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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디자인에 표현된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특성 분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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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verse and complicated trends of fashion design which were initiated at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have been evolving in the cultural framework of Postmodernism. At this point of time, Poststructuralism, with its aims
to interpret and understand modern fashion design, is a new system of thinking that reveals the contradictory aspects of
rationalistic Western philosophy and accepts uncertainty and disorder as they exis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ous theoretic systems and characteristic concepts of Poststructuralism, and supply a new cognizance
frame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fashion design with free and varied notions of deconstruction and generation, in
place of the former systematic and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meaning. Concerning fashion design, analysis of theories
and analysis of contents. By probing and examining deconstruction theory, ‘I’-other theory, textual theory, and nomadic
thinking, the concepts of cognizance are classified into Nonboundariness, Otherness, and Textualism. The theoretic foun-
dation for thi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is supplied by Derrida’s deconstructional philosophy, Lacan’s mental analysis,
Bartes’s textual theory, Deleuze’s change and generation theory, together with other theories of Poststructuralism. In
analysis of theories, a cognizance frame is proposed that can categorize the concepts, derived from various theories of
Poststructuralism, as traits expressed in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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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시대의 정보혁명은 이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현상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고정적인 체계속에 지켜져왔던 절대적 논

리와 인식구조를 파괴하고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표현되는 포

스트모던 복식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복식은 단순히 ‘입는다’는

기능성을 벗어나 과학과 철학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사회상을

표출하는 주요 문화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사회·문화

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던 복식경향의 본질은 고정적이

라기보다는 가변성과 유동성을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구조주의

에서 인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언어’를

모든 체계의 기본으로 삼는 구조주의를 모태로 하며 인간의 본

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인간행위와 그 산물들을 설명하는 데 획

기적인 기여를 해 온 사고유형이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중요한 인식론적 개념인 해체에 대한 연

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

성(김주영, 1995; 경은주, 1995; 김주현, 1999)에서는 해체주의

를 수용하는 복식의 표현특성이 연구되었으며, 해체주의 건축

양식과 현대복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혜정, 1997), 복식에 나

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김지연·전혜정,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혜정·임영

자, 1998)에서는 건축과 복식의 유사성과 그와 관련된 해체주

의적 표현특성이 연구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가 사고의 근간을

제공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로는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

니즘 연구(정현숙, 1995),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

정성(이정후, 1998)과 포스트모더니즘 복식현상을 복식문화와

접목시켜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나수임, 1997)가 있다. 

이처럼 복식에 있어서의 포스트구조주의의 표현특성에 관련

된 연구는 주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국한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연구

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 경향과 해체주의의 건축적 조형 언

어의 형식에 한정되어 포스트구조적 인식이라는 사고체계와 연

계된 복식관련분야의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특징적

인 개념들을 연구하여 이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의미의 해독

이 아니라 의미의 역동적 생성과정을 파악하는 복식해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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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의 사고체계를 활용한

복식연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대변하고 사회·

문화적 변화에 반응하며 생성되고 변화하는 현대복식을 시대적

가치체계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롭고 발전된 복식조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고찰

2.1.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간행위와 그 산

물들을 설명하려는 사고유형 및 인식을 가리키는 이론으로 모

더니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예술문화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원류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포스트

구조주의의 사고는 구조의 체계를 중시하는 구조주의를 모태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일어난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언어’를 모든 체계의 기본으로 상정한다는 점,

그리고 개개의 특성보다는 어떤 체계나 문법, 즉 ‘구조’의 발

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장태수, 1990).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동일한 사유방법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유대상을 공간적인 것이 아닌 시간과 변화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의미창출을 가능케 하는 외적인

구조-사회적 과정, 계급, 성별 내지 인종, 문화와 역사적 변화-

로 관심을 확대하였다(김욱동, 1997).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구

조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특수한 힘에

의해(혹은 구조 ‘바깥’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또 항상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성립하는 것임

을 주장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모든 구조를 해체하려는 데리

다의(Derrida)시도와 후기 바르트(Barthes)의 문학이론과 문화이

론의 실천(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1998)과 더불어 푸코

(Foucault)의 사회이론, 라캉(Lacan)의 심리분석이론, 혼돈과 차

이의 철학에서 개념들의 창조를 이끌어내는 들뢰즈(Deleuze) 등

의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들의 연구분야는 조금씩 다

르지만 이들 모두는 절대적 진리, 영원불변한 실재, 모든 판단

의 근거를 제공하는 원리들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오

히려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하였다. 

