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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intertextuality expressed in fashion; intertextuality within fashion as 
sex, T.P.O., texture, and coordination and intertextuality between fashion and other genre like animation, music, film and 
technology. Intertextuality obtained by mixing the masculine and feminine text, coordinating various element without 
regarding T.P.O., texture has contributed to expending aesthetic realm and redefining the aesthetic value of traditional 
fashion design. The influence of animation, music, film on fash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genre and fashion 
integrated high-class fashion and street-fashion, created the multicultural hybrid. Moreov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f-
estyle the fashionable technical clothing was needed and developed. The intertextual tendency in the 21st-century fashion 
has given the new possibility of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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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6년 10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 선언은 구조주의 이론 뿐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기로, 서양 철학의 뿌리깊은 전통인       

이분법적 이론에 대항한 것이다.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불       

확정성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해체주의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철학이론이다. 데리다의 해체전      

략은 전통이나 말중심주의의 밖에서의 파괴가 아니라 그 내부       

에 구축해 놓은 것을 근본부터 해체하는 것으로(김성곤, 1988),       

텍스트가 내부에 지니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본 텍스트       

에서 절대적으로 생각되어온 기본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의 경향은 현대복식에서 종래의 가치관과 전통      

에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이나 소재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 전        

통적 복식형태의 파괴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스타일이 주도하       

기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형태이며, 21세기에 접어들      

면서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등 다른 예술 영역과 패션의 융     

합 및 테크놀로지 분야와의 융합까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     

화를 만들어 내고 있어, 패션도 기존 규범의 해체에서 이종배     

합 즉 하이브리드(hybrid) 등 하나의 영역이나 개념을 초월한     

다문화적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영역간의 구분은 무     

의미해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성을 띠게     

되면서 상호텍스트적 경향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선행연구로는 ‘현대 복식의 해체경향(손일호,1993)’을 시작으    

로 데리다의 해체전략인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불확정성     

의 4가지로 패션 경향을 분류하여 미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김     

주영, 1995; 경은주,1995; 조말희, 1996; 김지연, 1996; 김혜정,     

1997; 서경희, 1997), 부분 요소별 해체적 의상디자인을 직접     

제시한 것(윤소정, 1995)과 의복의 형태와 소재라는 단일요소     

의 특징만을 대상으로 해체적 의상디자인을 분석한 것도 있다     

(이순자, 1999). 최근에는 대중예술 속에 표현된 해체주의 패션     

을 연구한 것(라의숙, 2003)과 다문화적 개념으로서 패션과 타     

영역 간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김혜정, 2004) 등 다양한     

영역의 융화에 따른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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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코드로서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변화, 발전되고 있       

는 해체주의의 이론 중 다원적 요소들 간의 수평적 조절과 조         

화를 통한 다양한 재현적 양태를 의미하는 상호텍스트성 이론       

을 국내외 관련서적 및 선행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전위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      

하는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컬렉      

션지를 참고로 의상작품들을 분류하여 패션의 범주 안에서의      

상호텍스트성과 패션과 타영역 간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기존문화 개념의 전개를 전복한 복합적이고 상대      

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이 수용되고, 문화발전 양식과 더불어 다        

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대복식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다양        

한 복식 조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상호텍스트성과 패션

2.1. 상호텍스트성의 정의

바르트는 그의 저서인 ‘신화(mythologies, 1957)’, ‘기호학의     

요소(elements of semiology, 1967)’에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     

이 모든 문화적ㆍ사회적 기호체계를 설명해 준다고 하였으나,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 1968)’에서는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유로이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표와 기의 사이의 단절과 기호의        

불확실함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절대적인 근원이나 의미의 존재      

를 부인하면서(김성곤, 1988)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로     

견해를 바꾼 학자이다.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구조주의로의 이      

행은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움직임 즉 안정된 대상이나 경계선       

이 명확한 작품에서 유동적인 텍스트로 옮겨가는 것으로(박거      

용, 1993), 그 유동성으로 인하여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을 가지게 된다.

자끄 데리다는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들을 텍스트로 간주하였으며(김형효, 1993), 텍스트란 용어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서 어떤 일정한 기호체계가 지닌 표현성       

이 일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모든 텍스트는 기호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는 인용과정으로      

인식되었다(서우석·김세중, 1988). 텍스트에서의 의미산출의   

구조는 직조직처럼 이질적인 것들이 얽혀 있으므로 텍스트에서      

는 하나의 원천적인 중심개념이 있을 수 없으며, 전통적으로 당        

연시 여겨오던 이분법적 대립을 없애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여      

공간적ㆍ시간적으로 열려짐을 의미하며 반복과 인용을 통한 텍      

스트의 유희로써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원리를 이끌어 냈다. 

