수법, 꼴라쥬, 혼 

성모방의 기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

- 풍자적, 조롱적 모방(Parady)
-우스꽝스러운 모방(Travesty)
- 혼성모방(Pastish)

- 해프닝 (Happening)
-보디아트(Body Art)
- 이 벤트(Event)
- 라이브 (Live)
一퍼포 먼 스 (Perfbrmence)

우연의 작용을 신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술에서 

도 구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존재 

하고 의미하기보다는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의 구체화로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시연되고 있다. 퍼포먼스는 기 

존 예술의 전복과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로 실험 

적인 경향을 띠며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시, 영 

화, 비디오 등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이들은 각종 매 

체와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 

하는 실연적인 성격을 지닌다. 포괄적으로는 해프닝, 

보디아트, 이벤트, 라이브 아트 등을 말하며 '60년대 

는 해프닝, '70년대는 이벤트, '80년대를 퍼포먼스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퍼포먼스는 뚜렷한 장르가 아니 

면서 각 장르의 형식을 결합하는 매체로서 포스트모 

던적 특성을 뚜렷히 보여주는 양식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IV.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포스트모더 니 즘이 본격 적 으로 논의 되 기 시 작하였 

던 I960년대 이후는 산업화의 부를 대중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었던 시대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패션에서도 고급 

맞춤복(haute cout讪m)에서 독점하던 하이패션(high fa- 

shion)을 기성복의 다양화와에 발맞추어 일반 대중들 

도 향락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들의 패션(mass fa

shion)이 오히려 하이패션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 

는 포스트모던한 사고들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많 

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 어느 시대에서 보다도 다양 

한 패션트랜드가 나타났다.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을 개념 

적 특성과 표현 양식적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은 

탈경전화와 해체주의, 대중주의로서 이러한 속성들 

은 패션에서 의 하위문화 스타일, 시• 공간적 다원주 

의, 해체주의를 기초로 한 포스트페미니즘 스타일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표 2〉로 요약 설명하였다.

1) 하위문화 스타일

하위문화는 기존의 문화에서 타자로 범주화된 집 

단들의 문화를 지칭하며, 그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경험의 영역을 가지며 일반인들과는 차별 

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점유한 집단이다").

이제까지 모더니즘 시대의 하위 문화스타일은 다 

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강한 스타일과 이상의 경 

계를 유지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적 인 상반 상태 속 

에 존재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경전화, 탈중심

930

14) 윤진섭, 행위예술 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5), p. 26.
15) 임은혁, 김민자,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3호 (2003), pp.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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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성

개념적 

특성

특징

하위문화 스타일 시•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특징

- 역사성을 무시한 절충주의의 

영향

- 하이패션에 대한 인습타파적 

인 대안

-후반기에는 상향전파로 인해 

저항적 의미가 사라짐

-탈중심화현상을 기초로 함

- 역사적 복고성

-지역적 다원주의

—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한 남녀 

이분법의 해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성과 

여성 이미지의 변화를 표현

패션 

스타일

- 히피(Hippi)
- 펑크(Punk)
- 랩 (Rab)
- 힙 합(Hip Hap)
- 네 오펑 H(Neo-Punk)

- 레트로스타일(RetroStyle)
- 프리 미 티 브 (Primitive)
一 에 스닉 스타일(Ethnic Style)
一 퓨전스타일(Fusion Style)
- 젠스타일(Zen Style)

- 앤드로지 너 스(Androgenous)
一 젠더리 스 (genderless)
- 유니 섹 스 (Unisex)
- 란제 리 룩(Lingery Look)

〈그림 1}. Hippi Style
(Herald, 1994)

대표 

스타일의 

이미지

〈그림 2〉Neo- Punk Style 
(JeanPaul Gaultier, Collezioni, 

vol. 71)

〈그림 3〉Retro Style
(Channel, Collection^ vol. 80)

〈그림 4〉Ethnic Style 
(John Galliano, 

Fashion News, vol. 82)

〈그림 10〉Genderless
Style(77?e Korea Textile

Journal, 1997.2)

〈그림 6〉Lingery Look 
(Gucci, GapPress Vol. 31)