2.2. 포스트구조주의의 인식개념

해체 이론 : 구조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 후반부에

대두된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 이론은 기존 서구철학계의

기초를 뒤흔드는 혁명적 이론으로, 현존의 형이상학적 사고 방

식을 서구 고유의 로고스(rogos) 중심주의(말이나 이성적 진리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계)라고 비판하며 이와 동시에 이성중

심주의, 음성중심주의를 부정했다(강수미, 1999).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주의의 밖에서의 파

괴가 아니고, 그 내부에 구축해 놓은 것을 근본부터 해체하는

것이다(김성곤, 1988). 해체란 기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

트가 내부에 지니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존 텍스트의 내

부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온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 데리다는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

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서 가능해지는

‘열린사고’와 ‘열린사회’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가 독특한 방

법으로 만들어낸 신조어인 해체(deconstruction), 차연(differance),

흔적(trace) 등은 해체 전략을 위해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인 것

이다. 차연은 확고부동하게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차이가 아니

라 지연, 연기하는 시간성과 차이라는 공간성이 합쳐진 것으로,

흔적의 유희로 완성되는 해체전략의 핵심이 된다(박상선, 1996).

차연은 이전의 장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또

미래의 요소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자기 아닌 다른 요소들

과 의미작용을 한다. 끊임없이 지연되고 뒤틀리고 미끄러지는

차연의 성질 때문에 모든 언어는 비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에 의해 개념화된 해체주의 철학은 어떠한 규범적 관

습과 목표를 강요하는 지배적 개념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이러한 해체가 의미하는 원래의 철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서 해체주의의 움직임은 주위에서 확인되어질 만큼 유

행 양식으로 경향화 되어 확산되었다. 해체론은 하나의 의미로

집중되는 존재론과는 달리, 하나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복식을 의미가 결정된 하나의 대상이 아닌 무

한한 의미를 생산하는 ‘열린해석’으로 인식되게 한다. 

주체와 타자 이론 : 데리다가 말하는 주체와 타자(other)의

관계는 동일 주체에 내재하는 구성적 요인으로서의 타자와 주

체의 구성적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한 변별적 관계이다. 데리

다는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라고 중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

하면서 중심을 구조의 자유 작용을 개방시키는 균열 현상인 탈

중심화로 간주하였다(윤호병, 1996). 

라캉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여 주체와 욕망의 문

제를 중심으로 서양 사상의 중추가 된 ‘나’라는 절대주체 개념

을 비판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주체 개념을 구축한 포스

트구조주의의 주요 사상가이다. 라캉의 이론은 정신분석이 대

상으로 하고 있는 ‘무의식’과 그것을 구조화하고 있는 ‘언어’

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축이 만

나는 지점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타자(Other)’라고 한다. 라

캉의 주체는 통합된 주체가 아니라, 자아와 대타자로 분열된 주

체이며, 선험적인 주체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상징체계에 의

해 분열된 모습으로 구성되는 과정인 것이다(전경갑, 1993). 무

의식과 욕망은 언어의 법칙을 통해, 왜곡과 변형을 거쳐 주체

의 분열을 가져온다(이흔주, 1994). 이러한 인식주체의 분열을

통하여 기존의 권위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공식에 대한 사고

의 틀을 파괴하고 타자에 대한 관심이 예술, 문학, 정치, 사회,

여성이론으로 확장되는 타자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복식은 이제 더이상 재현의 영역이 아니라,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며, 사회문화적 상징체계에 의하여 끊임없

이 구성되는 ‘진행중인 과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이론 : 크리스테바는 텍스트를 직접적인 정보를 목표

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말을 그 이전의 또는 같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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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언표로 관계 지음으로써 언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초언어학적인 장치라고 정의하였다(최현무, 1984). 텍스트는 저

자와 해석자가 만나는 기호론적 담론의 장으로 현실에 존재하

고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파악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

재가 아니라 읽는 행위 내에 나타나 작용하고 의미가 생성되어

지는 새로운 주체를 요구하는 비결정적 의미의 장(場)인 것이

다(민성원·최유진, 1998).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

부하고 언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김원갑, 1991). 모든

텍스트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것들의 재결합이라

고 볼 수 있다. 순수한 면에서의 창작이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

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재결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은 다른 수많은 텍스트로부터 유래한

내용의 파편들을 섬유조직으로 하여 성립된 복합체이다. 그러

므로 작품들 간에 영역 구분은 무의미해지며. 거미줄 같은 연

결망에 의해 그들의 관계는 유기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하이퍼텍스트는 인간의 연상적 사고를 집약하여 조합과 분

