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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values of playful design by exploring what forms of playful expre

ssions and characteristics appear i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that feature "high culture5' other than street fashion 

or popular fashion and to help expand the scope to include newer and more creative design ideas. Concerning 

theoretical background, the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layfulness and see what types 

of playfbine오8 there are and how it is express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playfulness 

by analyzing the works of haute couture collections which since 2000.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igners in the haute couture collecti얂ns constructed their own identities by expressing their instinctive desire 

for playfulness through graffiti such as car"泪ns or scribbles and delivering direct and specific messages or ambi

guous and symbolic meanings through such 찰lings. Second, the haute couture o）Hecticms revealed the human body 

in a transformed or distorted shape through deformation of clothes or accessories presented brand-new dressing 

styles by breaking away from 出e past ways of dressing; and expressed playfulness intentionally with distorted 

materials. Third, is the “depaysement" technique. This collage technique selects all possible objects going beyond 

inartistic routine matters or boundaries of which we are aware and changes their positions and purposes of use to 

express the playfulness of "harmony in disharmony." Fourth,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created a feeling of 

playfulness by featuring parodies of retro elements, a slice of popular。비ture, or a variety of painting styles. Finally, 

like using dolls or toys as accessories or making direct use of parts of clothes, combinations between attributes 

given by the images of those accessories themselves and creativities found in haute couture dresses are just as fun 

of authoritarian bias in favor of prestig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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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해 발생되는 중압감,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한 본능과 일상 생활 속의 즐 

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즐거움 

과 재미를 주는 유머의 기능이 더욱 필요하며, 예술 

적인 면에서도 그 유희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TV 광고, 영화, 연 

극, 잡지 등에서도 유머적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으 

며, 이는 대중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과거 모더니즘에서 오늘 

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대중 문화로의 전환은 다양 

한 스타일을 공존하게 하여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도 

장식 또는 과장, 감상성이나 관능성, 유머 감각이라 

든가 불일치에 대한 아이러니한 시각 등의 유희적 요 

소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디자인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유희적 놀이가 주는 재미나 즐 

거움을 펀(Fun)이라 하며, 펀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펀은 현대의 새로운 소비 

코드로 기능성 위주의 소비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소 

비이며, 얼마나 즐겁고 재미를 주는가가 제품의 중요 

한 소비결정 요인으로 부각되어 기업들도 펀 마케 팅 

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공감력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한 유희적 표현 

들이 현대 사회의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현대 패션에 

있어서도 전통적 미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미의 표현 방식으로 여러 디자이너들에게서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로 거리 패션이나 대중적인 패션이 아닌 고 

급 문화를 반영하는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어떠한 

유희적 표현 방법과 특성을 나타내는지 고찰함으로 

써 유희적 디자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이를 새롭 

고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원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고찰 

을 통해 유희의 개념과 유형, 표현 방식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 Gap press, Fashion News, 

Mode & Mode 등 패션잡지 및 컬렉션지에 소개된 오 

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여 유희성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 범위는 새로 

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패션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들의 다원화되고 개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희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에 주목하여 2000년 이후의 작품만으로 한정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유희의 개념

유희란 한마디로 즐겁게 노는 것이며 자기가 자발 

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으로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 

칭이다2).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는 웃음이며, 여 러 가 

지 변화 중에서 반사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일 

종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희의 즐거움은 억 

압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닌 그 자체로 즐 

거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호이징하(Huizinga. J)는 “비단 예술에서 뿐 아니라 

모든 인간 문화가 귀 인되는 원시적인 유희 충동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3), 유희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에 있 

다.”勁라고 하였고, 쉴리(Schiller. F)는 “예술의 본질을 

유희에 두었는데 인간은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만이 

완전한 인간이며, 유희로서의 예술은 곧 살아있는 형 

식이다.，，5)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능적이고 감각적 

인 본질의 삶과 이성적 본질의 형식을 조화시켜 놓고 

있는 매개라는 의미에서 제기된 개념이다또, 헬무

1) 안세라, 강병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조형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7권 2호 (2006), p. 361.
2) 김해숙, “유희적 표현에 의한 조형성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7.
3) 하지수,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p. 72.
4) 김해숙, Op. cit., p. 7.
5)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p. 100-103.
6) 서승미,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숑 이미지; 복식 55권 7호 (2005),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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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쿤(K나m. R)이 이미지의 제작이라는 고전적 예술 

의 개념과 상상적 창조로서의 근대적 예술의 개념이 

유희의 개념에서 오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듯이하 유희는 인간 활동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 

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정신적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희는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고 현실 

과 규율로부터 벗어나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단 

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주변 현상으로 나타난다' 유 

희는 심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근심, 노동, 영혼 구 

제의 염려 등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삶의 긴장 완화로 

서 심각하지 않은 것,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예컨대 휴식, 기분 전환, 오락, 심심풀이, 희롱, 장 