차연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      

은 텍스트들 중 그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할 수 없고 다만 상           

호 언급, 병행 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자율성은 거부되고 언술 행위의 형태들 역시 상호 독        

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데리다의      

‘반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 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다(서우석·김세중, 1988). 즉, 데리다는 모든 이항 대립적      

요소들이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상호 보존적’     

인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 사이의 자유로운 치환     

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해체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김성곤,     

1988). 데리다가 주장하는 ‘병행 인용(paracitation)’이란 극단적     

인 텍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두 텍스트 사     

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중간     

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 유보를 유도하고 경직성으로부터 탈     

피하는 것이다. 즉,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와 콘텍스트 양자를     

모두 포괄하면서 허물어뜨리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열려진 독해     

의 지평을 열고 결정론적 독해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이지윤,     

1994). 자끄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건축, 회화, 조각들은 데리     

다의 사고를 인용하고 변환시키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관념     

적이며 관습적인 표현형태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끊이지 않는     

표현에 대한 실험정신과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은 영역의     

파괴, 장르의 혼합 등으로 장르와 양식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보     

여주고 있다.

2.2. 패션에 표현된 상호텍스트성

복식은 복식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다른 텍스트 즉     

상대의 성, 지위, 나이 및 T.P.O. 등과 타 예술 영역 모두를     

인용하여 패션과 비패션의 경계선에서 병행인용으로 전환되고     

다해석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상호텍스트성은 해석자가 하나의     

의복을 독립된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패션, 또는 대중 문     

화의 다른 부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텍스트로 인식함으로써,     

‘인용’, ‘창조적 표절’과 함께 주체가 없는 탈중심의 해체원리     

를 나타내고, 해체의 열린 사고에서 나오는 상호텍스트성에 의     

한 차연의 유희로서의 다해석이 가능해진다. 웨스트우드는 “나     

는 비전통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하여 전통적인 것을 이용한     

다. 패션 디자인은 거의 수학과 같아서 시대에 적합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서로로부터 더하고 빼야 한다는 개념을 갖     

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Royal, 1987) 상호텍스트성의 필요성     

을 예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으로 표현되는 상호텍스     

트성은 현대 복식에서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     

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성, 소     

재, T.P.O. 등 패션의 범주 안에서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     

에서 시작되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타영     

역과 서로 상호 관련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떠     

한 영역이나 개념을 초월한 다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해체     

주의적 사고 체계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문화와 저급문화의 경계의 붕괴가 패션에서는 스트리트 패션의     

캣워크로의 진출로 나타났고 이러한 주류와 비주류 문화의 역     

전, 경계의 붕괴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패션에     

서도 타 영역의 대중문화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전통 엘리트 계급과 지식인들의 소     

유물로 여겨졌던 문화가 모든 신분과 계급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로 변화되었고,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및 테크놀     



 현대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363

   

   

 

  

 

    

 

  

   

   

     

  

 

   

      

 

   

 

 

로지 등 문화간의 유입과 혼합이 이루어져 문화적 독립체로서       

다문화적 변종(Multicultural Hybrid)이 나타났다. 패션도 대중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타 예술영역 및 테크놀로지 분야까지 융        

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을 이        

종 배합에 의한 다른 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이라 할 수 있다        

(김혜정, 2004).

3. 패션의 범주안에서의 상호테스트성

3.1. 성의 상호텍스트성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모호해지면      

서 나타난다. 성 역할이란 특정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이다.      

이러한 기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될 수도 있다.        

특히,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가 억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남성/여성이라는 성의 하위문화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      

법이 사라지게 되었다(이민선, 1993). 

성혼합의 길을 제시한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의 1987      

년 뉴욕 F.I.T. 주최의 ‘세 여성(Three Women)’에서 여성의 가        

냘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을 잘라 내고 남녀를 같은 위치         

에서 세워 인간성이 곧 휴머니티 자체라고 주장하고 국경, 종교        

의 경계의 파괴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와 같은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자도 여자도 인간답게”라는 더       

큰 명제를 제시했다. 장 폴 골띠에(Jean Paul Gauter)는 남성복        

에 스커트를 등장시킴으로써 의복이 성을 구별해 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의복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       

로부터 해체하고자 하였다. 앤드로지너스는 자신의 성을 부정하      

지 않고 남성 여성이 가지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발표되는 남성복은 여성복에서만 볼 수 있는 레이스 소     

재와 꽃무늬 프린트 소재의 이용과 노출적 표현 등 텍스트를     

서로 공유한 디자인으로 전통적 이분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다. Fig. 1은 피에르 발맹(Pierre     

