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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hysical distortions of fashion design which appear in the

20th century. People have been expressing the hope and beauty by twisting human body

since the beginning of mankind. Each period has been showing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various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The exaggerated body distortions from the

primitive times to the modern are based on human body proportions. Such distortion is to

emphasize the inherent beauty within the human body. However, the distortions of the

body after the 20th century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advent of surrealism which is

not affected by reasons but by imaginations. Generally speak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heterogeneous elements is allowed in art. The unexpected surreal elements are creating

formative beauty using by distinctly different technique which is unfamiliar and awkward.

Physical distortion creates other beauty that is not uniform and absolute beauty but it

pursues the diversity of breaking down into categories. Formativeness of surreal physical

distortion fashion has the potential for a variety of clothing design, therefore it has

intrinsic values for continu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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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의복의 발생 이전부터 신체장식을 목적으로 한 과

도한 신체의 변형과 상흔 등이 행해졌다 신체에 과.

하게 행해지는 행위로 아름다움을 위한 인간의 욕망

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또는 의복 형태의 과장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은 시대의 미의식과 함.

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과장되어진 것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넘,

어선 상태로 이성적이기보다는 지각자의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며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체왜곡 패션은 각 시대의 이상적인 미라 여겨지

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익숙하지 않은 낯선 차별

화된 조형성을 제시한다 당시대의 미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복의 모습은 불균형 또,

는 부조화를 통한 신체 왜곡패션을 통해 새로운 개

념의 미를 만들어내며 복식사적인 발전을 거듭해오

고 있으며 창조적인 의복의 창출에 있어 중요한 동

기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세기 초 제 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기존의20 1

합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사회질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다다이즘 을 계승한 것으로 간주되(Dadaism)

고 있는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모순들에(Surrealism)

대한 해결책을 갖는 중요한 사상으로 이제까지의,

비교적 정형화 되고 안정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더욱

충격적이며 새로운 미의식 만들기의 원동력이 되어

오고 있다 어느 시대마다 발전적인 미의식이라고.

여겨지던 것은 충격적인 예술작품이나 철학 등을 통

해 파괴되며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이러한

파괴의 과정과 충격을 거쳐 또 다른 신선한 미적가

치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패션디자인은 세기 이후. 20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근대이전과는 확연히 다

른 보다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다,

양성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디자이너들의 창조물은.

독창성을 수반한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창조적인 디자인의 미학적 관점을 확장시킨 초현실

주의는 신체왜곡 패션의 사상적 뿌리로서 패션의 영

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이후 현대패션에서 나타21

나는 초현실주의적인 신체왜곡 패션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형성 보편성을 뛰어넘은 일원론적 감성을. ,

다원론적 상상력으로 확장시키는 초현실주의적 신체

왜곡 패션이 복식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영감과 아이

디어의 원천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또한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고 창조하는데 보다 더 깊은 지식적

인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의 방법으로 왜곡의 일반적 개념과 패션에서

의 신체 왜곡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신체왜곡의 현.

상은 고대로부터 나타나는데 근대를 지나 현대에서,

나타난 왜곡의 경향은 초현실주의의 영향과 함께 확

연히 다르다 신체왜곡 패션의 양상을 초현실주의.

출현 이전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는 초현,

실주의라는 새로운 미학적 개념의 반영으로 변화된

복식의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

구 자료를 통하였으며 실증적 자료 분석은 년, 2000

이후의 뉴욕 파리 밀라노 등의 여성복 컬렉션 자, ,

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신체왜곡II.

왜곡의 의미1.

왜곡은 대상물의 변형된 형태로 제 모습으로 제자

리에 있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다 올바르다고 인식.

되어 왔던 사실적인 것에 변화를 준다 시각의 항상.

성을 벗어난 조형 형태는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왜곡된 대상은 정형화된 무엇으로 부.

터의 탈선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주어진 기,

억의 흔적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예술가들에게 이용,

된다 이러한 탈선은 또한 우리의(S. Jung, 2003).

과거의 경험 속에서 기억으로 남아있던 익숙한 것으

로부터의 탈선 또는 탈형 이다 미술에(deformaion) .

서의 왜곡이란 원형과 그 표상간의 의도적이거나 비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표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Ovens,

정상적인 상태에서 변화된 상태를 말199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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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왜곡이란 대상 전체형상이 그것의 공.

간 차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을 의미한다 주어진 형상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본 것에 대한 기억의 흔적과 현재 보이고 있

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신체왜곡 패션의 정의함에(Arnheim, 1965/1995).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으로 인체의 형태는 쉽게

변형하거나 왜곡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

체를 감싸는 의복의 형태적인 변형과 왜곡을 통해

간접적 방법의 인체변형이 가능하다 인체의 재현은.