화 경향에 의한 경계의 와해는 고급문화와 하위문화 

의 구분이 용해되어졌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중 

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총제적인 정체성의 분해 경 

향은 과거 모더니즘시대에서의 대량 생산된 패션에 

931



140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대한 순응현상을 하위문화 스타일의 세계에서 일어 

난 차별화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스타일의 복수성으 

로 단편화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하위문화스타일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외모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스타 

일로 급속히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패션에서의 포 

스트모던적 태도를 Polhemu")는 '슈퍼마켓 스타일 

(Supermarket of Style)'이라고 특징 지우기도 했다. 포 

스트모던시대의 하위문화스타일 특성은 첫째, 역사 

성을 무시한 절충주의의 영향속에서 전개되었다. 펑 

크 이후 출연한 스트리트스타일의 절충현상은 하위 

문화로서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알리는 것으로 펑크 

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 1980년대 말에 이르 

러서는 이전의 청년문화의 강력한 힘을 능가하는 청 

년 문화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7). 둘째, 하이패션 

의 인습 타파주의적인 대안으로 출현한 하위문화 스 

타일은 포스트모더니즘 후기에 들어서는 하이패션 

에 지배적인스타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향 

전파경향은 끊임없는 매체의 관심과 함께 하위문화 

스타일의 본래의 의도와 근본을 약하게 했다. 즉 스 

트리트스타일이 하이패션에 도입될 때 하위문화로 

서의 스트리트스타일이 처음 지녔던 저항적 의미는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일반화되고 결국은 하이패 

션을 지배하는 문화로 통합되면서 그 정체성이나 출 

처는 모호한 경향을 띄게 되었다'8).

포스트모던 시대의 하위문화스타일은 1960년대후 

반 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히피의 시작으로 포 

스트모던 하위문화 스타일의 시작을 예시하였다. 

이후 '70년대로 들어와서 글렘(Glam)과 헤드벵엇 

(Headbaners), 허무주의적, 파괴지향적 인 펑크(Punks), 

아프리카이미지의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이 출현 

하였다. 80년대는 뉴로맨틱스(New Romantics), 투톤 

(Two-ton), 페티시즘이 외설적인 맥락에서 제도화된 

퍼브(Perve), 90년대는 랩, DJ, 그래피티아트와 브레 

이크댄싱의 기본요소로 구성된 힙합(Hip Hop), 테크 

노스타일과 절충된 사이버펑크(Cyber Punk), 레이버 

(Raver)등의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들이 창출되었 
다. 翊

2) 시 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패션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원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져 

갔으며, 복식의 다원성은 다른 사람의 복식 문화권 

에 관심을 두게 된 '탈중심화' 현상으로 반영된다. 이 

것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경 계 

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 

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 패션의 대표 

적인 개념은 역사적 복고성과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복고성의 개념은 포스트모던 복식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복고풍 

의경향은 20세기의 몰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모더니즘의 반항이라기보다는 고도의 혼란과 방황, 

인위적이고 반항적인 시대사조에 대하여 안정적으 

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다또한 전통적인 시간 

개념의 붕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저장고가 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 

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적 스타일을 이용해 

왔지만, 현대복식에 나타난 이러한 복고 현상의 특 

징은 다양성이다. 즉, 복고풍의 경우도 빅토리안의 

극단에서 아르데코의 기하학, 구조적 형태든 그 범 

위는 제한적이지 않은 여러 시대를 동시에 나타낸다. 

이러한 복고성의 개념은 점차 단순히 역사적 디자인 

이나 혼합절충주의 디자인과는 차별성을 가진 레트 

로 스타일(retro-style)로 발전하였다. 레트로스타일은

16) Polhemus, Style surfing: What to wear in the 3rd millennnium^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p. 2과.

17) David Muggleton, Inside subculture: The postmodern meaning of style (New York: Oxford, 2000). pp. 131- 
134.