류를 구현하는 텍스트 양식을 취하며 문자시대의 특성인 선형

적 텍스트가 아닌 전자 네트워크의 비선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철, 2003). 하이퍼텍스트는 디지털정보사회의 중심 매체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형성하는 핵심적 구성원리를 형성하

고 있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디지털 정

보 문화에서 하이퍼텍스트성은 잡종(hybrid) 혹은 이질적인 혼

성(heterogene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형철, 2003). 기존의 텍

스트가 선형적인 구조로 인쇄되었다면 하이퍼텍스트는 동적으

로 생성, 소멸될 수 있는 이러한 연결점들에 의한 무작위적 경

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성은

기존의 이분법적 질서와 규칙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난 비경계

성과 자유로운 일탈과 혼성의 유희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탈중

심(정해원·조현신, 2001)에 의한 타자성과 텍스트성의 인식

특성을 나타낸다.

유목적 사고 : 우리 생활에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인류의

정의를 ‘호모 디지피엔스(homo digipiens: 디지털 문명에 적응

된 사람들)’로 변모시킬 만큼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문화 현상들은 단순히 기

술적, 과학적 도약의 차원에서 이해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중요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생성의 원리를 사유하는 포

스트구조주의의 개방적 구조와 유동적 개체에 대한 관계성은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들뢰즈의 미학 이론과 연관

되어 있다(민성원·최유진, 1998).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적 진보 등이 이뤄낸 디지털 라

이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

용하는 새로운 종족을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 부

른다. 디지털 노매드는 21세기형 정보 유목민으로 첨단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 되었다(디지털 타임즈, 2003). 들뢰즈는 유목적 사고

를 노마돌로지(nomadology)라 명하며, 유목민적 사유란 말 그

대로 정주(亭主)민적 사고방식과는 달리 어떤 중심과 좌표에 준

하여 위치하지 않고 그러한 준거점들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역

동적인 변화 양태를 표현하며 새로운 현대 언어로써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위와같은 중심을 갖지 않고 편재하는 형태로 퍼

져나가는 네트워크의 형상의 디지털 문화 현상을 해석하기 위

하여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 의미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백

승욱 외, 1995).

중심을 갖지 않고 편재하는 형태로 퍼져나가는 네트워크의

하이퍼텍스트의 형상이 중심이 되는 뿌리없이 복잡한 줄기형태

로 얽힌 다양체적인 식물 유형인 들뢰즈의 리좀(rhizome)적 사

유체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권정숙, 2004). 중심없이 서로

얽혀있는 줄기 식물의 뿌리 형태를 지칭하는 리좀의 특징적인

조직 형태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

향으로 뻗어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진경, 2002). 

해체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체해 놓은 사고의 경계와 탈중

심화가 구체적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단절시

킨 한계적 상황에서 들뢰즈의 유목적 생성의 사고는, ‘차이’와

‘다양성’을 통한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사유를 촉발시킨다(강수

미, 1999). 유목적 사고는 철학의 영역을 벗어나 수학, 물리학,

정신분석학, 미학, 예술 특히 시각예술에 전제되어 있는 재현적

사유와 그 사유가 투영된 모든 닫힌 체계를 열린, 비경계의 세

계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한다.

3. 복식디자인의 포스트구조주의적 

표현양상과 의미해석

본 절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인식개념을 복식에 나타난 표

현방법과 형식을 인식하는 방법론으로 전환시켜 고찰하고자 한

다.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복식의 형태생성 목표는 복식

을 쓸모없거나 추하게 파괴하고 기괴하게 변형시키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외부로부터 요구된 미적기준과 기능에 집착하는 어

떠한 제한으로부터 복식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순

수하고 근본적인 복식의미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

의 생산과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위해 개방된 복식으로의 가능

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에 의한 복식

의 인식은 단순한 기존질서와 규범에 대한 일탈과 파괴의 작업

이 아니라, 포스트구조주의적 디자인 개념을 형태표현 방법이

나 결과로서 복식에 표현하는 매개체로 파악하는데 그 주안점

이 있다. 