난 등 유희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어른에게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유희라는 개념에는 대礼 조합, 오!!곡, 조작의 

운용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이와 같은 본능적 차원에서의 놀이나 유희의 개념이 

아니라 유희를 창출하는 주체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왜곡 등이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희극 

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인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인 요소의 도입, 무지, 와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희성의 표현은 웃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잘못되고 획일화 

된 부분들을 통찰 비판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교정하 

게 하는 기능을 갖고 기존 질서의 위선이나 횡포에 

대해 공격하며 그것을 제거하며 창조적인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气

2. 유희의 유형

유희는 인간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놀이라는 

요소에 관련된 본능적 인 욕구 즉 유희란 놀이의 형식 

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으면서 재미있고 친근 

감 있으면서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으로⑴ 많은 사람 

들이 사회적 과시 욕구에서 라기 보다 순수한 즐거움 

을 위해 가장하고 바꾸는 재미를 위해 변화를 추구하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 이미지가 보이 

고 있다.

유희의 표현 형태에는 유떠, 아이러니, 풍자, 기지 

등이 있다. 유머는 풍자나 기지, 아이러니 등과 동일 

한 유머에 속하지만, 대상과 대립해서 적대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따뜻한 사랑과 동정으로 그 대상을 감 

싸 준다는 점에서는 독특한 감정적 일면을 갖는다⑴ 

특히, 현대 사회를 고려한 유머의 개념은 유머의 최 

종 목적이 웃음을 만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웃음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 여유를 주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반어로 번역되며 어느 대상에 관해서 

장난삼아 그것에 블상응한 성질을 부여하여 마치 그 

것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그것과는 반대 

의 현실의 모습을 한 층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 

이다. 아이러니는 말한 것과 의미하는 것에 있어 사 

소한 차이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중요한 대조를 

이루면서 유머 러 스한 성 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함축, 암시 및 생략을 포함한다.

풍자는 사회의 부조리, 현실의 불합리함, 악습 등 

과 개인의 우행, 위선, 결핍 등을 비판하는 태도로 조 

소함으로써 유머 효과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한 형 

식으로 감성보다는 지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근 

본적 인 인간과 사회의 악덕, 부조리, 우행 등을 고발, 

폭로하려는 표면적 목적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라는 

내면적 목적을 지닌다⑵ 즉, 풍자란 인간이나 사회의 

모순이나 죄악, 모순, 부조리 등의 불합리한 현상을 

비유적인 수법으로써 날카롭게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성의 개혁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可, 또, 문학에 있어서는 작품 내용을 우 

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모욕, 분노, 멸시 등의 태

7) 김소영, 이병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了 복식 54권 3호 (2004), p, 136.
8) 하지수, Op. cit., p. 72.
9) Ibid., p. 83.
10) 안세라, 강병석, Op. cit., p. 361.
11) 이윤진, 박명희, “현대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 53권 5호 (2003), p. 35.
12) Ibid., pp. 35-37,
13) 안세라, 강병석, Op. cit.,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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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적용하여 주제를 축소시키는 한 기교로 코믹한 

작품은 웃음 자체를 작품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데 

반해 풍자는 조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코믹한 것과 

는 다르다⑷

기지는 위트라고도 하며 언어와 관념들을 가지고 

하는 놀이, 예민한 통찰력, 지적 수준, 센스, 상식, 판 

단 언어의 교묘함 등을 바탕으로 많은 의미로 사용되 

며 여러 상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조화 

등에 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적인 것에 의하며 일반 

적 인 웃음보다 더 강한 웃음을 유발한다. 또, 일상 생 

활에서 말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공격 

하지 않고 허를 파악하여 그것에 대한 지적인 공략으 

로 통쾌한 웃음을 유발한다成

3. 유희의 표현 방식

유희의 표현 방식은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라피티, 데포르마시옹, 데페이즈망, 패러디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그라피티 (GrMM)
그라피티는 이탈리아어의，긁음'이라는 뜻을 지닌 

PraffitS의 복수형으로 벽 표면을 긁어 만든 드로잉 

과 이미지를 의미하는데也 낙서는 인류문명이 탄생 

한 시기와 함께 뿌리 깊은 인간 표현 행위의 하나로 

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낙서 

는 기호, 사인, 만화적 요소 등 인간 감성의 자연스러 

운 표출로서 깊은 인간 내면의 감성이나 즉홍적 심상 

과 같이 순간적이고 꾸밈없는 내적 질서의 표출이며, 

문화, 사상, 감정들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심리적 

해소의 유희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라피티는 주로 인간의 시지각을 통한 가장 원초 