18) C. Evans, 'Dreams that o이y money can buy or, the shy tribe in flight from discourse/ Fashion Theory Vol.
1 No. 2, (1997), p. 169,

19) 정미진, 정흥숙, 김선화, “락(Rock) 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52권 5호, 

(2002), pp. 173-186.
20) 임은혁, 김민자,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3호, (2003), pp. 13-31.
21)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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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주의 디자인은 과거의 스타일을 재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레트로 디자인의 목적은 과거스타 

일이나 디자인 양식의 재활용이 아니라 추억과 회상 

이라는 감성의 전달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꺼

둘째,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 지구촌이라 

는 다민족 공동체로 만들고 있으며, 지역적 다원주 

의 현상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지구 곳곳의 고유 

한 민속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 

를 갖게 된 정보시대의 패션은 국제화의 모습으로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수용의 태도 

를 보이고 있다方. 그리 하여 아시 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 의 복식문화에 영 향을 받은 민속풍이 후기 자본 

주의 시대에 적합한 패션 주제로서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초기의 지역적 다 

원주의 현상은 동양을 지칭하는 오리엔탈리즘을 중 

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 

라본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의미한다"). 

즉 서구인들에게 동양은 언제 나 타자였고 상상의 대 

상이며 정복의 대상이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言 

의 중심특성인 탈중심화, 탈경전화의 개념은 이러한 

서구 우월적인 사고를 점차 완화시켰으며,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 

보는 스타일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20세기 

중반까지의 모더니즘의 시대는 서구 제국주의적 관 

점으로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의 복식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 1960-1970년대는 

히피 등의 출현으로 동양문화에 깊이 있고 긍정적 

인 인식을 갖게 한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Folklore 

Orientalism)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는 비기독교권 

지역의 프리미티브(primitive)한 민족의상의 미적특 

징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하는 에스닉스타일 

(Ethnic style)이 두드러진 시기이며, 1990년대 이르러 

서는 동•서양적 요소가 대등한 위치에서 혼합 절충 

되는 퓨전스타일(Fusion style)이 '90년대 후반기의 

동양의 정신적 사상에 깊게 영향을 받은 젠스타일 

(Zen style)과 함께 20세기 후반부의 패션을 지배하였 

다25~27).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지역적 다원 

주의 현상은 과거의 서양과 기타 또는 타자로서의 

동양 혹은 제3세계라는 모더니즘적인 양분법이 아닌 

서로의 양식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고 혼 

합하는 다원적 문화 현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해체 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써 

남녀의 이분법을 성차이의 무효화와 남녀의 대립항 

적인 항목들을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림으 

로써 여성만의 해방이 아닌 남녀 공동 해방이라는 

휴머니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수용한 포스트모던 페미니 

즘의 사상을 가능하게 하고 타자에 대한 여성에 새 

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였다件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패션경향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번째 경향은 포스트모더 

니즘의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하여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 이분법의 해체경향 

은 패션에서는 주로 양성적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앤 

드로지너스(androgenous), 젠더리스(genderless), 유니 

섹스(unisex), 듀얼리즘(dualism), 호모섹슈얼리즘(H(a 

mosexsualism), 크로스드 레 싱 (CrossDressing)등 의 스 

타일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此，

22) 박혜원, 이미숙, "레트로(Retro)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 연구,” 복식 52권 3호 (2002), pp. 171-187
23) 김문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52.
24) 이승환,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하라,” 전통과 현대, (겨울호, 1997), p. 206.
25) 조영아, 유혜영,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연구,” 복식 51권 5호 (2002), pp. 17-28.
26) 임영자, 한윤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연구,” 복식 51권 5호 (2001), pp. 113-134.
27) 이춘희, 신상옥,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 복식 50권 4호 (2000), pp. 131-146.
28) Rosemarie Tong, 이소영역, 페미니즘사상, (서울:한신문화사, 1995), pp. 125-143.
29) 이정은, "페미니즘의상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인지행동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pp. 35-45.
30) 김은실,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78-80.
31) 채수진, "패미니즘적 시각에서본 현대복식의 앤드로 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하교 대학원 장 

식미술과 석사학위 논문, 1999), pp. 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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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향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탈 