Balmain)의 99-00 A/W 작품으로 남성복의 하드한 이미지를     

그대로 여성복에 도입하였고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의 04 S/S에 발표된 작품인 Fig. 2는 남성의 재킷에 여성복의     

라인을 이용하고 스커트를 매치함으로써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신선한 감각의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의 성 개념도 바뀌어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     

을 선호하며, 남성과 여성 각각의 텍스트의 장점을 공유하는 모     

습으로 발전,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 두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 즉,     

듀얼리즘(Du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3.2. T.P.O.의 상호텍스트성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용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속옷의 겉옷화, 스포츠웨어의 일     

상복화,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어 표현되고 있다. 속옷의 겉옷화, 즉 인     

프라(Infra)현상은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장 폴 골띠에가 디자인한 금색 콜셋을 가수 마     

돈나가 무대의상으로 착용함으로써 속옷과 겉옷의 상호텍스트     

성을 표현하였으며, 190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해체     

에 의한 노출현상은 ‘속옷은 당연히 겉옷 내부에 착용해야 한     

다’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전통미와 퇴폐미,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금욕주의와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적 해석을     

부정하고 겉옷과 속옷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복식에서는 믹싱모드라고도 할 수     

 

    

             

 

Fig. 1. Pierre Balmain의 작품, 

 99-00A/W, Paris(Collection p.299).

Fig. 2. Yohji Yamanoto for men의 

  작품, 04 S/S, Paris (Collection p.71).

Fig. 3.  John Galliano의 작품, 

 04 S/S, Paris(Collection p.155).

Fig. 4. Jean Paul Gaultier의 작품, 

   99-00A/W, Paris(Collection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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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오늘날 해체주의 패션이 이질성, 부적합성, 의외성을 추       

구한 결과, 이분법적인 과거와 현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동양과 서양, 디자이너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모두를 해체하고       

쇼트와 롱, 포멀과 스포츠, 하드와 소프트, 또는 목적이 다른        

아이템 등 대조되는 것들을 집대성하여 부조화, 비상식, 비범함       

, 룰의 파괴, 불협화음을 발생시킨다. 이는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신선함     

의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04 S/S 작품인 Fig. 3은 레이스 소재의 콜셋과 가         

터벨트를 로맨틱무드로 재조명하여 속옷과 겉옷의 상호텍스트     

성을 보여주며, Fig. 4는 99-00 A/W 장 폴 골띠에의 작품으         

로 클래식한 재킷에 찢어진 데님을 패치워크한 슬랙스를 매치       

함으로써 기존의 착장 룰을 파괴한 코디네이션스타일을 제시하      

고 있다. 

3.3.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1960년대 후반이후 과학의 발달로 신소재개발과 사고의 변      

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이 다양해져 안감으로 겉옷을       

만들거나 겉옷 전체를 시스루(see-through)소재로 사용하여 기     

존의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고급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의 결합, 원시소재와 하이테크 소재       

의 결합으로 극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파코라반(Paco Rabanne)은 금속, 플라스틱, 알루미늄을 사용     

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앙드레 꾸레쥬(Andre Courreges)     

는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알루미늄, 금속 등을 소재로 이용        

하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Fig. 5는 파코라반의 03       

S/S 작품으로 하드한 소재인 사각형의 플라스틱판을 여러 개       

이어 붙여 인체에 밀착되게 디자인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       

하고 있다. 이쎄이 미야께(Issey Miyake)는 소재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남달라서 그의 디자인의 핵심은 소재개발에 있다고 할       

정도이며, 옷은 반드시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     

고 누비거나 주름잡힌 특이한 직물, 플라스틱, 기름종이, 고무,     

대나무와 같은 직물이 아닌 제3의 소재를 의복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디자이너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소재개발과 이용은 창의     

적인 디자인을 시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Fig. 6은     

이세이 미야께의 03 S/S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으로 비닐소재     

를 엮고 꼬아서 만든 탑으로 하이테크한 빈티지 이미지를 제시     

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소재개발과 시도는 독창적이고 예술적     

인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재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험정신으로 넓어진 소재범위로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제시하여 디자인의 혁신성에 기여하고 있다.