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그라피티 행위에 의해 시 

지각 기호로 표출되고, 이러한 시지각 기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호로서 그것은 감정적 

이미지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 가능성을 지닌 그라피티는 작가의 자 

유분방한 개성적 정신 세계와 체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표현되어지므로 고정 관념에 치우치지 않 

은 다양한 사고는 그라피 티 의 상징 이라는 표현을 이 

용하여 인간의 표현 욕구와 결합되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⑺ 따라서 낙서는 자기표현 

이며 자기발생적인 행위로 다양한 표현들만큼이나 

독특한 표현력을 갖게 하여 낙서 가 가지 고 있는 본원 

적인 감성적, 역동성의 표현에 홍미를 느껴 유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데포르마시옹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리학 측면 

에서는 변형이나 휘어지기를 뜻하며, 문학이나 미술 

에서는 보통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변형 표현 

해서 특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즉, 변형과 왜곡을 의미하는 데포르마시옹은 모 

방적인 조형미술을 창작할 때 어떤 예술적 요구에 의 

하여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더】, 데포르메라고도 

불리며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하거나 왜곡시켜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대상의 형태로 일부러 달리하는 기법이다询

데포르마시옹은 기본적으로 객체 성과 정체성의 

부정 혹은 그로부터 일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대에 이르러 사실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예술 유파들을 통해 나타났으며, 인간의 내적 

의욕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대 

상을 시지각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 

상을 의도적, 무의식적, 주관적 의지에 따라 형상화 

하게 되므로2°)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와 다양한 효과를 창조하여 홍 

미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3) 데페이즈망(Depaysement)

14) 권택용, 최동호,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새문사, 1993), p. 275.
15) 안세라, 강병석, Op. cit., p. 361.
16)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p. 64.
17) 황은진, “대중 문화에 나타난 장 미셀 바스키아의 작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28.
18) 이효진,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3호 (2000), p. 15.
19) 이윤진, 박명희, Op. cit., p. 39.
20) 이효진, Op. cit.,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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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페이즈망이란 현실적인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 

여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 

탈시켜 그것이 놓여질 수 없는 낯선 장소에 조합시킴 

으로서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 내는 기법으로 보 

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과 유희를 주게 된다. 문 

학에서 로트레아몽(Lmitream(河)의，해부대 위에서의 

재 봉틀과 우산의 만남'을 이 야기 하는 시 구는 데페 이 

즈망의 적절한 예라 하겠다匀 이러한 기법은 일상적 

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인 의미 

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환기되는 특 

징을 갖게 되며끄 또, 초현실주의적인 데페이즈망의 

원리는 입체파의 콜라주로부터 출발하여 막스 에른 

스트(Max Ernst),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등과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 

들에 의해 더욱 발전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뜻하지 않은 우연한 만남은 초현실주의가 

추구하던 미의 세계로 이성과 논리로 억압된 무의식 

의 세계를 가능한 참되게 표현함으로써 잠재된 세계 

와 일상의 합리적 세계를 결합시켜 초 현실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현실을 초월한 피한이나 

반 현실이 아니라 현실 부정이 매개가 되어 발견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현실을 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 

물에 대한 습관적인 관념을 버리게 함과 동시에 사물 

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관심을 심화시키는데 유용 

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可

4) 패러디(Parody)
패러디는 대체로 한 작가, 특정 양식의 형식적, 문 

체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주제예 적용시키 

는 두 가지 형태를 따르는데, 종종 주제에 대한 비평 

적, 풍자적인 것으로 문학과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 

나고 있다. 즉, 패러디는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 

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 

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 풍자한 것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미술에 나타난 실제적인 패러디는 

선행하는 친숙한 양식인 개별적, 보편적 양식과 다른 

시각적 장르에 대한 외적 형식의 변화와 내적 의미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이며, 기계적으로 자동인지 

되고 있는 일상적 사물에 대한 외적, 내적 위치 전환 

을 통한 낯설게 하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约

특히, 패러디 개념에 있어 창조적인 것으로 간주 

되고 그 범주의 확대로 인해 현대예술에 있어 패러디 

를 중요하고 섬세한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비평적 

인 성격에 대한 유용성을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이 

는 현대 예술이 새로운 발명보다는 기존의 예술을 이 

용한다는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패러디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져 과거의 예술을 돌아봄에 있어 단순히 향 

수적인 것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과거라는 창 

고 속에 틀어박힌 이미지들을 풍자, 조롱, 희극적 효 

과 등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창조의 전략인 것이다a

in.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적 특성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달할수록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수반되는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 

로 유희적인 놀이에 대한 욕구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가치관 

변화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디자인 산업에서도 재미 

유머, 즐거움 등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유희적인 표현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화의 양상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패션에 있어서도 유희성은 대중의 가치관을 표현하 