고정성을 획득한 여성성과 여성 몸 이미지의 변화를 

패션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 

니즘에 의해 제안되는 탈고정적 신체이미지는 패션 

에서 기존의 여성미를 표현하는 많은 디자인들을 변 

형, 왜곡하는 작업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기존의 환 

상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지배체계에서 구조화된 

여성 이미지를 벗어남으로써 여성 신체의 새로운 표 

현을 시도하게 하였다. 즉 고정적인 아름다운 여성 

신체를 의상을 통해 변형, 왜곡시키거나 신체의 표 

현방식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탈고정 

화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나타난 형식들은 탈중심성 - 전통적 

인 패션 원리의 해처】, 탈구성성 - 활동성과 기능성 

이 배제되어 입을 수 없는 의복으로, 의미의 불확신 

성- 착용자의 이해와 참여를 요구하는 경향, 노 

출 - 속옷과 겉옷화 현상, 파괴 - 찢음 등으로 미완 

성복식, 미적 고정 관념의 해체 -빈곤 등의 대명사 

인 남루함과 구제품풍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실 

제적으로 유행된 대표적인 스타일들은 푸어룩(Poor 

look), 란제리룩 (Lingery look), 레프트룩 (Wrapped 

100k) 등이 있다

2.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성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 

성은 단편화, 이종혼합, 행위와 참여에 대한 강조, 유 

희성 및 축제성, 해체주의 등의 양식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속성들은 패션에서 이종혼합, 해체주의 기법, 퍼 

포먼스 등의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표 3> 으로 요약 설명하였다.

1) 이종혼합

원래 잡종 성물의 의미하는 하이브리드(hybrid)라 

는 용어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두개 

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본고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현상 안 

에서 불안정과 혼동으로 인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 계층지역, 국가, 민족 등에 관심을 두면서 다원 

적 요소들 간의 수평적인 조절과 조화를 통해 다양 

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종혼합(hyt* 

ridization) 양식의 중요한 표현 기법들로는 혼성모방 

(pastich), 패러디(parody), 꼴라쥬(collage) 등을 들 수 

있다.

혼성모방은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 

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 

닉 등을, 때때로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 

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작품 또는 그러한 창작 방법 

을 말한다. 이 혼성모방이라는 새로운 기법은 미학 

적 대중주의, 문화생산물의 깊이의 결여, 행복감의 

만연 등을 특징적 양상으로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더 

니즘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적 우세종网으로 

등장하면서 모더니즘 예술의 독창성, 천재성, 실험정 

신, 유일무이함은 개별적인 주체의 소멸과 함께 위 

협받고, 그 대신 예술의 대중성이라든가 이종교배, 

의도적인 천박성, 절충주의 같은 개념들이 만연하면 

서 혼성모방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낳게 되었다珂 패 

션에서의 혼성모방의 소재는 오리지널 패션디자인 

과 하위문화 스타일, 예술작품이나, 종교적 이미지, 

그라피티(graffiti), 오브제(object), 역사적 이미지, 민 

속적 이미지들로서 이들은 차용(apropriation), 조합, 

복제의 기법으로 혼성모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용의 형식은 대중매체나 미술사에 나타났던 이미 

지를 빌려 새롭게 대치시키거나 배열하여 대상을 그 

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재 

구성하고 재해석하는 표현작용으로 나타난다. 즉 주 

제가 내용으로 구체화 되면 그 주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변형을 가져오며 또한 상상력에 의하여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배열하며 표현적 서술속의 재현적 양 

태라는 유사성이 내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더니

32) 이현아, "해체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2.
33) 이신영, 김세영,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号' 양식의 탈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1호 (2003), 

pp. 49-66.
34) F.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김욱동 편, (서울:문학과 지성, 1990), pp. 36-37.
35) 윤진섭, “혼성모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미술, 9권 (1992), pp.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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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성

이종혼합 

(Hybridization)
해체주의 양식 

(Deconstruction)
퍼포먼스 

(Perfbrmence)

특 징

잘 알려져 있는 특정 작품이나 

매체에서 모티브나 스타일, 이 

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없 

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

-복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부정

-전통을 배제하거나 비상식적

인 기법의 사용

- 형태미의 불확정성

-탈양식, 탈의미 

기존 패션쇼의 유형을 탈피하 

고 타 장르와 결합하여 행위와 

참여를 중시하고，축제성, 유희 

성을 표현함

주요 기법

- 혼성모방(Pastich)
一 패러디(Parody)
- 꼴라쥬 (Collage)
- 빠비에꼴레 (Pappier-Colle)