복식을 인체의 확장으로 인식하고 몸의 형태를 그대

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Y. Lee, 2009).

착용하는 의복의 변형을 통해 인체를 왜곡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신체왜곡2.

신체 왜곡 패션은 신체 본래의 형태와 비례로부터

의 탈선하여 복식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상적 형태를 이탈해 만들어진.

것 즉 강조와 과장 확대 은폐 등의 방법으로 나타, , ,

난다 이는 전통적인 복식과는 다르며 추상적인 표. ,

현으로 볼 수 있다 의상에서 왜곡은(E. Kim, 2009).

무정형의 실루엣과 재단의 비구성적인 측면에서 찾

아 볼 수 있다(Hwang, 2001).

의복이 갖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도 물리적,

사회적 기능보다도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미의 표현

을 극대화 한다 역사적으로 예술에 나타난 인체의.

왜곡과 변형은 인체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현대에서 보여 지는 신체적 왜.

곡들은 대상을 이상적으로 보이려 하는 것 보다는

과장 은폐 확대 축소 등의 방법으로 일상적인 것, , ,

에서 일탈하여 표현된다 이는 현대 미술에서의 왜.

곡이 대상의 고유성에 작가 자신의 감정을 투시한

결과이며 미적 활동의 기본으로 간주하는 것과 비,

교할 수 있다 또한 인체를 단편화하고 파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태의 모호성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

연이 지닌 고전적 이상미의 전환 또는 반전을 의미

한다 예술의 표현은 인간의 내면적 체험을 시각화.

하는 것으로 내적 요소와 이의 표현을 통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전한다.

초현실주의 출현 이전의III.

신체왜곡

주술적 상징과 왜곡1.

민족을 규정짓는 가장 타당한 방법은 동양문명과

현대 유럽 문명권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교적 미

개한 문명 단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시미술은 상징성이 강하고 그들의. ,

생활에 밀접성이 강하다(as cited in Leonhard,

다산의 상징을 나타내는 조각상인 벨렌도르1954).

프의 비너스 와 벤다와족 조각상(Figure 1) (Figure 2)

에서의 인체는 정확한 비례와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담아 변형,

하여 왜곡한 것을 알 수 있다 간절한 바람이 왜곡.

된 형태로 강조된다 생명의 욕구는 가슴과 엉덩이.

부분의 과장된 크기로 가늠케 한다 원시인들의 미.

술은 본질적으로 비문명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최

초로 형성된 미술임에도 오늘날 문명사회에 살고 있

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특(So, 2007).

히 예술가들에게 예술이 본질로서 논의되며 그들에

게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것.

으로 내면의 왜곡된 표현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적 표현방법 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장.

신구의 모티브가 왜곡됨에 따라 이를 착용함으로써

얻는 왜곡의 조형적 시각 효과가 있음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투탄카멘왕의 분묘에서 나온 목걸이.

은 그 당시 적군을 보는 투시안적인 상징인Figure 3

눈은 과장된 비례로 왜곡되어 있다(H. Jung, 2006).

권위의 표출과 왜곡2.

귀족사회라 일컬어지는 근세 중세 근대를 거쳐 신

분의 상징은 의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장된.

실루엣과 사치스러운 재질 장식 등으로 인체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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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하며 과시적 상징성을 드러낸다 페티코트 프릴. , ,

러플 리본 꽃 장식과 다양한 장식적 요소들로 실, ,

루엣을 과장시킨다 자기 과시적 효과를 극대화 하.

는데서 기인한다 인체 후방의 긴 트레이 인체 좌. ,

우형의 파팅게일 파니에 등의 요소들로 그들은 자,

신의 신분을 과시하였다 의복의 면적의 확대는 곧.

인체의 확장으로 왜곡된다 아워글라스. (hourglass)

실루엣 엑스 실루엣 등은 바로크 시대와 르네, (X)

상스 시대 복식의 특징이다 스커트의 버팀대는 원.

통형에서 원통형을 쌓아놓은 형태까지 그 정도가 심

하게 왜곡된다 러프칼라도 전성기를 맞이하며 목 부.

분의 왜곡된 형태를 보여준다 러프칼라 는. Figure 4

철제 스틱의 고안으로 대형 사이즈의 주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러플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어깨를 가.

리는 과도함에 이르게 된다(Y. Kim & An, 2009).

스페인의 귀부인은 황금과 은으로 받침대 틀을 만들

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받침대의 가장자리는 금 은. ,

실로 태슬을 만들어 매달아 러프가 화려하게 강조되

었다 원통형의 스커트 버팀대로 팽(H. Jung, 2006).

