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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root of cultural and artistic diversity of modern society goes hand in hand with the ap-
pearance of new art concepts that started during the social and cultural turmoil. These concepts 
crossed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and universal aesthetic concepts and value criteria. Since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cultural flow of its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and applications of conceptual art, which be-
came one of the big frameworks of contemporary art on fashion. The study thus sets out to de-
velop and analyze the collections of Hussein Chalayan and Martin Margiela, who were fashion 
designers that pursued conceptual and ideal valu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ceptual art. The 
goal was to examine the conceptual thoughts they sought after, and to understand their ex-
pressive determinations that they pursued conceptually as well as the superficial formativeness of 
their works.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expressive methods and conceptual intentions of 
conceptual art that specified concepts and ideas were as follows: readymade symbolized objects, 
expanded intervention, data form from process of changing and implementation, and language as 
visual metaphors. Then those characteristics of conceptual art were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collections of Chalayan and Margiela. As a result, both designers applied and mixed many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ve methods of conceptual art. In modern society, art and fashion 
share a cultural identit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time. They are 
not separate genres. Just like the unique flow of modern society that creates new concepts 
through mixture and infusion of different disciplines, fashion is included in the domain of art. In 
addition, understanding and studying other disciplines can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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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다양성은 서로 다

른 여러 국가 또는 사회 문화영역들이 합쳐지고 재

생산 되면서 더욱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인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침으로

써 현대미술의 개념적 미학의 바탕이 되는 사고의

뿌리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문화적

격변시기에 등장한 개념미술은 전통적인 사회․문

화․예술적 가치와 관점을 뛰어넘는 변화에 대한 욕

구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현대미술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마도 그러한 욕구

가 진행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미적 개념과 가치 기준을 넘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

로서 개념미술은 작가의 관념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다중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서 예술 대상의

고정 관념과 형태에 대한 재현의 미적 본질을 거부

하며 예술의 경계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1)

지금까지 개념미술과 관련된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대부분이 매체의 활용과 공공미술로서의 특성에서

접근한 시각디자인에 대한 이연희2), 이동영3)의 연구

와 심현지4), 송민자5)의 연구 등이 공간 디자인의 개

념 미술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 졌을 뿐

패션 분야에 적용된 연구는 컨셉추얼 패션에 관한

권자영6)의 연구 외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개

념미술의 영역에서 패션을 이해하고, 개념미술의 표

현방식이 패션의 대중적인 보편성이나 유용성의 한

계를 벗어나 패션과 보다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가치

를 추구하는 실험적인 컬렉션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식의 기본개념을 탈피하여 복식에 다

양한 해석을 부여하고 실험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방

식의 대표적 패션 디자이너인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과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작품들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관념적 사고들을 고

찰함으로써 패션에 있어서 개념미술적인 조형성뿐만

아니라 개념적 표현 의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이론적 고찰을

위해 개념미술에 해당하는 각종 문헌이나 학위 논문,

국내외 미술과 패션 관련 단행본 등을 살펴보고 두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보여진 작품들을 수록한 화

보집, 인터넷 패션 정보 사이트, 디자이너의 홈페이

지 등에서 사진 자료와 기사를 추출하였다. 두 디자

이너의 패션 디자인 사례분석자료는 선정과정에서

자료가 풍부한 컬렉션과 주로 비평가들과 언론인들

의 평론을 기준으로 삼아 미디어에 많이 부각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자료가 충분한 컬렉션들을 발

췌하여 분석하였다.

후세인 샬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에 내재

된 개념과 예술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그들의 창의

성은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일률적으로 흐르는 현대

패션업계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현대 패션의 발전 방향과 현대미술이 패

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늠해 보는데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미술의 정의와 표현형식
개념미술은 20세기의 모더니즘의 영향과 반영을

통해 아방가르드의 한 형태로 언급되었고 미니멀리

즘인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진행을 뜻한다. 개념

미술은 1960년대 중 후반부터 70년대에 절정을 이루

며 영향력을 끼친 현대미술로 작가의 특별한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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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개념미술

형식(작품)

+

내용(개념)

형식(작품)

∧

내용(개념)

Tony Godfrey의 개념미술 표현형식

레디메이드

개입

자료형식

언어.