이것은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

식개념들을 분석하여 복식의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와 연관되며,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핀다. Fig. 1은 포스트구조주의의 인식

개념을 형성하는 포스트구조주의 핵심이론의 관련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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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특성의 사유근거를 제

시한 것이다. 해체이론의 인식특성인 의미의 비결정성과 사고

경계의 파괴는 ‘비경계성’으로, 주체와 타자이론의 인간주체파

괴와 중심의 부재, 타자의 인식특성은 ‘타자성’으로, 텍스트 이

론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복합적인 사고와 개방성의 인식

특성은 ‘텍스트성’으로 도출하였으며, 유목적 사고의 생성적 사

유와 다양성의 인식특성은 3가지 인식특성을 골고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3.1. 비경계성(Nonboundariness)

서구의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전제와 믿음을 비판하는 해

체 이론은 모든 지식과 문화의 영역에 인식론적 틈을 내고, 사

고의 경계를 허물었다. 해체란 기존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

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

하고 있던 제반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의미의 불확정성을 만

들어 내는 작업이다(이광래, 1989). 데리다의 해체전략은 어떤

고정된 중심도 거부하는 비경계적 사유로 오로지 감정적으로

정해진 위치들만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을 창출함으로

써 자유로운 ‘놀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해체주의자들은 흔적

의 반복을 통하여 다중적인 의미의 내용이 기표(記票)에 수용

되어지도록 함으로써 인식 결정을 유보하고, 산종(dissemination)

에 의한 기의(記意) 확장과 영역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연과

듀얼리즘에 의해 현대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었다. 

차연 : 복식에 있어서 차연 개념은 “사용자에게 친근한(user

friendliness)”이라는 컴퓨터 광고로부터 빌려온 개념을 다원주

의의 이론 속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권영걸, 1985).

복식에서는 자율적인 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이미 익숙한 것을 차용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한다.

시간의 지연과 공간의 차이는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시간

의 지연상황을 연결하여 체험하기도 하고 역으로 다른 공간의

상황을 시간의 지연 과정에 수렴하여 동일한 공간으로 연결시

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공간에서 기억의 단편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개체로서 의미의 불확

정성, 문화의 무경계성 등의 다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정·임영자, 1998). 이와같이 차연화의 전략을 활용하여,

표류하는 기표로서의 흔적은 무한히 새로운 의미의 연상 작용

을 이어나가는 매개체로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텍스

트를 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흔적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으로 기억에 친숙한 원형의 위치를 문맥에서 분리, 이동하여 낯

설게 전환함으로서 지각자의 인식 결정을 유보시킨다. 이러한

인식체계가 복식의 창작과 해석에 사용될 때 다양한 표현과 풍

부한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차연을 근거로 한 개념에서 단편적인 시간과 공간을 모티브

로 추출하여, 모티브를 반복, 중첩, 삭제, 투시, 합성 등의 방법

을 활용하여 환영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테크니컬한 미래 사

이버 이미지의 소재와 컨셉은 빛과 그림자, 반사 등의 시각적

효과를 통한 공간적 표면의 인식과 움직임에 따라 첨가되는 음

향 효과를 통한 감각적 복식 이미지를 표현한다.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는 차연의 개념은 민속복의 영향으로 다양한 양상으

로 발전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시대, 오리엔탈리즘, 쟈포니즘,

아프리카, 인도 양식, 중앙아시아의 양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Fig. 2는 직물 이외의 금속, 플라스틱 등의 사이버 이미

지의 소재로 고대 이집트의 목걸이 장식인 파시움(passium)의

형태를 디자인한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작품이다. 이것은

과거의 시간과 이집트라는 공간이 미래의 시간과 연계되어 현

재에 차연화된 조형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듀얼리즘 : 데리다의 해체론적 방법론은 전통적인 서구 사유

체계의 핵심을 파괴하고 기본적인 이항대립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1995/96년 F/W에 발표되었던 프리미에르 비죵

(premiere vision)의 비쥬얼 프리젠테이션에서 소개한 1990년대

의 카오스 현상, 가치의 경계 파괴, 양면 가치의 혼란 등은 듀

얼리즘(dualism)이라는 주제로 집중되었다. 이와같은 가치, 사

고, 문화의 무경계성은 시공간을 초월한 다중성으로 전이되며,

대립된 양면성의 경계에서 해체되거나 혼합되고 변질되어 새로

운 의미들을 생산하였다. 남성/여성(Fig. 3), 정신/육체, 이성/감

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는 복식의 특성은 남성/여성,

과거/현재, 겉/속(Fig. 4)의 기본적 대립 관계 외에도 입체적/평

면적, 새 것/낡은 것, 서양/동양, 부유/빈곤, 정돈/혼돈, 분명한/

모호한, 무거움/가벼움, 긴 것/짧은 것, 포멀/스포츠 등의 영역

구분의 경계를 초월한 혼합과 재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 가

능성과 변화의 역동성을 확대시킨다. Fig. 3은 여성의 성적 구

속을 의미하는 코르셋 형태의 상의와 남성 성기의 직접적 표현

이 대조적인 작품이다. Fig. 4는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의 작품으로 복식 외부는 회색, 내부는 흰색으로 구분되지만 접

힘과 배치의 다양한 표현에 의해 외부=회색/내부=흰색이라는 구

분에는 모호한 혼돈을 초래한다. 외부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내

부의 종속적 관계성이 재구성되어 새로운 의미작용을 일으킨다.