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법 

으로 표출되어지고 있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원천과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오뜨꾸뛰르 컬 

렉션에 있어서도 유희적 표현으로 진지함 대신 가벼 

움을 추구하고,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라피 

티, 데포르마시옹, 유아적 캐릭터의 차용, 데페이즈

21) 조윤희,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 작품개발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48.
22) 김세리. “초현실주의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23.
23) Ibid., p. 24.
24) 고현진, 김민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Parady에 관한 연구,” 복식 25호 (1995), p. 256.
25) 서성록, 포스트모던, 패러디와 차용된 표절, (서울: 월간미술, 198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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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패러디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1. 그라피티

수많은 정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대 

중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보다 쉽 

게, 빨리,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 

에 맞추어 시각언어는 분석적, 논리적 형태의 문자 

언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跄, 특히, 현대 사회 

에서 나타나는 매스미디어의 다변화로 인해 표현되 

는 새로운 이미지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패션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즉흥적인 표현과 강한 

색상 등으로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과 상징성을 나타 

냈다.

그라피티를 이용한 의상은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 

등을 언어의 형태로 변경하여 상징성을 나타내며, 이 

는 쉽고 명료한 시각언어로 된 상징적 도상들과 기호 

로 표현된 작품으로 대중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는 동시대의 가치관과 의미를 공유하는 현대 사회 

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초현실 

적인 이미지 연출로 패션의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2갸

〈그림 1〉은 '자유, 평등, 박애'의 문구를 써 놓은 

의상과 함께 잔인한 글로벌 테러리즘과 혁명으로 불 

타는 파리의 모습을 연출한 Christian Dior의 작품으 

로 브랜드의 로고와 여 러 도상, 문구 등의 그라피티 

를 통해 컬렉션의 주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프랑스 혁 

명을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그 

림 2〉역 시 우스꽝스러 운 중세풍의 그로테스크한 메 

이크업과 파격적인 스타일로 갖가지 문자와 도상으 

로 그라피티 된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의 감 

각이 자유롭게 반영되어 우아하고 아릅답다기 보다 

추의 범주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것으로 웃음 

과 함께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 

아내며 비판하거나 풍자하고 싶은 사회상을 제시하 

기도 한다. 이 처럼 그라피티 된 그림이나 문구들을 

담고 있는 패션은 그 내용의 의미를 직,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며, 정치적 입장과 시각적 농 

담을 담고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이너 자신의 정체성

〈그림 1〉Christian Dior.

2006 S/S (Gap press, 

3. 15).

〈그림 2〉Christian Di

or. 2006 F/W (Gap 

press, vol. 16).

을 나타내며, 그 의미와 상징은 물론 사람들에게 풍 

자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희적 특성을 갖는다.

또, 그라피티 작가들이 대중적인 통속적인 기호에 

대한 관심, 상징, 만화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순수한 

아동기의 심성으로 돌아가고, 또한 놀이적 발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사유하고 객관화하여 기술적 테크닉 

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예술이라는 행위를 놀이로써 

표현하여 유희성을 표현한 것처럼 오뜨꾸뛰르 컬렉 

션에 있어서도 과거의 무게감을 벗어버리고 좀 더 위 

트 있고 재미가 있는 요소를 이용하여 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그라피티 

를 이용한 패션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정치적, 사회적 

중요이슈를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하지만〈그림 3〉, 

〈그림 4〉와 같은 만화적 표현기법, 유머러스한 기호 

와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 

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긴장을 풀고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는 현실 도피와 자유의 감 

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이 러한 TV, 만화 등의 친 

숙한 대중 매체적 표현을 패션에 직접 나타낸 방법은 

오뜨꾸뛰르를 통해 표현되는 작품들이 경직되고 어 

려운 패션이 아닌 보다 자유롭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젊은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 황성순, “저널리스틱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 7.
27) 이윤진, 박명희, Op. 吊,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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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h 〈그림 4〉Stephane 〈그림 5> Ch 〈그림 6〉Christian 〈그림 7) Jean
ristian Dior. Saimier. 2004 S/ ristian Dior. Dior, 2006 F/W (Mo Paul Gaultier.
2002 F/W (Fa S (Gap press, vol. 2002 S/S (Fa de & Mode, N°. 2006 F/W (Mo
shion news, 11)- shion news, vol. 336). de & Mode, N°.
vol. 80). 76). 336).