- 탈신체화

-탈구조화

-왜곡 및 변형

-관객의 참여

-즉홍성, 일회성

-현장성

-계획성

-몬드리안드레스

-카드피스드레스

패션스타일 -고딕룩

-슬로건드레스

-푸어룩(Poor Look)
-데포르마시옹 스타일

(Deformation Style)
-모빌스타일(Movile Style)

- 폐차장이나, 선착장등 장소의 

다양화

- 첨단기술의 사용한 무대 장치 

와 음악의 다양화

-모델개념의 확장

대표 스타일의 

이미지

〈그림 7〉SloganDress 
(Fred Sathal, Fashion News, 

vol. 76)

〈그림 8> Parody 
(John Galliano, Fahion New, 

vol. 62)

〈그림 9〉Deformation
(Issay Miyake, Fashion News, 

vol. 63)

〈그림 10〉Movile Style 
(Junya Watanbe, Gap Press, 

vol. 24)

〈그림 11〉Performance 
(Hussein Chalayan, Fashion

News, w)L 61)

〈그림 12〉모델개념의확장

(노인)

(Hussein Chalayan, Fashionn 
News, vol.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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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서 소중히 여긴 아방가르드의 독창성이라는 개 

념에 이의를 제시했으며, 새로운 전도된 아방가르드 

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혼성모방의 대표적인 스 

타일들은 레트로 시크(Retro chic), 캠프(Camp), 에스 

닉 시크(Ethnic chic)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디자인 

으로는 명작이나 대중매체의 과거 작품을 차용하므 

로써 현대 복식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변화 

된 미의 가치기준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로 

Saint Laurant은 몬드리안드레스(Mondrian dress), 누 

드룩(nude look)과 Westwood의 카드피스드레스(cod

piece dress)가 있으며, 이외에도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 패션의 한 장르로 정착된 고딕룩( Gothic look), 그 

라피티를 사용한 슬로건드레스(slogan dress)등도 혼 

성 모방의 좋은 예이다.

패 러디(parody)는 혼성모방과 구분하기 힘든 용어 

중의 하나이다. 혼성모방을 공허한 패러디라고 명하 

기도 하며, 이것이 패러디처럼 특정한 스타일의 모 

방이자 스타일상의 가면을 쓰고 죽은 언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패러디의 숨은 동기나 풍자적 웃음 

은 찾아 볼 수 없는 중성 적 모방이 라고 구분한다. 또 

한 Hutcheon功은 패러디와 혼성모방을 구별하는데 

있어, 전자는 차이를, 후자는 유사성과 상응에 의해 

작동하며, 패러디가 수사적인 문체와 관계한다면, 혼 

성모방은 상투어구에 관계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다 

시 말해 패러디는 어떤 목적의식 -조롱이든 찬양이 

든-을 가진 활동인데 반해, 혼성모방은 의미 없는 

표면적인 스타일상의 조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 

다翊. 패션에서의 패러디는 주로 대가들의 회화나 팝 

아트의 작품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다. Castelbaljack같은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서양회화의 사실기법을 배제하였던 Go앙！의 작품을 

매개체로 하여 만화의 기법을 통한 재창조로써 전통 

에 대한 반발을 해학적으로 패러디하여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팝아트에서의 핵심 개념인 사진과 

만화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팝아트의 표 

현기법이나 주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이미지의 오브 

제의 패러디를 통한 사진이나 만화이미지가 주류 문 

화 또는 전통에 대한 반발과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 

타나는 사회현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꼴라주는 입체파화가들에 의해 처음 회화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신문, 사진, 헝겊 등을 2차원의 평면 

에 붙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분명케 해주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창조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패션에 

서는 주로 패치워크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최근 이 

러한 기법은 더 발전하여 빠삐에꼴레(papier-colle)기 

법, 또한 꼴라쥬기법의 개념적 확장인 브리꼴라쥬 

(bricolage)등의 양식도 포스트모던 패션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 회화에서 화면위에 인쇄물을 덧 