Fig. 1.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 인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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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자성

20세기 후반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포스트구조주의적 경향

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핵심은 근대 사유의

중심을 이루던 주체가 아니라 실재와 그것의 표현인 언어나 이

미지와의 일치관계나 대응관계를 해체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흐름은 과거의 억압적인 언어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욕망

과 무의식의 관심, 그리고 기표의 해방을 초래하였으며, 권위주

의적 획일성을 파괴하는 미적 비판정신과 복식의 내적의미의

재해석으로 전개되었다. 복식에 있어서 중심을 이탈한 개방적

이고 다중적인 타자성의 사유는, 기존 질서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복식의 표현된 타자성(Otherness)의 표현특성은 중심을

벗어난 타자성의 원리는 기존의 복식디자인의 원칙에서 무시되

던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 등의 미적대상을 인식하는 탈구성과

완성된 복식이라는 일련의 맥락성을 파괴하는 불연속, 그리고

미적 표현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소외된 미적 타자의 인식 등으

로 파악될 수 있다.

탈구성 : 탈구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

작위로 이루어져,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중

심을 탈피함으로써 중력작용과 주제에 대한 집중성의 분열과

중심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복식에서 나

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

피 등의 개방적 구조를 반영한다. 

탈구성에 의한 표현은 수평, 수직의 해체, 형태의 왜곡, 완벽

성의 파괴 등으로 나타난다. 복식에 나타나는 수직·수평의 해

체 특성은 앞 중심이 해체되고, 옆선의 위치 변환에 의해 앞과

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밑단이 여러 각도로 구성되며 다트,

여밈(Fig. 5), 단추, 지퍼, 옆선 등이 수평, 수직의 균형을 파괴

하는 형식으로 표현 되었다. Fig. 6은 복식을 형성하는 개체간

의 관계에서 기존의 상대적 규모의 비율을 파괴하고신체의 변

형과 확장 등과 같은 형태의 왜곡함으로써 인체에 입혀진다는

목적론이 해체된 새로운 의미의 복식형태를 창조하였다.

타자성의 사고에 의해, 보편적인 조형형식이 갖추어진 완벽

한 조형물로서의 복식에 대한 가치 판단기준은 파괴되었다. 미

적 취향의 차별화 욕망에 의한 새로운 복식미의 추구경향은, 조

형원리에 합당한 구성과 잘 정돈된 복식형식에 틀을 이탈하여

미완성되고 구조적으로 불안한 형태로 표현영역을 확대하였다.

Fig. 7은 형태구분이 모호하고 의복구성 후에 찢거나 퇴색, 훼

손하는 등의 조작을 한 비구축적인 형태이다.

불연속 : 연속성이란 내적·외적인 관련성이나 구조 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해 유추되는 형태생성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를 생성하는 조형적인 연속성과 실용적인 요구를 집약시키

기 위한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연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디자인에서 구축해 왔던 이미지 전개과정의 방식인 ‘프

로그램’을 파괴하는 불연속은 조형적 연속성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과 통일성을 배제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균열상태의 중심은 탈 현상을 초래하여 전체와 부분의 위계질

서를 파괴하고 불연속적인 이미지의 분열은 전체성이 거부된

단편화된 부분의 포착과 형태적인 조작을 통한 이미지의 연속

성 단절과 이접적 표현(disjunction), 형태의 전위(dislocation)

등으로 표현된다.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은 조형적 연속성 개념

에서 전체 구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에 내포된 일체성과 통

일성을 배제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벨트와 바

지 앞 몸판의 부분적 분리를 표현한 Fig. 8은 형태의 왜곡이나

구조의 파괴와는 구별되는 작품으로, 완벽한 복식 형태에 아이

    

Fig. 2. Paco Rabanne '03 S/S 

    Paris Collections.

Fig. 3. Vivien Westwood,1991-92 F/W

    ‘Dressing Up’ Collections.

Fig. 4. Victor & Rolf, 1998 S/S 

     Paris Collections. 

   

      

Fig. 5. Victor & Rolf,

'04 S/S Paris

Collections.

Fig. 6. W.&L.T., 

    1998 Belgian 

    Fashion Design. 