 

3.4.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코디네이션 개념에 대한 새로     

운 시도로 기존의 코디네이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로맨틱한 의     

상과 스포티한 의상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의 결합, 리조트     

웨어와 비즈니스 웨어처럼 입는 목적이 다른 결합, 겉옷과 속     

옷의 결합처럼 용도가 다른 결합 등 이미지, 목적, 용도가 다     

른 아이템이 상호 인용되어 부조화된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 외에도 상반되는 결합으로 전혀 다른 패턴을 결합     

시키기도 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색채, 소재를 결합시켜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 7은 알렉산     

드 맥퀸(Alexander Macqeen)의 03-04 A/W 작품으로 포멀한     

디자인의 가죽소재의 재킷에 로맨틱한 시폰스커트의 매치로 상     

반되는 이미지뿐 아니라 반대되는 소재의 결합으로 새로움을     

보여 주고 있으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03 S/S작품인     

Fig. 8은 캐쥬얼한 상의인 블루종과 은은한 광택을 지닌 엘레     

강스한 하의의 결합을 통해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 Paco Rabanne의 작품, 03 S/S,

 Paris(Collection p.397).

Fig. 6. Issey Miake의 작품,

  03 S/S, Paris(Collection p.261).

Fig. 7. Alexander Macqeen의 작품,

  03-04 A/W, Paris(Collection p.10).

Fig. 8. John Galliano의 작품, 

  03 S/S, Paris (Collection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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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패션에서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T.P.O.의 상     

호텍스트성과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        

으로 입어야 할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다        

른 아이템의 상호 인용 및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은 패션의 다         

양성이나 자유로움, 스타일의 혁신성을 보여주고 이질성, 부적      

합성, 의외성을 가지고 미의 범주를 확대시켜 코디네이션의 새       

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4. 패션과 타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

4.1. 애니메이션과 패션의 상호텍스트성

1960년대 만화이미지의 적극적인 도입이 미국과 영국에서 팝      

아트를 이끌어 내었으며, 최근의 네오팝 현상 또한 애니메이션       

의 부각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 중의 하나인        

네오팝 아트 현상은 일본의 예술가들이 애니메이션을 작품에      

접목시키거나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대중예술가로서 활동하는    

것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차용은 영상작업과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작품이 미술견본시장인 아트페어에까지 등장함으로    

써 세계 미술계에서 아시아 작가들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다       

(김혜정, 2004). 21세기에 들어서는 일본 무라카미 타카시      

(Murakaml Takashi)가 루씨엔 펠라 피네(Lucien Pellat Finet)      

와 협력하여 무라카미의 캐릭터가 그려진 스웨터를 제작하였으      

며, 2001년 미국에서 열린 ‘수퍼플랫(Superflat)’전에서 무라카     

미를 비롯한 19명의 일본작가들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       

평면작업,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 만화, 조각 등의 작품과       

해체주의 의상디자이너 그룹인 20471120의 본인들의 샵을 옮      

겨 놓은 설치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의 패션쇼에       

관객을 참여시켜 재활용된 의상으로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이수빈, 2001). 

Fig. 9, 10에서 볼 수 있듯이 루이비통의 마크 제이콥스     

(Marc Jacobs)는 무라카미 타카시와 33가지의 멀티 칼라 모노     

그램 및 ‘Eye Love’ 모노그램, 체리블로솜(Cherry Blossom)을     

공동작업으로 만들었고 무라카미의 애니매이션 캐릭터인 ‘Mr.     

DOB’을 이용하여 백, 슈즈, 핸드폰 걸이까지 제작하였다. 디자     

이너 아이스 버그나 카스텔 바작의 컬렉션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캐릭터를 디자인해왔다. 99-00 A/W 카스텔 바작(Castel     

Bajac)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인 Fig. 11은 미국의 인기 만화인     

심슨가족 캐릭터를 모티브로 프린팅한 원피스를 보여주고 있다.     

유머러스하며 독특한 디자인을 즐겨하는 카스텔 바작은 패션쇼     

의 피날레에 어린 왕자를 등장시켰으며 폴로 셔츠 티에 디즈니     

사의 피터팬(Peter Pan)이 그려진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하     

였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een)은 애니메이션     

영화 ‘크리스마스 악몽’을 그린 애니메이터에게 컬렉션 초대장     

을 제작 의뢰하였다(김혜정, 2004). 2003년 75회 생일을 맞이     

한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가 패션모드의 새로운 아이콘으     

로 등장하여 돌체 앤 가바나의 2004 S/S컬렉션에 미키마우스     

가 시크한 캐릭터로 등장하였고, 2004 F/W컬렉션에서는 캐릭     

터 자체가 주는 복고풍의 빈티지 이미지가 반짝이는 스팽글과     

퍼(fur) 장식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재탄생되었다. 칼 라거펠     

트는 자신을 도널드 덕에 오버랩한 티셔츠를 한정판으로 출시     

했으며, 돌체 앤 가바나 역시 깜찍한 도널드 트랜드를 만들어     

냈다. 일본의 키티 또한 신진 디자이너인 뉴욕의 헤더렛     

(Heatherette)과 파리의 알렉산드레 헤르슈코비치(Alexandre   

Hershucovich)에 의해 컬렉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     

다(이현범, 2004).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는 애니매이션의 요     

소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트렌디하고     

 

       

Fig. 9. Murakaml Takashi의 

  캐릭터 ‘Mr. DOB’, http://www.

  hirop-on factory.com.