창된 드레스는 러프와 함께 과장된 부피의 인체를 만

Figure 1. Belen Dorf Venus

- History of Art, p.78

Figure 2. Venda Tribe

and Statues

- Primitive art, p.88

Figure 3. The Eagle and the Snake-Shaped

Necklace from King Tutankhamen Burial Mounds

- Western Cultural History of Costume, p.13

Figure 4. Queen ElizabethⅠ

- Understanding of the modern Western
Costume Culture, p.175

Figure 5. Wearing Braces Skirt of Prosperity Style

- Understanding of the modern Western Costume
Culture,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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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데 장식의 과도함으로 인한 왜곡은 귀(Figure 5)

족과 왕족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신분과 부의 과시

를 위한 것이었다(Y. Kim & An, 2009).

인체미의 강조를 위한 왜곡3.

서로마가 멸망한 세기 후반 년부터5 (A.D 476 ) 15

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약 년을 중세시대로1000

나눈다 르네상스 시대는 본질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한 인체미의 강조 인위적 과장 그리고 왜, ,

곡된 디자인이 도드라진다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깨와 가슴부위가 왜곡되며 특히 코드피스,

는 본래의 성기보호 목적에서 장식적 목(codepiece)

적으로 과장되어 나타난다 여성들은 여성미를 강조.

하기 위해 코르피케 나 스터머커(cor-pique)

파팅게일 로 인체미를 강(stomacher), (farthinggale)

조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스커트의 버팀대는 원통.

형에서 원통형을 쌓아놓은 형태까지 그 정도가 심하

게 왜곡된다 세기 말의 버슬 스타일은 버슬. 19

이라는 패드를 넣어 힙을 돌출되게(bustle, tournure)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버팀대를 사용하였다. .

힙드레이프 힙백 이라고도 하(hip drape), (hip bag)

며 과다한 러플 레이스 등으로 장식되어져 힙의 돌, ,

출된 왜곡형태를 만든다 가는 허리를 강조하며 스커.

트를 부풀리기 위해 허리부분을 과도하게 왜곡시켰

다 여성(Figure 6, 7)(Bae, 2008; H. Jung, 2006).

과 남성은 그들이 가진 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인체의 부위에 적절한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과

장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 출현 이후의IV.

신체왜곡 패션

초현실주의는 세기 초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범20 ,

으로부터 탈피하여 상상력의 세계를 표현의 우위에

두고 꿈과 무의식이 영역에서 원초적 정신세계의 기

반을 찾으려한 일련의 움직임이다 초현실주의의 출.

현은 변화와 혁신의 사회 상황과 종래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정신적 위기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가치를 갖으며 예술전반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기의 혁명적인 예술적. 20

지적 사조로서 초현실주의는 지금까지도 예술과 디

자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성(Cants, 2005).

의 모든 통제가 사라진 순수한 정신세계에서 진실한

사고가 가능한 것을 오토마니즘이라 하는데 이를‘ ’ ,

는 이성에 의한 모든 통제가 사라진 상Atkins(1994)

태 모든 미학적 도덕적 선입관에서 벗어난 상태에, ,

서 구술되어 받아 적은 사고에서 가능하다 이성을.

넘어선 순수한 정신세계가 오토마티즘으로 표현되‘ ’

기를 제시한다 근본적으로는 참된 내면의 언어로.

가기위한 노력으로 이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Figure 6. Bustle Decorated Dress

- History of Costume, p.272
Figure 7. Ant Waist with Corset

- History of Costume,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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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점을 찾기 위함이라 하였다 초현실주의는.

내적 삶의 경험 무의식의 세계 심리현상에 대한, ,

프로이드 의 개념들을 존중하였는데(Sigmund Fred) ,

그의 정신분석학은 꿈의 해석 성본능의 이론등 주로

무의식 세계의 탐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의 과정에서 창작충동이 발생하므로 예술 활

동전반에 걸친 심리적 근원을 무의식에서 찾아야 한

다고 하였다 즉 무의식에서 출발하여 영감으로 발. ,

전하며 영감과 이성 또는 의식이 만나 형상화 시각,

화 하는 것이다 기억과 무의식은 서로 결합하여 변.

형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것은 왜곡의 심리적인 원,

인과 관계가 깊다 이는 기억이 무의식에 살아 있다.

가 과거와 현대 미래가 혼합되어 변형된 형태로 나,

타나며 이렇게 변형된 기억은 예전의 순수 기억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덧붙여져 변형된, ,

새로운 형태이며 인간의 무의식은 이러한 작용을,

돕는 왜곡된 심리의 원천을 제공한다(Jungmo Kim,

2010).