또한, 이러한 현상은 패션문화에 있어 경계허물기이 

며 대중들의 유희적 사회 욕구의 영역이 확대됨을 의 

미하며 더 나아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 

로 디자이너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포르마시옹

20세기 말에 이르러 복식의 전통적 개념은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인 사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 

이 제시되었고, 정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조와 조화 등의 전통적 인 미 학적 가치 를 거부하며 

기능성, 정체성의 상징, TPO 개념이나 성의 문제 등 

관습적인 편견들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상 언어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상식 

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의복을 왜곡, 과장하거나 신체 

일부분을 비정상적으로 과장 그리고 의복 구성을 무 

시하여 신체를 기괴하게 형상화한 것, 추한 신체, 성 

의 모호함,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등이 조합되어 

충격과 의외성을 유발하는 가학적인 웃음을 제시한 

다.

〈그림 5〉는 역사적이고 중국, 러시아, 티베트, 몽 

고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흡수하여 국적이나 시 

대 그리고 스타일에서 어떤 정의도 내릴 수 없는 새 

로운 스타일을 표현한 2002 S/S Christian Dig의 작품 

이다.

인체의 머리를 확대시키고 솟아 오른 소매와 소매 

길이의 변형 등 비정상적인 변형과 왜곡을 통해 유희 

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그림 6〉과 같이 일 

반적인 의복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왜곡, 과장되게 하 

거나,〈그림 7〉과 같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모자의 형 

태로 변형시켜 착시의 효과를 나타내는 등 인체와 복 

식과의 기존의 조화 개념이 전혀 의식되지 않은 실루 

엣과 표현 방식은 인간과 의복사이의 소외된 결과이 

며 기괴함과 유머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루엣을 이용한 데포르마시옹은 전통 

적인 복식개념을 해체시킴으로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의상이 인체에 입혀져 쾌적함과 안락 

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구조물이라는 관 

념을 거부하는 것이며,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 

는 디자이너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착장 방법에 있어서도〈그림 8〉과 같이 턱시 

도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모델의 바디 위에 단순히 

전시의 개념으로 올려두어 완성되었으나, 미완성되어 

착장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9〉는 

가죽 소재의 드레스 위에 지퍼를 이용하여 다시 코르 

셋의 형상으로 덧입힌 것으로 의복의 여밈 처리에 사 

용하는 지퍼는 다시 의복의 한 형태를 구성하는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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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ean 

Paul Gaultier. 

2003 S/S (Fa

shion news, vol. 

84).

〈그림 9> Ey- 

meric Francois. 

2003 F/W (Fa

shion news, vol. 

88).

〈그림 1。〉脆冀- 

din & Vasiliev. 

2001 S/S (Gap pre

ss, vol. 34).

요소로 전환되어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의 탈피를 보 

여주며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한다 

〈그림 10〉은 전면가면의 형태를 이용하여 익명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끈을 이용하여 인체를 둘러매는 형 

식으로 인체를 의도적으主 파괴하였으며, 미완성된 

의복의 이미지로 부조화와 의외성을 유발시켜 유희 

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왜곡된 소재의 의도적인 데포르마시옹 

된 패션이미지는 의외의 사물이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희극적인 유머로서 유희적으로 표현 

되며, 내부로부터의 해체 작업을 통해 충격적인 웃음 

을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착장이 아닌 연출 효과로 현실을 벗어나려는 탈현실 

탈현상의 의지로도 보여지며 현실 바깥의 상상의 세 

계 그 자체를 유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데페이즈망

패션디자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용도와 기능을 가진 오브제를 의복의 일부 

분으로 차용함으로써 신선한 이미지를 준다, 이것은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의 표현 특성에서 나타나는 데 

페이즈망 기법과 동일하며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부 

여한다明 데페이즈망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오 

브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 

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이탈되어 전혀 그 사물 

의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놓임으로 해서 

변화된 사물은 또, 다른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로 우 

리들 앞에서 새롭게 지각됨으로써 그 가치를 갖게 된 

다29).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오뜨꾸뀌르 컬렉션에서도 위 

치 전환된 모든 사물과 이미지들을 오브제화 함으로 

써 다양한 유희적 이미지를 나타냈다.〈그림 11〉은 

화려한 매화 꽃 장식으로 볼륨을 살린 이브닝드레스 

로 가부키 화장과 함께 헤어장식으로 동양화가 그려 

진 부채를 꽃아 일본풍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손에 들고 있어야 할 부채는 헤어 장식으로 그 용도 

가 바뀌어 연출되었으며,〈그림 12〉와 같이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이나〈그림 13〉과 같이 해체된 스피커 

가 머리 위로 올라가 헤어장식의 한 요소로 변경되는 

등 그 본래의 위치나 용도와는 다른 사용법으로 무한 

한 상상의 유희를 갖게 한다.〈그림 14> 역시 날카로

〈그림 11〉가iristian Di

or. 2007 S/S (Gap pre

ss, vol. 17).

〈그림 12〉Jean Pa

ul Gaultier. 2006 

F/W (Gap press, 

vol. 16).