Fig. 10. Mr. DOB캐릭터를 이용한

  루이비통의 콜레보레이션 라인
  http://www.sanyanet.com.

Fig. 11. Jean-Charies De Castel 

  Bajac의 작품, 99-00A/W, Paris

  (Collection p.456).

Fig. 12. Under Cover의 작품, 

  04 S/S, Paris(Collection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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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한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 뿐 아니라 디자인, 건축 등 사회전반의 경향으로서의       

네오 팝아트적 요소는 돌체 앤 가바나에 등장한 곰인형 귀고리        

와 곰과 팬더 인형을 단 미니스커트, 클레멘트 리베로(Clement       

Ribeiro)의 입술프린트와 일러스트레이션 프린트 및 뉴욕 언더      

그라운드 문화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en     

Sprouse)의 그래피티, 동화작가인 줄리 버호벤(Julie Verhoeven)     

의 몽환적 패치 워크(Harper's Bazzar, 2003)등은 애니메이션이      

나 일러스트레이션의 요소가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의 코드로      

이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비주류문화의 역전현상으로서    

애니메이션의 대두는 애니메이션이 상징하는 하위문화가 상위     

문화인 패션에 결합되어 트렌디한 패션 아이콘으로 부각되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음악과 패션의 상호텍스트성

음악산업에서 직접적인 상품이 CD나 카세트 테입 등이라면      

그 파생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팝음        

악은 라디오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MTV까지 엄청난 파급력      

을 지닌 매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스타들 자체가 ‘걸어다니        

는 광고판’이라 할 정도로 그 스타일의 파급속도와 규모는 엄        

청나다. 패션은 당시 사회 조류, 경제상황, 지역적 특성까지 고        

려된 철저한 기획으로 탄생되나, 1970년대 중반 섹스 피스톨즈       

(Sex Pistols)로부터 폭발한 런던펑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음악       

장르의 폭발은 계획된 마케팅효과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펑       

크 스타일은 원래 내재된 정치성과 선동성은 거세된 채 패션스        

타일에 흡수되어 닭벼슬 머리, 안전핀, 현란한 머리염색, 직선       

적인 문구를 삽입한 티셔츠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패션        

쇼에 등장하고 있다(Fusion Art). 

20세기 말에 이르러 1950년대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락 앤 롤(Rack'n'roll)을 상징하는 패션 아이콘(Icon)은 타미 힐       

피거(Tommy Hilfiger)에 의한 락 아티스트들의 패션에 관한      

전시 및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어브 아트(Metropolitan Museum      

of Art)와 클리브랜드(Cleveland)에 있는 락 앤 롤 홀 어브 페         

임 앤 뮤지엄(Rock & Roll Hall of Fame and Museum)에         

의한 전시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2000년 9월 타임지에서 로저 트레드리(Roger Tredre)는 락 앤       

롤의 멀티미디어 해프닝을 선보인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을 인용하면서 점점 퍼포먼스 아트화 되어 가고 있는 패        

션쇼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21세기의 음악계는 그 어         

느 때 보다도 50년대 전통적 락 아티스트들의 패션 아이콘이 패         

션계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혜정, 2004).

옷의 크기를 크게 하여 입는 힙-합(Hip-hop)스타일은 게토에      

서 가난한 흑인아이들이 바지 살 돈을 아끼기 위해 형이나 아         

버지의 바지를 그대로 물려 입던 것이 힙합아티스트들에 의해       

엄청난 전파력을 발휘하였다. 의류회사 엑스-라아지(X-Large)를    

소유한 비스트 보이스(Beastie Boys)의 마이크 D(Mike D), 엑     

스-걸(X-Girl)에 관여하는 킴 고든(Kim Gordon), 힙합 전문 의     

류회사 우-웨어(Wu-Wear)를 운영하는 우 탕 클랜(Wu-Tang     

Clan)등은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힙-합(Hip-hop)     

스타일은 엘리트의 상징인 오뜨꾸띄르 뿐 아니라 TV 쇼나 유     

명한 스포츠 스타 비디오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언     

급되고 사용, 적용되어 힙합의 큰 사이즈 입기가 마틴 마지엘     

라(Martin Magiela)의 140, 150, 200% 확대한 컬렉션을 선보     

이게 하였다. 