초현실주의 작품과 조형성1.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나 신비한 것을 탐구

하고 표현하는 것을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미

학으로 주장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는 격렬한.

형태의 왜곡이나 괴기한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앙리 베르그송 의 창(Park, 1987). (Henri Bergson) ‘

조적 진화에서 무의식과 기억의 결합에 의한 왜곡

의 심리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직관력 비합리 기. , ,

억 무의식 우연성을 강조한 베르그송의 철학은 왜, ,

곡의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직관력은 자기의식.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을 반성하고 무한히 확대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떠난 본능이며 이것은 지, ‘ ’ ,

성이 본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왜곡이다 초현.

실주의 작가들은 이러한 내면의 무의식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이한 낯선 형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경험이 무의식에 작용하여 순수.

한과거의 기억에 역행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과거의 순수한 기억은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창조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심리적 왜곡의 표현은 곧 예.

술적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형상의 해체1)

초현실주의적 오토마니즘 기법으로 년 피카‘ ’ 1956

소는 영상을 통해 그의 드로잉을 보여주었다 세 개.

의 원안에 나선형의 선을 그리고 몇 가닥의 비스듬

한 선들과 함께 꽃이 되어 드로잉을 끝낸 듯 보였지

만 그려놓은 형상들을 감싸듯 그려 물고기 그림

을 완성하였다 물고기를(Figure 8) (Staller, 2002).

형상화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관람자에게 그가 물고

기를 그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피카소의 물.

고기는 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과 의식 속의

물고기가 동시에 작용하였으며 이에 피카소만의 독,

특한 형상으로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다 무정형의.

미학이라는 초현실주의적 미적개념이 탄생하며 자동

기술 콜라쥬 프로타쥬 자유연상 등이 무정형의 체, , ,

계에 속한다 이는 관습에서 벗어난 인간 본연의 모.

습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1923

년 초현실주의 시인과 예술가 모임에 합류한 호안미

로의 작품 는 환상들 꿈과 시와 그림이 만Figure 9 ,

나는 공간을 펼쳐놓은 몽롱한 작품을 구현하였다

미로는 기호화된 음악적 은율의 표현이(Ha, 1989).

라고 할 수 있는 음표를 연상시키는 대상물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표현하려는 물체와 직접적으로 상관,

되지 않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무하한 현

상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자동기술법을 통해 작

품을 구현하고 있다 이 기법은 모든 사람들이 공.

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이성과 사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었다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를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한 기법이다 이를 통한.

형상의 해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비이성적 구성2)

이성이란 말은 logos, ratio, vernunft, raison,

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다 이성은reason, .理性

기계적 원리 또는 물리학적 원리의 합리적 행위를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7 5

76

가능케 해주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합리성.

이란 말에는 인간의 이치에 맞게 행동(rationality)

하거나 사유를 하는 성격이라는 뜻 외에도 그 이전

에 이치에 맞는다는 어떤 세계적 속성 또는 우주적

원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초현실주의(Staller, 2002).

의 작품은 사실적인 사물의 형상들이 합리적인 원리

에 입각한 장소에 놓여있지 않다 이성적인 잣대로.

는 불가한 비이성적인 화면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지크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의 무의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인간의1856~1939) .

정신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세단계이며 의식은, , ,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전의식은 조금,

만 신경 쓰면 기억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의식은,

원시적 충동과 의식 속에 있었으나 억압 탓에 기억에,

서 사라진 관념이나 기억의 덩어리를 가리킨다(J.

는 세기의 화Lee, 2002)(Figure 10). S. Lee(1934) 17

가 베르베르의 이름을 그대로 빌어 명제로 사용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벽돌 담장이 되어있고 베르.

메르의 망령의 오른쪽 다리가 길게 뻗어져 있다 그리.

고 발목을 잘라 우뚝 세운 것은 마치 테이블과 같은

Figure 10. Spectre De Vermeer Pouvant

Servir De Table, 1934

- Classic 400 Dali, p.28

Figure 11. Nature Morte Au Clair De Lune, 1927

- Classic 400 Dali, p.9

Figure 8. Drawing of Fish by Picasso

- A sum of destructions, p.I

Figure 9. Constellation of Early Morning Awakening, 1934

- Western Art Miro,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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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준다 달리는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

모르겠다 여느 짧은 순간의 영감을 그대로 옮겼을 뿐.

이다 리가트 항의 묘지로 통하는 길 한가운데서 나는.

베르베르를 보았다 그 후에 나타난 떠도는 무소의 출.

현을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발과 발목은 떨어져

있다 라고 하였다 구부러진 다리가” (Y. Jung, 1999).