Fig. 7. Robert Gray,

    '04 S/S Paris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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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하면서도 섬세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복식에 있어서 이접

적 표현은 전통적 구성형식에 변화를 주어 인체와 복식, 복식

내의 구성요소, 전체적인 복식구조와 요소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인 요소들의 인접에 의해 동시적인 의미의 다양한 해석

을 유도한다. 대립적인 요소들의 인접에 의한 경계의 상실이나

혼합이 아니라 서로의 대립적인 이미지들의 충돌로 전체 구성

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애매모호한 스타일을 형성한다(Fig. 9).

낯설게 형태를 전위하는 방법으로는 고립과 왜곡, 혼합, 이

상한 병치(竝置) 등이 있다. 인간을 보편적 이성의 출발점으로

보던 인간중심의 사고는 해체되어 주체가 욕망의 결과인 무의

식적 존재로서 해석되는 반인간주의적 인식체계는 복식에 초현

실적 유희인 데페이즈망(depaysement)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

현되었다. 셔츠의 형태는 개체간의 상관성이나 규칙을 벗어난

무의식적 작용에 의해 전혀 의외의 장소인 바지의 여밈 디테일

에 낯설게 위치하였다(Fig. 10).

미적 타자의 인식 : 소외된 미적 가치로 치부되던 낡음, 추

함, 퇴폐, 모방, 미완성, 부조화, 빈곤, 저속함 등은 타자성의 관

심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었다. 미적 타자의 인식은, 반미학적

특성을 지니는 훼손, 미적 질서파괴, 과정의 포착 등의 형식적

타자와 성, 문화, 민족 등의 내용적 타자로 구분될 수 있다.

형식적 타자에서 낡게 퇴색시키고 찢거나 뜯어내어 훼손시

키는 표현 방법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 가해진 마모와 낡

음에 대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복식에 부여하였다(Fig. 11). 소

외된 미적 조형요소인 불균형과 비경제, 부조화와 무질서의 가

치들을 복식에 적용하여, 어느 한 요소에 집중되거나 제외시키

는 방법으로 복식의 미적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서, Fig. 12는 19세기의 퇴폐적인 프랑

스의 고전적인 스타일을 입체재단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한 존 갈리아노의 작품이다(권자영,

2000). 다양한 복식요소의 상징의미와 고유형태의 인식은 일정

한 방향성이나 고정된 의미 없이 디자이너의 미적 질서파괴에

의해 새로운 구성요소로 조립되고 재구성되어 표현되었다. 보

편적 복식구조에서 내면에 가려져있던 안감과 봉재 과정의 흔

적들이 표면화되어 노출되고 복식 제작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일상적 도구와 기법들을 다른 위치와 상황에서 재구성하거나

과정 자체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Fig. 13). 

내용적 타자에서 탈중심 이전의 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을 중

심으로 주체와 대상이 관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에 대한 탈

중심의 인식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복식에 있어서

성의 경계를 파괴하는 타자성으로 나타났다. 복식에 나타난 성

에 대한 타자성의 대표적 경향은 페미니즘, 앤드로지너스, 페티

쉬즘, 메트로섹슈얼리즘(metro sexualisme) 등이다. 여기서 메트

    

Fig. 8. Ingard, 1994 Belgian Fashion

    Design.

Fig. 9.  Alexander Herchcovitch,

    '03 S/S Paris Collections.

Fig. 10. David delfin, '04 

     http://canales.elcorreodigital.com.

   

    

Fig. 11. I.S.Sunao Kuwahara, 

    '01 S/S Tokyo Collections.

Fig. 12. John Galliano, '04-05

     F/W Paris Collections.

Fig. 13. Martin Margiela, 1997

     Maison Martin Margi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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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섹슈얼리즘이란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남성들의 패셔너블해진

옷차림을 만한다(국제섬유신문, 2004). 고급-저급의 문화적 계

층 구분이 파괴되어, 안티 패션이었던 하위문화가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위에서 아래로의 단선적인 복식 발전과정의 역

사는 무너지고, 다양한 문화적 경향이 복식의 영역을 개방시켰

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다문화주의는 복

식의 표현영역을 확장시켰다. 정보기술발달에 의한 세계화의 일

환으로 유럽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극지방 등의 민속적 특

성들이 디자이너들의 미적욕구를 자극하였다.

3.3. 텍스트성(Textualism)

복식을 작품이 아닌 언어학 방법론인 텍스트로 본다는 것은

복식을 언어체계로 파악하고 기호학의 연구대상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학이론인 텍스트의 인식을 복식에

적용시키는 의미는 복식을 하나의 독립된 예술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 사회, 문화라는 개방된 텍스트로 파악하는

것이다. 텍스트 이론 가운데 디지털 문화의 특성인 개방성과 다

양성이 설명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 하이퍼

텍스트(hypertext)성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에 나타난

텍스트 이론의 표현방법과 형식을 고찰하였다.