붙이는 기법으로 나타나는 빠삐에꼴레는 기법은 패 

션에서는 완성된 천이나 옷 위에 다시 가위로 자른 

천들을 덧붙임으로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Levi-Strauss例의 브리꼴라주의 개념은 어떤 대 

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의 전 

체 구조 내에서 새로운 의미의 상호 작용을 위해 그 

개상을 재배치하고 재 문맥화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브리콜러(bricoleur)가 그 담론 내에서 기호와 

같은 전반적인 레퍼토리를 사용하여 그 의미 있는 

대상을 재위치시키거나 대상이 전혀 다른 조합으로 

배치될 때에는 새로운 담론이 구성되고 다른 메시지 

가 전달된다. 대표적인 브리꼴라쥬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펑크족들에 의해 더럽혀진 학교 

교복조각, 퀼트, 발레리나의 짧은 스커트와 함께 도 

시 생활의 파편들인 안전핀과 쓰레기통의 라이너들 

을 미친듯이 재인용하는 과격적인 방법들이 있다. 

펑크족이 선호하는 이러한 방법 뒤에는 무질서, 분 

해, 혼동이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종족간의 경계와 

성의 구별을 침식시키고자 하는 욕망인 동시에 다른

36) 양학미, 김민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복식, 50권 1호 (2000), pp. 69-84.
37) Linda A. Hucheon, Theory of Parody : The Teachings of Twentieth- Centry Art Form (New York : Methuen, 

1985), pp. 24-26, 재인용, 김욱동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 2001), pp. 436-437.
38) 양학미, 김민자, Op. cit. pp. 52-58.
39) 류근영, 이효진, “만화이미지가 표현된 후기산업사회 복식의 해학,” 복식 52권 8호 (2002), pp. 55-71.
40) C. Levi-Strauss, The Savag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p.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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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속하는 것들을 섞어 놓으므로써 시대적인 순 

서를 혼동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생산된 

스타일은 각각의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집 

단의 자아의식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전체적인 의미 

내에서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 낸다. 또 

Hebdige")는 펑크족이 그 전위적인 의미의 분쇄작업 

을 훨씬 더 밀어 붙여서 한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을 

아이러닉하게 조작시킴으로서 어떤 스타일이든지 

가속화된 분해를 할 단계 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패션은 끊임없는 유동의 상태로 보고 이 속에서 다 

양한 브리꼴라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2) 해체주의 양식

해체주의란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적 인식의 중심 

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처】,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 

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중심화, 그 자아 

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적 구조의 해체를 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세계를 의복과의 관계에서 보 

자면, 그것은 데카르트적 주체의 탈신체적 특성과 

연결된다. 즉, 데카르트적 주체는 신체를 가지고 있 

는 주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판단력만을 

가진 정신적 주체이다. 따라서 근대의복은 주체의 

신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가리거나, 다른 

형태로 연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패션에서 

의 해체주의는 의복의 구체적인 형태를 해체하는 것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인간 주체와 맺는 

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적인 복식디자인이란 복식에 대한 기존 개념 

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찢기, 

구기기, 자르기, 비대칭구조, 봉제선 없애기, 올 풀기 

등 평범하지 않은 표현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형태미의 불확정성, 탈 

양식, 탈의미 적 형 태 등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43). 주로 표현되는 양식으로는 크게 신체적 각 부분 

의 가시적 의미가 바뀌는 탈신체화와 의복의 공간이 

변형되는 탈구조화, 그에 따라 옷을 입는 주체의 정 

체성이 다르게 표현되는 작용을 해체주의 양식으로 

표현하였으며 "), 일자에서는 데포르마시옹 (Deft)r- 

mation)기법을 해체주의의 주요 양식으로 보고 인체 

의 이미지, 실루엣, 디테일의 데포르마시옹 유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측면에서 조형 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 