길게 늘어져 테이블로 되는 비이성적 형태가 화면에

기이하게 구성된다 어둠이 깔린 실내의 탁자에 녹아.

내리는 유연한 시계를 그리고 있다 탁자의 중심부는.

붉은 바탕면을 깔고 적 황 청 백으로 채색된 사람. . ,

의 머리 괴이한 모양의 물고기들이 탁자위에 짜임새,

있게 놓여져 있다 은 프로(Figure 11). Y. Jung(1999)

이트의 의식의 세 가지 단계 중 전의식이 그림에 담

겨있는 것으로 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화면,

에 그려져 있다 비현실적 비이성적인 장면들이 관객. ,

을 사로잡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무의식을 예술이

라는 매개체를 통해 작가의 권한으로 드러낸다 논리.

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미리 사고된,

질서 혹은 균형을 이루는 조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환영적 공간 구성3)

모든 형태 또는 형 은 공간에 존재(form), (shape)

하며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조형예술에서의 공간, .

은 차원 차원 차원의 공간으로 분류 할 수 있2 , 3 , 4

으며 차원의 평면 공간 차원의 입체적 공간, 2 , 3 , 4

차원의 환영적 공간들 다양한 결합을 통해 구체화한

다 공간을 넘나들기는 우리의 시각체계(Yun, 2008).

를 혼동시킨다 차원의 캔버스 위에 사실적으로 그. 2

린 차원의 사물들은 차원이라는 공간을 망각 시킨3 2

다 이를 환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는 사물이. .

나 풍경을 평면에 옮겨놓은 복제로서의 공간이 아닌

사물과 사물들이 같이 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미의

사물로 변화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환영적 공간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트롱푀이유. (Trompe l'œil)

기법으로 눈속임 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미술사에.

알려진 최초의 트롱푀이유는 바르바리의 지고새가‘

있는 정물일 것이다 는 석궁의 화살에’ . Figure 12

목이 꿰인 자고새가 갑옷의 장갑과 더불어 벽에 걸

려있는 장면인데 마치 벽면처럼 보이(Public, 2010),

는 평면은 목판이다 사실적인 정물의 묘사가 마치.

사물의 실제 모습인 듯 보인다 는 달리의. Figure 13

작품으로 인체의 부분들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

은 해변의 모습이다 여성의 몸에 손(S. Lee, 1934).

가락을 놓아 성적 연상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 작

품은 눈속임을 통해 유희적으로 작품을 구현하였다.

이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요소들을 통해 만들어진

허구의 공간인 것이다.

세기패션의 초현실주의적 신체왜곡 패션2. 21

인상주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해야 한야 된다고 믿는

예술에서 점차 현실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신과 물질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다원화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

초현실주의는 열려진 개념 으로서의(open concept)

예술 상상적 표현 으로 예술, (imaginative expression)

의 경계를 급격히 와해하며 다양한 창조적 세계를 구

현한다 그들은 무의식 내면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

왜곡된 형태나 공간 그리고 상황으로 표현된다.

패션에서도 초현실주의의 영향으로 인체를 재현하

는 형식의 의복에서 벗어난 기존의 의식의 틀을 깨

트리는 발상의 전환된다 초현실주의(S. Kim, 2010).

패션은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인체를 고려

하지 않은 실루엣과 구조를 만들어 재치 있고 기발

하게 표현해 내어 상상의 세계를 자극한다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표현한다 획일적인(Y. Kim, 1991).

구성과 형태에서 벗어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통한

다원성으로 전통적 의복이 가지는 일률적인 모습에

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착시현상을 통한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며 신체의 일부의 과장은 이성과의,

단절된 듯 한 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이성적이.

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해석으로 불가능한 프로세스라

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마치 자유로이 부는 바람.

이며 신비로운 창조의 결과물이다(Lauer & Lauer,

초현실주의 예술작품의 특성분석을 바탕으로1981).

이를 반영하는 신체왜곡 패션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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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파괴와 비합리성(1)

신체 왜곡 패션은 기존 의복 질서의 파괴하고 새

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질서란 비.

맥락적 이며 모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현.

실주의의 상상력을 통한 타당성 있는 발상이 비합리

적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인간의 정당화된 감,

각을 통한 것으로 비합리적인 질서를 갖는다.

새로운 패션의 트렌드가 발생될 때 그 의외적인

것은 긍정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불쾌

함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다양함으로 가득한 현대.

패션에서 질서와 양식 이란 것이 진부할 수 있겠다.

의복에 대한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무

너뜨리는데서 창조는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초현실주의 예술의 환영적 공간구성을 통한 시각

적 착시를 일으키는 형식의 디자인이 그 특성이다.

