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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디자인에 표현된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특성 분석(II)
-2001~2005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권정숙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stics Poststructural-Cognizance 

Expressed in Fashion Design(II)

-Focus on 2001~2005 Prêt-á-Porter Collections-

Jung-Sook Kwan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 Poststructuralism gives us a clue to totally understand fashion design, which is in danger of difficulty and friv-
olous ambiguity caused by indiscreet creating and groundless interpretation of Postmodernism. In addition, it leads us to
have a new viewpoint, which is freed from stereotyped past concepts and constraints, with regard to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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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n-
struction and generation, in place of the former systematic and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meaning. Concerning fashion
design, present study employs a two-way research method: analysis of theories and analysis of contents. In analysis of
theories, a cognizance frame is proposed that can categorize the concepts of cognizance are classified into Non-
boundariness, Otherness, and Textualism, derived from various theories of Poststructuralism, as traits expressed in fash-
ion design. In analysis of contents, 10 fashion designers are chosen who exhibit new works at every Prêt-á-Porter
collection. Including 20 works that those designers displayed at Prêt-á-Porter from spring/summer 2001 through autumn/
winter 2004-2005, a total of 200 works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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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앞선 연구에서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논의와 데리다의 해

체 철학(이광래, 1989)과 라캉의 정신분석(최광진, 2000), 바르

트의 텍스트 이론(최현무, 1984), 들뢰즈의 변화와 생성의 이론

등을 중심으로 해체이론, 주체와 타자이론, 텍스트이론(민성원·

최유진, 1998), 유목적 사고(이진경, 2002)를 고찰하여 비경계

성, 타자성, 텍스트성의 개념으로 인식틀을 분류하였다. 비경계

성의 인식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파괴한 차연과 대립된

속성으로 여겨지던 상반된 요소인 남성과 여성(이정후, 1998),

외부와 내부, 새 것과 낡은 것, 부유함과 빈곤을 동등한 가치

로 인정하는 듀얼리즘으로 나타났다. 

복식에 나타난 타자성은 수평·수직의 해체, 규모변형, 형태

왜곡, 완벽성 파괴 등 기존의 복식디자인의 구성원리를 벗어난

탈구성의 방법과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 대립되고 상관성이 없

는 요소들의 연결, 익숙한 요소의 위치전환에 의해 낯설게 하

는 불연속성, 그리고 일반적인 복식구성에서 무시되어지던 미

적대상을 인식하며 미적 표현영역을 수용하는 확장된 표현방법

적 특성을 지녔다(권정숙, 2004). 복식의 텍스트적 특성은 문화,

예술, 사회의 여러가지 다른 텍스트와 개념을 공유하는 관계에

서 파악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의 방법과 이질적인 것들이 상

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향으로 상호작용(이진경, 2002)하

는 하이퍼텍스트성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포스트구조주의의 다양한 이론에서 도출한 인식

개념이 복식디자인에 표현되는 특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인

식개념을 제시한 앞선 연구에 이어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구조

주의의 인식틀을 제시하고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적용하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식작품에 대한 분석자료는 국·내외 해

체적·실험적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며 세계

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패션 쇼인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꾸준

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10명을 선정하여

(Table 1), 그 디자이너들이 2001년 봄/여름부터 2004-05년 가

을/겨울까지 프레타 포르테에 발표한 작품 20점을 추출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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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2. 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의 

인식개념의 표현특성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의 인식특성에 대한 분석내용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틀을 제시하고 디

자이너별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 인식개념의 인식 특성

의 분포현황(Table 2)(지면이 제한되어 나머지 디자이너 9명의

분석은 미수록)을 표현개념과 표현형식 중심으로 빈도와 특성

을 알아보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적 성향이 강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결

과, 포스트구조주의적 표현개념과 표현형식 빈도분석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디자이너별 표현개념의 분포현황(Fig. 1)은

듀얼리즘, 불연속, 탈구성, 미적타자의 인식, 차연, 하이퍼텍스

트성, 상호텍스트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F(존 갈리아노)디자이너

의 경우,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특성이 모두 높은 분포로 나타

났으며, A(알렉산더 맥퀸)은 전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나

머지 인식특성항목에서는 디자이너별로 특별한 차이점 없이 비

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B(꼼므 데 가르손)은 상호텍스트성, G

(마틴 마지엘라)는 차연의 인식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디자이

너들의 전체적 인식특성이 표현개념으로 나타난 분포도에서와

같이 듀얼리즘, 불연속, 탈구성, 미적 타자의 인식이 절반 이상

의 높은 빈도분포를 나타냈다. 이것은 좀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미적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표현의지에 의해 기존의

미적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미적가치를 생성하고자 하는 포스

Table 1. 복식작품에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디자이너

기호 디자이너명 

A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B 꼼므 데 가르손 (Comme des Garcons)

C 후세인 샤라얀 (Hussein Chalayan)