다傾

'90년대 패션에서 해체주의를 시도한 디자이너들 

은 의복을 분리하여 재구성하거나 해체하였으며, 

Chalayan같은 디자이너는 소매나 칼라가 있어야할 

부분에 엉뚱한 요소들을 부착시키므로써 탈구조적 

공간화 했다,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김을 주 

어 변형,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전통 복식에 대한 문 

화적 재해석을 시도하거나, 언더웨어가 겉옷으로 입 

혀졌고(lingery look) 그런지 룩(grung look)과 헐렁한 

형태로 재창조되어져 새로운 방식으로 감싸지거나 

입혀지면서 재구성되고 해체되었다顿 . 일반적으로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디자인의 흐름은 초기 세대들 

이 외형적 측면에서 파격을 가져오기보다는 이성/감 

성, 남성/여성, 정신/육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 

하는 의미적 해석으로써 디자인에 파격을 가져온 반 

면 후기세대들은 분석적이고 구조주의적인 합리화 

의 우회적 표현으로 봉제구성상의 부정형성과 안감 

과 봉제기법의 표면화로 해체패션을 유도하거나"), 

또 압축, 홈, 겹치기 등의 구조 변화에 의한 데포르 

마시옹(Defbrmation) 기법, 가동성 있는 의복이라는 

뜻의 모빌스타일(Mobil style)등의 실험적이고 전위 

적인 기법들이 시도되었다.

3) 퍼포먼스(Performance)
퍼포먼스는 포스트모던 양식의 중요한 특성들인

41) Dick Hebdige, Sculp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Methuen, 1979), pp. 46-71.
가2)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43) 장애란, “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디자인,” 복식 52권 5호(2002), pp. 91-107.
44) 김혜영,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5。권 

4호 (2000), pp. 5-20.
45) 이효진,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b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3호 (2000), pp. 13-30.
46) 김혜영, op. cit., pp. 6-7.
47) 김혜정, 임영자, 현대 건축의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권 (1998), pp. 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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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르성, 행위와 참여의 중시, 축제성, 유희성을 가 

장 잘 표현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패션쇼는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객이 즐기고 참여하는 총체 

예술로서의 퍼포먼스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즉 현 

대 패션쇼의 유형은 기존의 쇼 형식을 탈피한 관객 

참여, 즉흥성, 현장성, 계획성, 일회성 등 퍼포먼스적 

실연 형식으로 타 장르의 특성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존재하는 총체 예술로써 대중화 되고 있다. 특히 90 

년대 후반에 Galliano, Chalayan, Macqueen과 같은 젊 

은 세대의 패션쇼에서 다양한 양식들이 시연되었으 

며, 그 구체적인 실연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변환으로 공간 개념이 확 

장되면서 신성한 교회, 버려진 공장이나 빈터, 지하 

철 역사, 가설 텐트, 선착장, 폐기물 처리장, 스케이 

트장과 같은 저)3의 장소가 패션쇼장으로 사용되어져 

관객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현장성을 나타내며 참여 

의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무대 장치의 변화 

에 의해 관객과 무대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생 

활의 일부를 무대에 옮겨 일상과의 간격을 좁혔으며,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순간적인 즉흥성, 일회성,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준다. 셋째, 배경음악의 다양화 

와 라이브 연주는 관객 의 참여 와 즉흥성을 유발한다. 

넷째, 캣워크 자체가 이미 퍼포먼스로서 모델들은 

만능 탤런트화 경향을 보이고 모델의 개념 또한 확 

장되어 대중스타, 일반인, 노령자, 흑인 모델의 기용 

으로 미적 경계를 허물고 유머와 관객의 참여를 유 

도하고 있다的.

V. 결 론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시대정신을 표 

현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역사 

적 전환기의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독특한 사고방 

식이다. 모더니즘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증후를 표현하는 개념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면, 포 

스트모더니즘은 바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 

는 증후를 진단하고 역사의 전환점에 걸 맞는 새로 

운 개념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8) 장안화, 박민여,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1990년 이후 파리 • 런던 컬렉션을 중심으로-，” 

식, 51권 5호 (2001), pp. 71-80.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성 중 많은 학자들 

에 의해 논의되어진 것을 종합하면 불확정성, 단편 

화, 탈경전화, 이종혼합, 대중주의, 행위, 일시성, 보 

편성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요약 

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탈중심성을 기초로 

한 다원적 절충주의로서 이것은 모든 사회문화적 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다 

원화 현상은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수 

직적인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 

는 태도이다. 정치, 경제면에서는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한 가치 체계대신 다양 