Figure 12. Jacopo De Barbari, 1504

- Public Art, p.79

Figure 13. Salvador Domingo Felipe, The beach

shaped alike human, 1928

- Classic 400 Dali, p.71

Figure 14. Comme des
Garcons S/S, 2008
- www.style.com

Figure 15. Maison
Martin Margiela
Spring, 2009

- www.style.com

Figure 16. Perdro
Lourenco F/W, 2010
- Pattern 100 Fashion

Designers 10
curators, p.99

Figure 17. Walter Ban
Beirendonck F/W , 2008
- Memphis design

utilizing modern fashion
design studies,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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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입체를 가진 인체가 착장한 의복이 차원의3 2

평면으로 보이지만 곧 이는 디자인 구성에 의한 것

임을 알게 된다 토르소 형태가 검정색 종이에 그려.

진 듯 보이지만 옷 위에 만들어진 장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Pattern 100 Fashion Designers 10

curators, 2002).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의 고정관념

을 벗어난 다른 세계와 색다른 질서를 만들어간다.

옷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기능과 형태

를 보이기도 한다 의복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입혀.

짐으로써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든다 차원에서 차. 3 2

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꼼데 가르송의 컬렉션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는 종이인형에게 옷을. Figure 14

입힌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드는 왜곡을 보이기도

한다 은 공간 상황적(K. Han, 2009). Figure 15, 16 ,

착시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실재 의상과의 조화로 상

황과 의상 사이에서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신체우선형의 의복이 아닌 의복 우선형의 의복의 형

태를 보이기도 한다 팔 다리 몸통 목의 부분의. , , ,

신체 특성에 따라 재단되어 지는 것이 본래 인체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변형한다 의상 형태를 인체에.

중점을 두어 입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의상 자체만으로 하나의 조형을 만든다(Figure

17).

일반적으로 의복이 갖는 구조와 기능을 변형함으

로써 착용과 활동의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

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

러나 의복이 고정된 형태로 신체를 보호하거나 장식

하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난 다차원적

인 가치를 내재한다.

부분 왜곡을 통한 반전성(2)

전체를 과장 왜곡 하지 않고 부분의 특성을 확대, ,

또는 다른 조형성을 차용한다 전체적인 것에서 다.

시 작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 하게 된다 인체의 특.

성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조형성을 부

여하기 위한 신체부위에서는 과감히 왜곡된 형태를

만들어 상반된 우가지가 공존함으로써 보는 이의 흥

미를 더욱 불러일으켜 새로운 미적 쾌감이나 호기,

심 충격을 극대화 한다 특히 부분의 왜곡은 디자, .

인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정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 어깨 그리고 허리 등에 효과적으로,

나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면으로 보아서는 누구.

나 보아왔던 실루엣의 드레스이지만 등으로 돌아서

면 마치 녹거나 늘어져 변형되어진 형태들이 구성되

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인체 모습보다는 꿈속에서 나

타날 법한 충격적인 모습이다 어깨의 도(Figure 18).

드라지는 과장이 보여주는 부분적인 왜곡은 기이함,

낯설음과 함께 상황의 반전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옷의 전형적인 실루엣이 아닌 과하게 어.

깨 부분을 부풀림으로써 중성적 인체를 연상시키는

반전을 가져오고 있다(Figure 19).

어깨에서 시작하여 엉덩이 부분까지 의복과는 다

른 이질적인 소재로 입체 기둥을 만들어 붙여 인체

를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체가 분리되어 공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몸의.

일부가 사라져 불완전한 형상은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이며 자유로운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Figure 20).

마르지엘라의 상의와 하의는 기이한 형태로 어우러

져 있다 평범한 터틀넥 상의에 원통형의 치마를 입.

고 있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반전을 가져온다 마치.

신체의 크기가 다른 두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시각

적 효과를 만든다(Figure 21).

전체가 아닌 부분의 신체왜곡 패션은 각각의 신체

적 조건이나 형태에 따라 확장 또는 이질적인 요소

를 낯선 방법으로 대입시켜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다 이는 긴장감을 주는데 어떤 불완전. ,

한 상태에서 완성된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긴장감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전체왜곡보다 부분의 왜곡이 양.

적으로는 적지만 긴장감으로 유도된 강조된 형태가

부각되어 강조된다.

신체의 입체조형으로의 전이성(3)

초현실주의자들은 무의식 꿈 환상 등의 비합리, ,

적인 세계를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과감히 해방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로써 이질적 요소의 조합이라는, ‘ ’

근본이념을 창안하게 된다 이질적인 요소의 조합을.