28) 안세라, 강병석, Op. cit., p. 365.
29) 형승회, 은영자, “현대복식의 초현실적 조형성;'복식문화연구 2권 2호 (1994), p. 435.

-482



제 16 권 제 3 호 김 선 영 75

〈그림 13〉Frede- 

ric Molenac. 2002 

F/W (Fashion ne

ws, vol. 80).

〈그림 14〉Goir- 

gio Armani. 2007 

S/S (Gap press, 
vol. 17).

〈그림 15) On Au 〈그림 16> On 〈그림 17> Se

ra Tout Vu. 2007 Aura Tout Vu. redin & Vasi-

S/S (Gap press, 2007 S/S (Gap liev. 2002 S/S

vol. 17). press, vol. 17). (Fashion news,

vol. 76).

운 검을 재킷의 어깨에서부터 앞 중심을 지나는 디자 

인의 한 요소로 배치해 기존의 미적 관념을 부정하고 

충격을 줌과 동시에 사물과 복식 간에 경계를 무의미 

화 하고 있다.

데페이즈망의 표현 방법 중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유희적 특성을 니타내기도 하는데,〈그림 15〉와 같 

이 다양한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을 드레스 전면에 부 

착하여 고급스러 운 오뜨꾸뛰르 드레스라는 이전까지 

의 격식에서 벗어나는 반문화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 

으며,〈그림 16〉은 현대 정보 통신 문화를 대변하는 

모빌 폰을 머리와 어깨, 의상의 전면에 부착하여 예 

측할 수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콜라주함으로서 모 

호하고 이질적인 초현실적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또,〈그림 17〉은 단순한 원피스 위에 인형의 얼굴만 

을 오브제로 사용하고 인형의 길게 땋은 머리카락으 

로 인해 의상의 율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유아적 

인 캐릭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된 사물로 

인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무시한 초현실주의 느낌으로 충격과 재미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비예술적인 일상 

의 소재 또는 경계를 초월한 모든 오브제를 선택하여 

그 위치나 용도를 변경시키고 콜라주 시켜 부조화 속 

의 조화라는 유희를 표현하고 있는 데페이즈망은 오 

뜨꾸뛰르 작품에 대한 관념을 변형시켜 새로운 구조 

적 경험과 의미로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 

며, 앞으로의 패션에 있어 창조성의 확대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4. 패러디

패러디는 작가의 작품이나 형식을 장난스럽게 모 

방한 것으로서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를 풍자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창조의 전략이며 원작에 대한 경의 

를 지닌다. 테일러(Tayk)r)는 패러디가 예술적 독창성 

과 유일무이성, 진품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소유권, 

재산권에 관한 개념들 같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검증 

하는데, 이는 예술이 이제 그 자체나 의미를 잃어 버 

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새롭 

고 다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现 이러한 모방의 형식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창 

조성으로 인해 패 러디는 디자인을 포함한 예술 분야

30) Taylor, B, 김수기, 김진송 역,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서울: 시각과 언어, 1993),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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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h

ristian Dior. 2001 

S/S (Gap press, 

vol. 34).

〈그림 19〉Chris

tian Dior. 2004 S/ 

S (Gap press, vol. 

11),

〈그림 20〉Jean 

Paul Gaultier. 

2003 S/S (Fa

shion news, vol. 

84).

전반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패러디를 패션에 도입하여 원작에 밀접한 

모방, 변형, 과장, 왜곡,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 

략 등의 표현으로 새로움과 의외성, 장난, 풍자, 아이 

러니 패러독스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그림 

18〉은 원더우먼의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의복에 활용 

함으로써 웃음과 재미를 부여하고 있으며,〈그림 

i9〉는 이집트 벽화를 프린트 한 드레스와 과장된 헤 

어 장식, 메이크업으로 과거 이집트 파라오의 여신을 

패러디하여 표현한 것이다.〈그림 20〉은 드가(Edgar 

Degas)의 무용수 그림을 프린트하여 발레리나 풍 드 

레스로 패러디한 작품이다.

오늘날의 예술이 자의식 적으로 과거 양식을 모방 

함에 따라 패러디는 현대예술과 패션에서 중요한 창 

조의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오늘날 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 독창성이나 모방이라는 확 

고한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독창성을 끌어내 올 수 있 

는 디자이너의 의도와 목적,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복고적 

인 요소나 대중 문화의 한 단면, 그리고 다양한 회화 

양식을 패러디하여 위트와 익살’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표현은 현대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 창 

작의 자유로움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희성을 표 

현하고 있는 것이며, 원본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디자이너 특유의 개성이 더해져 새롭게 탄생된 유희 

의 창조적 표현성이라 할 수 였다,

5. 유아적 캐릭터의 차용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유희의 일반적인 네 가지 

표현 특성 외에 오늘날 현대 패션의 유희성을 표현하 

는 특성 중 하나가 유아적 캐릭터의 차용이라 할 수 

있다. 유아적 캐릭터를 이용하여 유희적 이미지를 전 

달하는 현상은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뿐 

만 아니라 기성세대로까지 파급되어 이성적인 의식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고갈되고 메마 

른 정서에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카타 

르시스적 의미의 유머를 느끼게 한다’I).