D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

E 장 폴 골띠에 (Jean Paul Gaultier)

F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

G 마틴 마지엘라 (Martin Margiela)

H 빅터 & 롤프 (Victor & Rolf)

I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

J 요지 야마모토 (Yohji Yamamoto)

Table 2. A-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 분석                                                                   (n=20)

인식개념 표현개념 표현형식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형식

빈도

개념빈도
(%)

비경계성 차연 시간의 차연 ○ ○ ○ ○ ○ ○ ○ ○ ○ ○ ○ 11 12

(60)공간의 차연 ○ ○ ○ 3

듀얼리즘 남성/여성 ○ ○ ○ ○ ○ ○ ○ ○ 8

13

(65)

외부/내부 ○ ○ ○ ○ ○ ○ ○ ○ 8

새것/낡은 것 ○ 1

부유/빈곤 ○ 1

타자성 탈구성 수평·수직 해체 ○ ○ ○ ○ ○ 5

9(45)
규모의 변형 0

형태의 왜곡 ○ ○ ○ 3

완벽성 파괴 ○ 1

불연속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 ○ ○ ○ ○ 4

7(35)이접적 표현 ○ ○ 2

형태의 전위 ○ 1

미적 타자 인식 형식적 타자 ○ 1
7(35)

내용적 타자 ○ ○ ○ ○ ○ ○ ○ 7

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스타일의 혼합 ○ 1
3(15)

타영역간의 교류 ○ ○ 2

하이퍼텍스트성 리좀적 접속 구조 ○ ○ ○ ○ 4 4(20)

반응성 ○ ○ ○ ○ ○ 5

12(60)가변성 ○ ○ 2

기술과 복식의 작용성 ○ ○ ○ ○ ○ ○ ○ 7

Fig. 1. 디자이너별 디자인 표현개념의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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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구조주의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

현황은 인식특성들이 각 디자이너들 작품에 지속적으로 출현하

고 있으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특성에서 잘

드러나듯이, 디자이너들의 공통된 디자인 특성으로 해체와 새

로운 시도의 실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디자이너 개인의 창조의

지와 개성의 추구에 의해 인식특성의 다양한 해석과 표현에 의

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다. 

표현개념의 빈도순으로 그 예를 살펴보면 부록 G-08인 마틴

마지엘라의 작품(Fig. 2)는 성적인 구분이 모호하고 복식 내부

가 투시되어 비치는 외부/내부의 동시적 표현, 낡은 옷에서 느

껴지는 올풀림 효과를 프린징으로 재구성하여 새것/ 낡은 것의

의미를 재해석하였고 여러조각의 천을 기워 입은 듯한 패치워

크의 방법을 통하여 부유/빈곤의 듀얼리즘 개념을 표현하였다.

Fig. 3은 불연속의 표현 개념이 나타난 부록 D-01의 이세이 미

야케의 작품으로 단편화된 이미지의 조각들이 충돌하고 중첩되

어 이접적 표현 형식으로 재조합 되었다. 

탈구성의 표현 개념이 나타난 예(Fig. 4)는 부록 F-15로 전

체적으로 인식 특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존 갈리아노

의 작품이다. 수평·수직의 복식 구성 규칙을 파괴하고 과장된

규모의 변형과 형태의 왜곡을 통하여 탈구성의 형식을 표현하

였다. Fig. 5는 미적 타자의 인식개념이 표현된 부록 I-20의 비

비안 웨스트우드 작품이다. 일반된 미적 질서를 파괴하는 모호

한 형태 구성과 대학 유니폼의 캐쥬얼한 모티브를 드레시한 소

재의 스커트와 조화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차연의

예는 작품 20개에 전부 차연의 표현 개념이 나타나는 존 갈리

아노의 부록 F-17인 Fig. 6이다. 아프리카 원시 민족들의 타투

(tatoo)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미래적 이미지의 프랑스 최신

트랜드로 제시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연형식을 표현하였다. 

Fig. 7은 하이퍼텍스트성이 잘 나타난 후세인 샤라얀의 부록

Table 3. 디자이너 작품의 표현개념과 표현형식 빈도분석                                                              (n=200)

인식개념 표현개념 표현형식 A B C D E F G H I J 빈도(%) 평균빈도(%)

비경계성 차연 시간의 차연 11 10 3 3 9 20 0 6 12 3 77(38.50)
84(42.00)

120(60.00)

공간의 차연 3 2 2 2 3 20 0 5 6 4 47(23.50)

듀얼리즘 남성/여성 8 5 0 0 10 19 16 6 2 10 76(38.00)

156(78.00)
외부/내부 8 6 14 10 12 10 11 10 12 13 106(53.00)

새것/낡은것 1 7 3 4 6 17 4 2 9 2 55(27.50)

부유/빈곤 1 4 4 1 5 20 15 0 6 2 58(29.00)