실현하였다 사물의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나 배경. ,

분위기에서 이탈되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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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변화된 사물이 된다 이질적인 요소.

와 관련하여 복식의 적용에 있어 입체도형의 도입은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인체는 변형된 입체도형의 조.

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 부분을 본래의 입체도형,

으로 대입시키거나 변화시켜 만들어 새로운 것을 창

조한다.

입체조형이란 입체적인 조형 예술로서 돌 나무 금, ,

속 찰흙 합성수지 유리 재활용품 등 다양한 물체, , , ,

를 표현매체로 하여 차원적인 공간 형성을 바탕으3

로 미술형태를 이룬 것이다 예술분야 전반에 입체.

조형의 특성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인체는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조형들로 구성되어진다.

Figure 22.

David Koma 2011 F/W

- Pattern 100 Fashion
Designers 10 curators,

p.201

Figure 23.

Jean-Charles De

Castelbajac 2008 S/S

- Memphis design
utilizing modern fashion

design studies, p.57

Figure 24.

Junya Watanabe 2009

Fall

- www.style.com

Figure 25.

Maison Martin Margiela

2009 Spring

- www.style.com

Figure 18. Hussein

Chalayan 2009 S/S

- www.style.com

Figure 19. Marc

Jacobs 2009 Fall

- www.style.com

Figure 20. Victor& Rolf

2010 Spring

- www.style.com

Figure 21. Maison Martin

Margiela 2010 Fall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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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둥 형태의 드레스를 제작 하여 인체를 사실적

인 라인과 굴곡대신 하나의 큰 원기둥으로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허리와 가슴의 형태를 생략하여 제작하.

였다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타이트한 실루엣.

을 가지지만 의복 내부의 지그재그의 기하학적 모티

브들이 차원적으로 시각적 자극을 주는데 어깨 부2

분에 이르러 차원적인 입체조형으로 탈형된다3

또는 육면체의 작은 도형이 의복의 구(Figure 22).

성요소가 된다 각기 다르게 적용된 색감과 더불어.

의복이라기보다는 건물을 연상케 하는 효과를 보인

다 직사각형의 여러 조각을 어깨에 붙여(Figure 23).

주어 장식하기도 하고 신체의 옆 부분을 큰 사각형,

의 도형을 대입해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였다 얼굴.

은 가려져 인체를 원반 형태로 간소화시킨다 군더.

더기 없는 미니멀한 원을 그리며 인체를 왜곡한다

(Figure 25).

목둘레에는 둥근 원을 만들고 허리 부분과 다리,

부분은 월뿔 형태로 표현한다 광택이 나는 소재는.

입체감을 은근히 강조하며 발부터 머리까지 어우러

진 입체도형의 조합으로 낯선 조형미를 만들어내고

있다(Figure24).

인체는 기본적으로 입체도형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과장된 모습으로 인체를 왜곡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입체도형이 인체위에 놓일 수 있는 디자인의

고안은 새로운 조형미를 만든다 착용자의 신체 사.

이즈나 형태 등 신체의 특징을 무시한 채 의복 자체

의 조형미만을 강조 하게 되는데 이로써 의복형태,

가 탈의와 착의에 의해 형태가 거의 변화되지 않는

다 인체의 착용이라는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

정된 형태로 지속된다 때로는 의복이신체이라는 제.

한된 공간을 초월하여 주변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방

식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사이즈와 불일치하며 전통

적인 의복의 기능과 형태를 전복시킨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시각체계와 원근법에 의한 합리적인 사

물의 형태에서 벗어난 신체왜곡 패션디자인을 시대

별 미적규범에 따라 고찰해보았다 초현실주의가 출.

현한 세기 이후는 절대미를 부정하며 출현 이전의20

왜곡과는 상이하게 전개된다 원시시대의 조각 등에.

서 보이는 왜곡의 성격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보다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염원을

담은 주술적인 것이었다 이후 중세 르네상스를 거. ,

쳐 세기 이전의 복식은 계급의 과시나 부의 과시20

를 위한 목적과 인체가 본래 갖는 아름다운 굴곡을

강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리는 가늘게 가.

슴과 엉덩이는 입체적으로 더욱 크게 부풀린다 부.

분적으로 어깨의 과장을 통해 허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극대하기도 한다 인체의 형태.

를 과도하게 벗어난 형태의 왜곡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성과 합리주의에20

대한 회의와 무의식 비현실적인 신비하고 낯선 세,

계로의 인간을 해방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융합시,

키는 초현실주의의 출현으로 문학 예술 철학 등에, ,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대신 다양성과 상대성을

추구하게 된다 기존 가치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배.