특히, 오늘날 캐릭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화, 인형, 팬시용품, 의복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활용되어 패션 디자인에서도 인지도 높은 캐릭터를 

의복에 프린트하거나 입체로 형태를 제작하는 등 다 

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캐릭터가 지니는 부가가치까지 

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또, 친근한 이미지로 성숙한 

성인에게 유희적 놀이에 집중하던 어린 시절의 향수 

를 느끼게 해주며 동화적 인 환상과 함께 유희틀 자아 

낸다. 특히, 거리 패션이나 대중적인 기성복이 아닌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도 유아적인 캐릭터를 차용하 

여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유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션디자인에서 유아적 캐릭터의 활 

용방법은 캐릭터 얼굴 등 특징적인 부분을 의복 전체 

에 프린트하거 나 비딩하는 등 직 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는〈그림 21〉과 같이 

모델과 똑같은 패션을 연출한 실제 인형을 소품으로 

지니거나〈그림 22〉와 같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인형을 모델이 착용한 스커트의 앞면에 배치하 

여 장식의 효과뿐 아니라 모델의 의복과 동일시되도 

록 활용하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미술 월간지〈而 News〉의 

분석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된，아트 스펙트럼 

2006,의 전시 작품들을 통해 분석된 현대 미술에서

31)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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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Fran

ck Sorbier. 2007 

S/S (Gap press, 

vol. 17).

〈그림 22〉Dupre San- 

tabarbara. 2006 F/W 

(G叩 press, vol. 16).

(그림 23> Ch

ristian Dior. 2001 

S/S (Gap press, 

vol. 34).

〈그림 24〉Chris

tian Dior. 2005 F/ 

W (Gap press, w)L 

14).

〈그림 25〉Du

pre Santabar- 

bara. 2006 F/W 

(G叩 press, vol. 
16).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5가지는 동화와 판타지 

이용, 돌연변이 또는 혐오스러움, 비디오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 허물기, 명상하는 미술, 재료의 혁명이 

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동화와 판타지의 이용이란 

만화 이미지를 이용해 작가들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것이며, 귀엽지만 왜곡되어 있는 캐릭터 또 

예쁜 캐릭터를 통해 잔인한 주제를 다루는 등，블랙 

유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32).

이러한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유희에 대한 욕구 

는 어린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며, 생리적 욕구를 만족 

시키고 난 후의 모든 인간 존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며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억압행위가 된다 

功 따라서 유희적 만족의 요소가 패션을 포함한 전 

예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희에 대한 사회적 욕 

구의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패션에서의 유아적 

캐릭터의 사용은 복식 형태의 과장과 왜곡, 변형뿐 

아니 라 유아적 착장과 장식, 동화적 인 환상을 일으키 

는 소재 등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표현한다34).

〈그림 23〉은 향수병, 화장품, 청소기, 과자 등이 그 

려진 튤 드레스에 아기 인형을 안고 나온 작품으로 

디자이너 특유의 상상력과 재치를 엿볼 수 있으며, 

〈그림 24〉는 시스루 소재의 여성성을 강조한 원피 

스에 어 린아이의 낙서 같은 문양을 자수 장식하여 묘 

한 아이러니를 갖게 한 것이다. 최근 패션의 두드러 

지는 특징 중 하나로 보여 지는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익살이 섞인 이러한 유희적 경향은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볼 때 의도적 인 조작과 왜곡에 의한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20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뉴욕, LA 

까지 사업을 확장한 어른들을 위한 고급 장난감 전문 

점인 '키드로봇，은 로봇형 피규어(플라스틱 캐릭터 

인형)부터 담배를 물고 상처투성이인 불량토끼 인형, 

손톱과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글루미 베어 같은 엽기 

인형,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명품 디자이너 인형 등 사치스러운 장난감들을 판매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평범한 인형 대신 좀 

더 에지 있고 남들에 게 없는 고급스러 운 소유물을 갖 

고 싶어 하는 마니아층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인형 

들은 유명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의 손을 거쳐 대부 

분 한정판으로 판매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열

32) “현대 미술 코드를 잡아라,” 조선일보, 2006년 2월 21일, A21.
33) 황은진, Op. cit., p. 23.
34) 진경옥, 박민여,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권 5호 (2000),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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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은 국내 마니아층도 사로잡고 있다均 이와 같이 