상호텍스트성 :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행위의 형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

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김원갑, 1991). 시각예술의

모든 영역은 텍스트로 존재하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 해체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들은 영역을 초

월하여 존재한다(이광래, 1989). 상호텍스트성이란 두 개의 극

단적인 텍스트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 사

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복식텍스트는 그 자체로 구축된 닫힌 단일성의 구조가 아니

라 다른 무수한 텍스트의 흡수이고 그에의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복식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른 텍

스트 즉, 다른 스타일, 문화, 예술, 패션과 비(非)패션의 경계에

서 병행(竝行) 인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복식이 가지는 의미

의 다양한 해석과 표현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제한되

고 규격화된 미적 범주를 벗어나 감각적 자극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포용력 있는 개방성과 미적 유희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상

호텍스트성의 디자인 구성방법은 혼합, 연결을 통하여 복식 텍

스트내의 형태와 기능, 다른 영역과 스타일간의 상호작용 속에

새로운 텍스트의 관계성이 형성된다. 스타일의 상호텍스트성은

복식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복식영역의 구분의 모호함을 초래

하였다. 

벅민스터 퓰러(Fuller)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보다 적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위해, 하나의 기능을 다른 기능에 편

입해서 통합해 나가는 누적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전명현·정연전, 1999).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관계 맺음에 의

해 발생하는 가산(加算)적 생산물과 보충의 이론이 적용되는 복

식디자인은 다양한 표현과 풍부한 미적근거의 확장을 지향하여

다른 영역의 요소들을 차용, 인용, 변환, 병치하는 방법들을 사

용한다. 복식디자인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한 건축,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등

의 요소들이 통합되어 무대장치, 음악, 연출, 복식의 종합 작품

인 패션쇼(Fig. 14)를 구성하거나 독립된 영역간의 상호텍스트

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Fig. 15에서는 음악과 복식, 영화

와 복식의 상호텍스트성의 관계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Fig. 16

은 실제의 옷과 사진으로 구성된 ‘옷을 입힌 사진’은 재출력

가능한 사진과 전통 바느질이 조화되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작품으로 전통적 영역구분을 벗어난 복식과 사진의 상호텍

스트성을 설명하는 예이다.

하이퍼텍스트성 : 현대복식에 나타나는 하이퍼텍스트성은 디

지털 유목민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테크놀러지와 복식의 상호작

용으로 나타난 슈퍼모던복식(supermodern wardrobe)과 하이퍼

텍스트 구조특성인 리좀의 접속원리가 잘 표현된 복식경향으로

혼합, 혼용, 교배, 접목 등과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 패션이

대표적이다.

최지영·간호섭(2003)과 한윤숙(2000)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는 신인류의 문화와 복식의 관계성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복식’의 개념으로 디지털 복식을 중요한

    

Fig. 14. Alexander Mcqueen, '01 S/S

     www.firstview.com.

Fig. 15. Sandy Powell(영화

    벨벳골드마인, 1998).

Fig. 16. Gotscho(대림미술관홍보 

     포스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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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으로 분석하였다(김혜정, 2004). 디지털 유목민의 특성이

표현된 복식으로는 컴퓨터+통신+디자인+복식이 통합된 입을

수 있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와 같이 기술과 복식의 상

호관계 속에서 개인 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고안된 슈퍼모던 복

식이 대표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슈퍼모던이라는 용어는 아우

제(Auge)가 개인주의, 정보, 공간의 과잉에 의해 형성되어진 현

대의 상황을 설명한 인류학적 용어이다. 여기에서 설명된 공간

은 장소가 아닌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의미적 공간을

의미한다(Bolton, 2002). 슈퍼모던 복식은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의복의 부속물처럼 첨가된 것이 아니라 승객 및 승무원과의 의

사소통이 가능한 LCD 스크린과 마이크로 폰이 내장된 비행기

승무원의 유니폼(Fig. 17)과 같이, 허구로 보였던 디지털 패션

이 휴대가 가능하고 입을 수 있으며 미적인 특성도 고려된 ‘패

션과 기술이 결합된 의복’으로 현실화되어 실용적, 기능적 가

치가 주목되는 프로모션 아이템으로 성장하였다. 하이브리드는

다른 종(種), 속(屬) 또는 과(科) 간에 교배된 것을 말하며 잡종

(雜種)과 이종(異種)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이질적인 요소들

의 결합,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미적 형식들이 혼

합되어 ‘새로움’이라는 다양함의 미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텍스트로 파악되는 복식의 요소들은 구성되는 텍스트인 복식에