문화에 의해 소외 되었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한다.

초현실주의 회화는 자동기술법의 영향으로 형상이

해체된다 사물이 가지는 물리적인 형태는 작가의.

무의식적 상상력으로 파괴된다 둘째는 비이성적인.

구성이다 꿈속에서 볼법한 낯설고 엉뚱한 사물들이.

관계를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셋째로는 환상적 환. ,

영적 공간구성이다 눈속임인 트롱푀이유 기법이. ' '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찰자의 시각에 혼란을 준다.

보이는 것이 실재가 아니며 환영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초현실주의의 출현은 신체왜곡 패션에.

변화를 주는 전환점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초현실주.

의 이전의 의복은 대부분 인체의 실루엣 강조를 위

한 왜곡이 대부분이었다면 이후의 왜곡 양상은 예,

기치 못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비정형화되고.

형식과 질서가 파괴되는데 이는 곧 질서의 부재가,

질서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 한 상황으로 전도된다.

세기 이후 출현한 초현실주의는 불가사의한 것20 ,

비합리적인 것 우연한 것 등의 낯선 조화로움을 특,

징으로 한다 신체가 가지는 본래의 구조와 미를 변.

형하거나 파괴한다 이로써 야기되는 불균형 부조. ,

화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며 의복의 구성요소나 구,

성방식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변형하는 왜곡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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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균형 안정 조화의 방식을 탈피한다 초현실주, , .

의적인 신체왜곡 패션은 인간 무의식에 내재된 비현

실적인 상상력으로 낯설고 소외되었던 조형성을 폭

넓게 수용하며 다양하게 전개된다 현실과 외부세계.

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초현실주의적 신체왜곡패

션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합리적인 의복 질서를 창출한다 옷이 우, .

리 신체위에 입혀지는 것이 아닌 옷이 독립적인 주

체가 된다 주객이 교체된다 신체를 보호하거나 신. . ,

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인체를 고려한 의복의 모습

은 오히려 지루함으로 보인다 인체를 고려하지 않.

은 의복은 인체 우선형의 복식에서 의복 우선형으로

전복된다 차원의 구조를 가진 인체를 차원으로. 3 2

보이게 하는 시각적 왜곡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들

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트롱푀이'

유 기법과도 흡사하다 의복 구조와 질서의 파괴는' .

또 다른 질서를 창출한다.

둘째 신체의 부분적 왜곡을 통한 반전성이다 전, .

체를 왜곡하는 방법 외에 부분적인 왜곡을 통한 반

전이다 아주 작은 부분의 반전은 극적이다 그러기. .

에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부.

분적인 것이 전체의 디자인에 중심이 되며 강조되는

왜곡의 범위는 물리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왜곡의

시각적 자극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입체조형의 단순화된 형태로 인체가 전치된,

왜곡이다 인체의 기초적인 형태는 많은 입체조형.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입체 조형.

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조형적으로 합리적이고 타

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어깨나 가슴은 육.

각형 몸통은 원의 형태를 적용하기도 한다 인체의, .

작은 공간은 입체조형의 대입을 통해 외부로 확장되

기도 한다 이로써 단순한 입체조형의 형태로 왜곡.

된 인체는 본래의 공간에서 확장되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로 순수한 정신세계의 무궁한 상상력

을 바탕으로 한 초현실주의적 신체 왜곡패션은 비정

형화된 비이성적인 왜곡 형태를 보인다 가시적으, .

로 존재하지 않는 작가의 내면의식을 물질화 하여

표현하는데 전치 또는 치환을 통하여 왜곡된 조형,

언어로 구체화 한다 오토마티즘 기법도 이에 해당. ‘ ’

한다 관습적인 미적규범을 넘어선 미학체계를 통해.

전통적인 이미지와 개념을 전복시킨다 패션에서는.

신체가 본래 가지는 공간이 의복구조의 변형을 통해

확장된다 또한 신체비례의 재구성은 신체의 엉덩이. ,

어깨 가슴 등의 형태가 비례적으로 변형되어 왜곡,

되기도 한다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통한 초현실주의.

적 신체왜곡 패션은 기이한 상상력으로 형상의 해

체 기이한 것들을 조합한다 이와 같은 왜곡된 신, .

체를 통한 조형언어는 현재 디자이너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는 요소로서 이를 초현실주의적 신체, ‘

왜곡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심미안을 제안하’

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시대적 변화와 함께,

연구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초현실주의가 신

체왜곡패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신체왜곡을 이에 한정짓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예술사조의 고찰로.

확장시켜 신체왜곡 패션을 추가적으로 고찰한다면

연구의 깊이와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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