오늘날 키덜트 족이 아니면서도 키덜트 문화를 탐닉 

하는'넌 키덜트 족'이 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듯 오 

뜨꾸뛰르 컬렉션에서도 유희성을 이용하여 한층 젊 

은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키덜트란 말이 생기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취향의 삶을 즐기는 것을，피 

터 팬 증후군，으로 불러 자기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책임감 결여 등 정신 병리학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 

미가 담겨 있었으나, 최근엔 모두가 갖고 있지만 나 

이가 들면서 잊고 살아가는 잠재의식 속 동심을 자극 

하는 가치중립적 의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3여 이러 

한 키덜트 문화는 이미 영화, 소설, 패션, 애니메이션, 

광고 등 소비문화 전 영역에서 새로운 문화 신드롬으 

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는 드레스와 함께 연출된 레그 워머 전 

면에 화려한 비즈 장식의 인형 옷을 소품으로 달아 

키치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존의 오뜨꾸뛰르가 

갖던 권위적인 이미지에 대항하는 해학으로 표현하 

였다.

이와 같이 키덜트 문화와 유아적인 캐릭터를 차용 

하여 발생되는 유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는 강한 자기 표현 방식과 맞 

물린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유아적 캐릭터 자체의 이 

미지가 주는 속성과 오뜨꾸뛰르 의상이 갖는 창조성 

이 결합되어 기존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던 권위적 

인 편견에 대한 해학으로 나타났다,

IV•결론

현대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특징은 고정 관념과 

가치체계의 다원화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질적이 

고 모순적인 것을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있어서도 고전적이고 

고급스러운 미의식에 대한 틀을 벗어나 강한 개성의 

표출과 창작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거리 패션이나 대중적인 패션이 아닌 

고급 문화를 반영하는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어떠 

한 유희적 표현 방법과 특성을 나타내는지 고찰하여 

유희적 디자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이를 새롭고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원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머의 개념 

과 유형, 표현 방식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기 

초로 오뜨꾸뛰르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표현특 

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라피티에 의한 유희성의 표출 

로 만화나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낙서 등 본능적 욕 

구에 의한 유희적인 표현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메 

시지 또는 모호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여 디자 

이너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 또, 형식을 벗어나 

는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패션문화에 있어 경계의 허 

물기를 나타냈다.

둘째, 데포르마시옹의 형식을 빌려 의상이나 장신 

구를 통해 인체를 변형, 왜곡되게 표현하거나, 기존 

의복구성 방법의 탈피를 통한 탈착장의 표현, 왜곡된 

소재로 인해 의도적으로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이러 

한 표현은 착장이 아닌 연출 효과로 현실을 벗어나려 

는 탈현실, 탈현상의 의지로도 보여지며 현실 바깥의 

상상의 세계 그 자체를 유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셋째, 데페이즈망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 

는 비예술적인 일상의 소재 또는 경계를 초월한 모든 

오브제를 선택하여 그 위치나 용도를 변경시키고 콜 

라주 시켜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유희를 표현하여 오 

뜨꾸뛰르 작품에 대한 관념을 변형시켰으며, 일상적 

인 오브제와 패션의 결합으로 옷에 대한 새로운 구조 

적 경험과 의미의 확대를 나타냈다.

넷째, 복고적인 요소나 대중 문화의 한 단면, 그리 

고 다양한 회화 양식을 패러디하여 유희성을 느끼게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현대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 

나 창작의 자유로움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원본의 

재현이나 모방이 아닌 디자이너 특유의 개성이 더해 

져 새롭게 탄생된 유희의 창조적 표현성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인형이나 장난감, 캐릭터 등을 소품으로 

활용하거나 의복의 일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도 하는 등 유아적 캐릭터 자체의 이미지가 주는 속 

성과 오뜨꾸뛰르 의상이 갖는 창조성이 결합되어 기

35) “귀엽다. 二러나 100만원이다,'' 조선일보, 2007년 3월 2!일, A 22.
36) “2030 키덜트 문화해부,” 서울신문, 2005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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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던 권위적인 편견에 대한 

해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급변하는 세상 속 

에서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것이며, 디자이너의 순수성과 강한 자 

기 표현 방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희성을 표현한 오뜨꾸뛰르 컬렉션은 

극적인 대조의 조화와 의외성, 놀라움으로 홍미를 갖 

게 함으로서 현대 패션에 새로운 장르를 재정립하였 

으며, 특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인간 내면 

의 심리표현을 고급패션으로 전환시켜 고전적인 미 

의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기능적이기 보다는 보 

여 지기 위한 현대 패션의 이미지 창출에 있어 이러 

한 유희적 특성은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 

으며. 실험적이고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현대 패션에 

있어 보다 새로운 조형적 표현과 창조적인 발상의 시 

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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