타자성 탈구성 수평·수직 해체 5 9 2 5 2 5 4 3 5 5 45(22.50)

112(55.00)

112(56.00)

규모의 변형 0 5 0 1 1 12 2 8 4 4 37(18.50)

형태의 왜곡 3 16 9 2 1 14 0 9 7 3 64(32.00)

완벽성 파괴 1 5 1 4 3 0 6 1 8 0 29(14.50)

불연속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 4 5 11 9 6 12 8 11 9 12 87(43.50)

123(61.50)이접적 표현 2 10 1 4 3 18 5 1 9 7 60(30.00)

형태의 전위 1 11 2 1 4 2 5 0 2 1 29(14.50)

미적타자인식 형식적 타자 1 10 11 4 7 20 12 3 6 4 78(39.00)
101(50.50)

내용적 타자 7 7 1 2 10 20 2 2 5 4 60(30.00)

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스타일의 혼합 1 0 0 0 1 5 0 0 1 4 12(6.00)
41(20.50)

60(30.00)타영역간의 교류 2 0 4 6 3 4 2 7 1 3 32(16.00)

하이퍼텍스트성 리좀적 접속 구조 4 13 4 6 13 20 5 2 6 6 79(39.50) 79(39.50)

한 작품에 여러 항목 중복될 수 있음

   

Fig. 2. Martin Margiela, '03-04 

    F/W Paris Collections.

Fig. 3. Issey Miyake, '04-05 F/W

    Paris Collections.

Fig. 4. John Galliano, '03 S/S 

    Paris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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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vienne Westwood, 

    '02 S/S Paris Collections. 

Fig. 6. John Galliano, '02-03 F/W

    Paris Collections.

Fig. 7. Hussein Chalayan, 

    '01 S/S Paris Collections.

Fig. 8. Victor & Rolf, '02 S/S

    Paris Collections.

    

Fig. 9. A - 알렉산더 맥퀸(나머지 9명의 디자이너 작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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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작품으로 원피스에서 티 테이블로 형태가 변형 가능한 가

변성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Fig. 8은 건축과 복식의 상호작용성

을 표현한 부록 H-19의 빅터 & 롤프 작품으로 건축 조형물의

구조를 복식에 적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미를 부여하였다. 

인식개념의 특성을 디자인 표현개념과 디자인 표현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비경계성에서 표현개념의 평균빈도가 120

(60.00%)의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타자성 112

(56.00%), 텍스트성이 낮은 빈도 60(30.00%)로 나타났다. 디자

인 표현개념의 측면에서 듀얼리즘의 빈도는 156(78.00%)의 분

포로 나타났으며 불연속 123(61.50%)과 탈구성이 112(56.00

%), 미적타자인식 101(50.50%), 차연 84(42.00%), 상호텍스트

성 41(20.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형식적측면에서 외부/

내부의 듀얼리즘이 106(53.0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

으며, 이미지의 연속성 단절 87(43.50%), 리좀적 접속 구조 79

(39.50%), 형식적 타자 78(39.00%), 시간의 차연 77(38.50),

남성/여성의 듀얼리즘 76(3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분포로 나타나는 하이퍼텍스트성 79(39.50%)과 상호텍스

트성 41(20.50%)은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기인하여 실험성이

강한 디자이너의 디자인 인식특성으로 부각되어 시선을 집중시

키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디자인 선호 경향은 아님을 나타내주

는 것이다.

3. 결 론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이 표현된 디자이너별 복식디자인의

내용분석결과, 과거의 전통을 재해석하여 전혀 새로운 감각으

로 표현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존 갈리아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최근 콜렉션에서 주목받는 디자인 주제

와 컨셉을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은 차연 이외에는 일관적으로

두드러진 인식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디자이너별로 특별한 차이점 없이 듀얼리즘, 불연속, 탈구성에

서 대체적으로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이것은 디자이너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미적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표현의지에 의해 기존의 미적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미적가치를 생성하고자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 인식개념의 특성은 비경계성

에서 표현개념의 평균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타자성, 텍

스트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디자인 표현개념의 측면에서 듀얼

리즘, 불연속, 탈구성, 미적타자, 인식차연, 상호텍스트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현형식적측면에서 형태의 유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외부/내부의 듀얼리즘, 이미지의 연속성 단

절, 리좀적 접속구조, 형식적 타자, 시간의 차연, 남성/여성의

듀얼리즘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낮은 분포로 나타나는 하

이퍼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성은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기인하

여 실험성이 강한 디자이너의 디자인 인식특성으로 부각되어

시선을 집중시키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디자인 선호경향은 아님

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비경계성과 타자성은 각 디자이너들 작

품에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는 반면 텍스트성의 인식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결과에서는 텍스트성이 양적

빈도보다 강한 질적효과로 현대 복식디자인 경향에 이슈를 형

성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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