음악과 대중문화가 패션과 접목된 현상으로서 페리 엘리스     

(Perry Ellis)를 디자인한 마크 제이콥스의 컬렉션에서 발표된     

헝클어진 옷을 들 수 있다. 시애틀과 워싱톤에서 온 니르바나     

(Nirvana)와 펄 잼(Pearl Jam)과 같은 밴드 주인공에 의해 연출     

된 이 패션스타일은 북서태평양의 젊은이의 유니폼에 기초한     

그런지(Grunge)의 폭발(Fig. 12)을 탄생시켰으며, 뉴욕패션계에    

발표된 이 선동적인 컬렉션은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마크 제     

이콥스를 그런지 룩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20세기말부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중예술로서의 음악적    

요소에는 패션 뿐 아니라 미술적 요소가 같이 용해되어 나타나     

고 있다. 21세기 음악계의 핫 이슈로 비쥬얼 쇽 록(Visual     

Shock Rock)과 인더스트리얼 헤비 쇽 록(Industrial Heavy Shock     

Rock) 밴드의 대명사 마릴린 맨슨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세기의 살인마 찰스 맨슨(Charles Manson)의 이름     

을 합성한 것으로 혐오와 광기에 의한 성과 폭력적인 음악적     

테마와 퍼포먼스적 아이템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Fig. 13은 마     

릴린 맨슨의 공연 사진으로 폭력적이고 탐미적인 무드를 마조     

히스트적인 가죽콜셋과 특이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표현     

하고 있다. 현재 이 엽기적인 그룹의 마릴린 맨슨의 패션과 메     

이크업, 퇴폐적 무대 매너와 그로테스크한 라이프 스타일은 21     

세기의 키워드가 되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04 S/S작품인 Fig. 14는 가죽코르셋과 레이스소재의 가터벨트     

를 동화적 문양을 프린트한 시스루 소재와 매치함으로써 탐미     

적인 분위기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다. 

21세기 음악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은     

섹시함의 상징인 코르셋, 가터 벨트, 그물 스타킹(Fishing-net     

Stocking) 등을 들 수 있으며, 락 앤 롤이나 힙합, 그런지 패션     

으로 야기된 패션상품과 21세기의 락적 요소는 하위문화가 문     

화의 중심부로 유입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3. 영화예술과 패션의 상호텍스트성 

영화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구현시킬 때 의상을 주인공의     

외부구조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표현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그 표     

현력에 의해 영화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영화의상은 극중     

에서 인물을 표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영화의 주어진 상황 속     

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을 사실적, 상징적으로 관객에     

게 전달한다(이정자, 1985). 유행발생 요인 중에서 특히 그 시     

대에 흥행한 연예, 음악, 미술 등을 모티브로 한 의복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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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취향에 잘 들어맞으면 새로운 유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        

늘날에는 영화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근원이 되었다(장      

경림, 1984). 유행의 근원으로서 영화의상의 또 다른 측면은 패        

션 디자이너들이 유행창조의 영감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영화        

가 사용된다는 점으로 ‘톱 디자이너들이 털어놓는 내가 영감       

받은 영화’의 목록이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1980-1990년대부터 프레타 포르테의 패션이 영화의상으로 사     

용되었는데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가 1980년에 아메     

리칸 지골로(American Gigolo)에서 리차드 기어(Richard Gere)     

의 의상을 디자인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아르마니 의상은 배      

우나 영화 신(scene)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장 폴 골띠에         

또한 ‘제5원소’의 영화의상을 디자인하였으며, 영화 ‘시계 태      

엽 속의 오렌지’에서 영감을 얻어 영화 속 이미지를 컬렉션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영화가 항상 패션의 영감을 준다고 한 알        

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은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Stanley Kubrik)의 영화 ‘더 샤이닝(The Shining)’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템을 99-00 F/W 컬렉션에 선보였다. 그의 컬렉션에       

는 TV시리즈인 ‘미녀삼총사’, 리들리 스콧(Ridley Scott)의 영      

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스탠리 큐브릭의 ‘2001스      

페이스 오디세이’등에서 보여진 이미지와 사운드 캐릭터들이     

모자이크되어 있다(Fig. 15). 디자이너 페니로즈(Penny Rose)가     

의상을 담당한 영화 ‘에비타’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감각      

을 표현한 것으로 그래머 스타일의 의상뿐 아니라 빨강색이 강        

조된 입술과 올린 머리, 진주목걸이, 높은 하이힐 등이 토탈 룩         

으로서 유행했으며, 레트로 패션과 함께 1990년대 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칼 라거펠트,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라크르와       

는 컬렉션에서 에비타 룩을 선보였으며 미국에서는 기성복 회       

사까지 가세하여 에비타 룩을 선보였다(WWD, 1997). 21세기      

의 패션계의 이슈로 떠오른 뮤지컬 영화 ‘시카고’에서는 주인       

공 르네와 캐서린의 프린지 드레스와 피싱넷 스타킹, 가터 벨        

트로 1950년대 풍의 관능적인 무대의상을 보여 주고 있다(Fig.       