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작용되거나 텍스트가 구성되어지는 과

정이나 착복시에 발생하는 일시적 변환의 특성을 나타낸다. 장

애란(2002)은 실험적인 의미에서, 현대복식을 ‘단순히 입는 것’

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형태변환 가능 형태’, ‘다양한 기능성

의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Fig. 18은 2001년 S/S

C.P. Company의 폴리우레탄(polyurethane)소재의 재킷으로 필

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여 팔걸이 의자로 형태가 변할 수 있

다. 입을 수 있음과 앉을 수 있음의 이중기능성을 동시에 지닌

형태가 아닌 행위나 외부적 요소에 의해 일시적 형태가 변환되

는 선택적 형태변환 가능성을 지닌다. 형태 변환의 가교(架橋)

적 역할을 하는 공기 주입과 같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 이전의

텍스트와는 의미를 단절하고 전혀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다

른 텍스트로 변형된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 웹상에서 하이퍼텍

스트의 기능을 가진 단어가 마우스의 선택에 의해 다른 사이트

나 영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관계와 유사하다.

4. 결 론

20세기 후반의 대중문화는 복식에 대한 관심과 활력을 불어

넣었다. 리포베스키(이영재, 2000)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패션

은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숭배하고 표현되며, 전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사고와

생활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표현되고 연관되어지는 현상을 설명

한 것으로, 그 중요한 한 부분이 복식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복

식 영역에서 과거의 모든 양식과 디자인에 대한 회의와 단절은

복식의 기능과 권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한 안티 패션

운동을 넘어서, 복식이 기능의 상징이라는 것에 대항하는 중요

한 조형예술적 미적가치를 지닌 의미전달 체계로 발전하였다(

박현신, 1998). 복식에 있어서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은 데리다

에 의해 개념화된 해체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세기 후반의 복식에 있어서 해체 경향은 권위주의적 획일

성을 파괴하는 미적 비판정신과 복식의 내적 의미의 재해석으

로 파악되었다. 대중문화의 공통된 취미의 요구와 특이성과 개

성을 향한 디자이너의 창조성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복식에 제시하기 위하여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복식의 형태생성 목표는 복식을

쓸모없거나 추하게 파괴하고 기괴하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 요구된 미적기준과 기능에 집착하는 어떠한

제한으로부터 복식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순수하

고 근본적인 복식의미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생

산과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위해 개방된 복식으로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사고 개념인 해체 이론과 주체와 타자 이

론, 텍스트 이론, 유목적 사고에서 핵심이론을 고찰하여 이론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복식에 적용할 디자인 개념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비경계성, 타자성, 텍스트성이라는

3가지 인식 특성을 도출하였다. 비경계성은 차연화의 전략을 활

용하여 새로운 의미의 연상작용을 이어나가는 매개체로서 시간

과 공간에 적용되는 모든 텍스트를 차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며, 대립된 속성으로 여겨지던 상반된 요소인 남성

과 여성, 외부와 내부, 새것과 낡은 것, 부유함과 빈곤을 동등

한 가치로 인정하는 듀얼리즘으로 나타났다. 타자성의 개방적

이고 다중적인 의미의 사고는 수평·수직의 해체, 규모 변형,

형태 왜곡, 완벽성 파괴 등 기존의 복식디자인의 구성 원리를

벗어난 탈구성의 방법과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 대립되고 상관

성이 없는 요소들의 연결, 익숙한 요소의 위치 전환에 의해 낯

설게 하는 불연속성, 그리고 일반적인 복식구성에서 무시되어

지던 미적대상을 인식하며 미적 표현영역을 수용하는 확장된

표현 방법적 특성을 지녔다. 텍스트성의 인식에서 복식은 고정

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차이와 관계에 의한 임시적이며 불안

 

Fig. 17. 승무원 유니폼,

    New Nomads.

Fig. 18. C.P. Company, '01

    The Supermodern Ward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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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로 인식되어 인체, 사회, 문화라는 개방된 텍스트 안

에서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무한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유

기체로 파악될 수 있다. 복식의 텍스트적 특성은 문화, 예술,

사회의 여러가지 다른 텍스트와 개념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파

악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의 방법과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교

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하이퍼텍스트성

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에 의한 복식의

인식은 단순한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한 일탈과 파괴의 작업이

아니라, 포스트구조주의적 디자인 개념을 형태표현 방법이나 결

과로서 복식에 표현하는 매개체로 파악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의 다양한 이론에서 도출

한 인식개념을 실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적용하여 내용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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