성이 수용되며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 

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에 미친 다양 

한 영향들을 보다 가시화 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포 

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포괄적 특성 속에서 패션이 

라는 속성과 양식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 

쳤던 특성들을 추출하여, 개념적 특성과 표현 양식 

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패션에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 

성은 탈경전화와 해체주의, 대중주의로서 이러한 속 

성들은 패션에서의 하위문화 스타일, 시 • 공간적 다 

원적 절충주의, 해체주의를 기초로 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스타일 등으로 표현되었다. 첫째, 포스트모 

던시대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특성은 스트리트스타 

일의 절충현상과 하위문화의 상향전파로 인한 그 정 

체성의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패션에서의 

시 • 공간적 다원적 절충주의의 대표적인 개념은 역 

사성과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역사성은 단순히 복 

고적인 개념을 넘어서 과거 스타일이나 디자인의 재 

활용이 아닌 추억과 회상이라는 감성 전달의 표현이 

라는 레트로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지역성은 '타자'로 

서의 동양이란 모더니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관점 

에서 탈피해서 동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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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 에스닉스타일로 시 

작하여 후반부에는 동•서양적 요소가 대등한 위치에 

서 혼합 절충되는 퓨전스타일이 동양의 정신적 사상 

에 깊게 영향을 받은 젠스타일과 함께 20세기 후반 

부의 패션을 지배하였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서 양산된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사상 

을 가능하게 하고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이미지 

를 부여하였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두 가 

지 큰 경향은 남녀이분법의 해체와 여성이미지의 탈 

고정서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 표현된 포스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적 특성 

은 단편화, 이종혼합, 행위와 참여에 대한 강조, 유희 

성 및 축제성 해체주의 등의 양식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속성들은 패션에서 이종혼합, 해체주의 기법, 

퍼포먼스 등의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 패션 

에서의 이종 혼합은 오리지날 패션 디자인과 하위문 

화스타일, 예술작품이나 종교적인 이미지, 그라피티, 

오브제 등의 다원적 요소들 간의 수평적 조절과 조 

화를 통한 다양한 재현적 양태를 의미한다. 이종혼 

합 양식의 중요한 표현 기법들로는 혼성모방, 패러 

디, 꼴라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의복에서의 해체 

주의는 의복의 구체적인 형태를 해체하는 것만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인간 주체와 맺는 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신체 각 부분의 가시적 

의미가 바뀌는 탈신체화, 의복 공간이 변형되는 탈 

구조화와 그에 따라 옷을 입는 주체의 정체성이 바 

뀌는 세 가지 양식으로 표현된다. 또 주로 실험적인 

기법들이 많이 보여지며, 데포르마시옹과 구조적인 

모빌스타일이 대표적인 기법 중의 하나이다. 셋째, 

퍼포먼스는 포스트모던 양식의 중요한 특성들인 탈 

장르성, 행위와 참여의 중시, 축제성, 유희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쇼의 유 

형은 기존의 쇼 형식을 탈피한 관객 참여, 즉흥성, 현 

장성, 계획성, 일회성 등 퍼포먼스적 실연 형식으로 

타 장르의 특성이 유기적 인 결합으로 존재하는 총체 

예술로써 대중화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패션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포스트 

모던의 개념적, 양식적 특성들은 그것의 기본 개념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 불확정 보편 

내재성의 특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형태로 패션 속 

에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중복 

되기도 하고 반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포스트모더 

니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패션에서는 네오히피, 에 

스닉 시크 등 과거와 현대의 스타일, 동양과 서양을 

혼합한 스타일을 지칭하는 조합어가 스타일 명칭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후반은 패션에서도 

위와 같은 특징들이 절정을 이루면서 빠른 스타일의 

교체, 다양한 트랜드의 혼재와 다양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들은 패션에서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개념의 

경계와 양식적 장르의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 

미하기 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새로운 발전적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21세기도 기존 문화 개 

념의 전개를 전복한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이 수용되고, 문화 발전 양식에 더불어 다양 

한 패션 현상이 전개될 것임이 예상될 때, 20세기 포 

스트모던 패션은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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