16). 04 S/S 파리 컬렉션에 발표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작품인 Fig. 17에서도 프린지 장식과 가터벨트를 디테     

일로 사용하여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     

속 평상복으로 선보인 1950년대 감각의 레이디 라이크 스타일     

은 레트로 열풍에 가세해 입생 로랑, 마크 제이콥스, 루이비통     

등의 컬렉션에 영향을 주었다(Fig. 18). 

이로써 영화가 패션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근원이며, 시     

대적인 의상을 새롭게 재현할 뿐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들은 동     

시대의 패션을 이끌어 가는 패션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영화예술의 제작비가 증가함으로써    

많은 디자이너들이 영화 제작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함으로     

써 영화와 패션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4. 테크놀로지와 패션의 상호텍스트성

20세기 디지털 혁명 이후 기술의 혜택은 테크노 음악 뿐 만     

이 아니라 청년 문화의 산실로 클럽, 영화, 광고, 패션, 건축,     

미술 등 여러 분야에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이는 기존의     

질서에서는 보기 힘든 ‘실험 정신’과 ‘새로움’이라는 아이콘으     

로 대중을 흡입하고 있다(최혜정·임영자, 2001). 테크놀로지     

와 패션이 만난 하이테크적 기능을 데보라 밀너(Deborah     

Milner)와 에론 팩(Erron Peak)은 폴리에스테르가 코팅된 스텐     

레스 스틸과 알루미늄 실로 만든 공간시대(Space-age)의 메탈     

릭 의복을 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애론 팩이 알루미늄 웨딩     

드레스를 디자인하여 표현하였다(Ewing, 2001). 2000년에 엠마     

홀러해드(Emma Hollerhead)의 펌프 패션(Inflatable Fashion)은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PVC나 PVC가 코팅된 소재가 가     

졌던 중량감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소재개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학자와 예술가들 사이에 합동작업을 격려하기 위해 사     

이-아트 어워드(Sci-art Award)를 제정할 정도로 이미 테크놀로     

지와 예술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현상의 하나가     

         

     

Fig. 13. Marilyn Manson, http://

  www.marilynmanson. com.

Fig. 14. Christian Dior의 작품
  04 S/S, Paris(Collection p.43).

Fig. 15. Alexander Macqeen의 작품,    

  03-04 A/W, Paris (Collection p.11, 21).

Fig. 16. 영화 Chicago의 무대의상
  http://mpv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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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의 오감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제품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나까       

마지 미쥬오 교수는 감성디자인을 ‘인간의 감성과 이미지를 물       

리적 디자인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김연민,     

1994). 개인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감성 테크놀로지 시대의 도       

래는 새로운 유목민(New Nomad)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으며, 도      

시와 대륙을 종횡하며 생활하거나 여행하고, 교육과 직업적 일       

과 레저를 동시에 행하는 21세기 현대인의 생활에 따른 각각        

의 사회적 상호관계 속의 개인 특성에 부합되는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의복(Fashionable Technical Clothing)이 현실화되고 있     

다. 또한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사용자와 완성된 의복간의 관계       

가 아니라 컴퓨터 스크린과 키보드와 전화가 합작되어 있는 울        

로 된 스카프와 같이 허구로 보여졌던 패션과 전자간의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의복(Fashionable Technical Clothing)     

으로 2000년 가을 리바이스와 유럽의 가장 큰 전자회사 필립        

스에서 공동개발한 ‘ICD+ 자켓’을 들 수 있다. 유럽시장을 타        

깃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일본의 마시노 오스티(Massino Osti)       

라는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첫 ‘ICD+ 자켓’의 배치       

는 필립스의 모빌 폰과 MP3 기술을 통합한 것으로 자켓에 부         

착된 모빌 폰은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          

으며 마이크로 폰과 이어폰은 모자 또는 칼라에 장착되었다.       

MP3 플레이어는 전화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분리되며 전체는      

세탁이 가능하고 포켓의 플랩(Flap) 밑에 감춰져 있는 키패드       

에 의해 모든 기능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Fig. 19). 리바이스의        

브랜드 매니저 피터 인거슨(Peter Ingwersen)에 따르면 1850년      

대 광부들을 위해 청바지가 생겨났듯이 현대의 새로운 디지털       

노동자를 위해 적합한 옷을 창출한 것이라고 한다(김효경,      

2000). 

미래의 복식은 우아하지만 전자의 메카니즘이 될 것이며 의       

복과 같이 부드럽고 철의 구조가 아닌 소프트한 스위치가 적용     

되어야 하며 입을 수 있는 기술개발로 첨가물을 덧붙이거나 작     

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문화적 현     

실성 즉,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Gring, 2001).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전자와 패션의 결합과 함     

께 정신적 교류 차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젠 스타일의     

패션을 선보임으로써 개인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함께 나타     

나고 있다.

이와같이 지능을 가진 기술 시스템과의 시간적, 공간적, 정     

신적, 감성적 상호 교류관계인 인터액션(Interaction)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개념의 패션은 21세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21세기의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의복(Fashion     

Technical Clothing)은 산업기술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     

간상호간의 관계방식인 문화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현대에 있     

어서 일상생활로서의 과학이 주는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가 문     

화로서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 더욱 확대되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5. 결 론 

현대 복식에서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전     

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고, 새로운 장르의 시     

도가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으로 표현     

되는 상호텍스트적 경향은 종래의 가치관과 전통에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이나 소재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 전통적 복식형태     

의 파괴 등 패션의 범주 안에서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에서     

시작되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패션의 범주안에서 혼합되거나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타영역과 서로 상호 관련하여 새로운 문     

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어떠한 영역이나 개념을 초월한 다문화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을 반영     

하는 문화적 코드로서 현대패션과의 관계를 맺으며 시각적인     

          

Fig. 17. Christian Dior의 작품, 04 S/S,

  Paris (Collection p.34).

Fig. 18. Yves Saint Laurent의 작품, 

  04-05 A/W, Paris (Collection p.60).

Fig. 19. Levi's ‘ICD+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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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전환되어 변화, 발전되고 있는 상호텍스트성은 기존 사       

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타자를 수       

용하는 열린 사고를 제시하고 있다. 패션의 범주 안에서의 상        

호텍스트성은 성의 상호텍스트성, T.P.O.의 상호텍스트성, 소재     

의 상호텍스트성,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눌 수 있      

다.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과 여성의 텍스트를 서로 공유한      

디자인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다.     

성 구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        

을 선호하며,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 두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 즉,          

듀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복식에서      

는 믹싱모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오늘날 해체주의 복식이 이질        

성, 부적합성, 의외성을 추구한 결과, 이분법적인 과거와 현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동양과 서양, 디자이너 패션과 스트리        

트 패션 모두를 해체하고 쇼트와 롱, 포멀과 스포츠, 하드와 소         

프트, 또는 목적이 다른 아이템 등 대조되는 것들을 집대성하여        

부조화, 비상식, 비범함, 룰의 파괴, 불협화음을 발생시킨다. 소       

재의 상호텍스트성은 과학의 발달로 신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이 다양해져 안감으로 겉옷을 만       

들거나 겉옷 전체를 시스루 소재로 사용하여 기존 상식적인 소        

재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인 소        

재의 결합으로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거친 소재와 부         

드러운 소재의 결합, 원시소재와 하이테크 소재의 결합으로 극       

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코      

디네이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의 코디네이션 방식       

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무엇을 입어야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입어야 할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과 타 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활      

발한 진행을 보이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예술 및 테크놀로       

지와 패션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애니메이션과 패       

션의 상호텍스트성은 그동안 하위문화로 상징되어 왔던 애니메      

이션을 패션에 도입, 결합시킴으로써 소수가 차지했던 패션영      

역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21세기의 대         

중문화의 상징적 코드가 되었다. 음악과 패션의 상호텍스트성      

은 21세기 대중적 코드인 음악적 요소는 패션 뿐 아니라 미술         

적 요소가 같이 용해되어 21세기 패션아이콘으로 나타나고 있       

다. 패션의 스타일은 영화예술의 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며 영화가 패션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근원이며, 시대적      

인 의상을 새롭게 재현할 뿐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들은 동시대        

의 패션을 이끌어 가는 패션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주된 기능인 복제의 가능      

성은 대중문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테크놀로지가 문화로써 존      

재하게 되었으며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의복(Fashion Technical      

Clothing)은 산업기술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상호간의     

관계방식인 문화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 일상      

생활로서의 과학이 주는 패러다임은 테크놀로지가 문화로서 존     

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     

한 다문화주의적 현상은 더욱 확대되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21세기에는 패션이 패션의 범주 안에서 혼합되거     

나 상호작용 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혼합, 상호작용을 통     

해 복식 조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으며, 새     

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떠한 영역이나 개념을 초월한     

총체적 예술로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무대예술 분야 중 영화예술에만 국한하     

여 살펴본 한계점을 가지며 각각의 영역과 패션의 상호텍스트     

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이     

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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