↓ ↓

시각화된 작품 시각화에 상관없이 작가의 개념에 작품이 종속

<표 1> 개념미술 표현형식

의해 창조된 예술가적 의식과 제작 형태를 버리고,

심미의 범주 밖의 것들과 완성된 작품 그 자체보다

는 작품 제작의 아이디어와 과정을 예술이라고 생각

하는 반 전통적인 미술 태도를 말한다.7) 개념미술의

뿌리는 다다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에서

찾을 수 있으며 뒤샹의 레디메이드 (ready-made)

이후 개념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발전된 것이다. 이러

한 다다와 레디메이드의 반 미학 사상은 미국을 중

심으로 전개된 서구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개념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제한되어 정의

되는 것을 거부했고 따라서 그들의 작품 또한 정해

진 명확한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미

술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일상적인 오브제, 사진,

지도, 비디오, 차트 그리고 특히 언어 그 자체를 이

용하는 등 여러 형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8) 이러한 점 때문에 미술 비평가인 토니 고드

프리(Tony Godfrey, 1998)9)는 개념미술이 매체나

양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미술과 구분

될 수 있는 개념미술 작품임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표현 형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하는 뒤샹의 ‘레디메이드’, 둘째, 이미지,

텍스트, 사물 등을 예기치 않은 문맥 속에 놓아 관심

을 끌어내는 ‘개입’, 셋째, 실제 작품과 개념, 과정, 행

동 등이 모든 증거와 기록,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으로 제시되는 ‘자료형식’, 넷째, 개념과 진술, 조사

등이 언어의 형식으로 직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언어’

가 그것이다.10) 다음의 <표 1>은 일반미술과 개념미

술의 차이 및 개념미술 표현형식을 나타낸 것이며,

그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레디메이드

개념미술에서 사용되는 매체는 크게 오브제와 비

물질화한 오브제로 나눌 수 있다. 개념미술에서의 오

브제는 의미를 갖는 개념화의 과정을 강조하여 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 비디오, 기

록 등 여러 다른 시각적 매체들을 수반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시청각적 경험의 확장을 추

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

을 도입한 개념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개념의 형

태로 변화하여 예술 작품이 되었다.

(2) 개입

개념미술에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의 확장으로 특

수한 장소와 상황 개입 그리고 환경을 미술의 요소로

수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개념의 설치를 통해 관람자

에게 수동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닌 능동적인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단순한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작업

뿐 만이 아닌 큰 의미의 설치작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 이는 전시장을 벗어난 공간, 풍경과 비 풍경의 결

합, 특수한 장소, 건축적 측면을 새로운 가능성의 방

향으로 이용한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3) 자료형식

아이디어 중심의 표현 방식은 이미지를 가진 물질

적 형태로부터 벗어나 지적이고 관념적인 작업에 몰

두하는 개념미술 작가들의 가장 중추적인 작업 방식

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미술을 창작하는 사고의 과정

이 완성된 작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 개

념미술은 아이디어를 가진 어떠한 행위나 생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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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작품 활동

이 전개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에 의미를

두어 물성이 변화하는 과정과 현상을 중요시 하는

프로세스 아트(Process Art), 실행하는 과정에 집중

하여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신의

몸을 제작의 도구로도 사용하는 퍼포먼스 등이 여기

에 속한다. 관람자와 작품의 수동적인 관계에서 탈피

한 작품 행위자의 즉흥적인 모습은 다양한 결과와

기대를 만들어내고, 관람자로 하여금 행위자의 작품

을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4) 언어

시각적 은유는 사물이나 언어를 통해 사회, 정치

적 이슈와 제도를 비판하는 미술가들의 개념을 우회

적으로 나타내거나 표출하는 표현 방법이다. 개념미

술은 언어 자체만으로 관람자에게 재현된 미술의 대

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언어를

통해 개념과 관련된 사물의 부재를 나타내고 사물

자체 그대로의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관념을 전달하는 경향을 말한다.

Ⅲ. 패션에 나타난 개념적 표현 특성
1. 패션을 개념적 매체로 사용한 디자이너
20세기 후반 패션영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

체주의적 사유를 배경으로 과거의 모든 양식과 디자

인에 대한 회의와 단절은 의상의 권위와 기능에 대

한 거부인 안티 패션 운동을 비롯하여 신체의 기본

구조와 비례를 무시한 평면적 의상의 등장 및 신체

의 왜곡, 과장, 축소, 변형 등의 형태를 강조하는 의

상을 등장 시켰는데12)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가

후세인 샬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두 디자이너를 선정한 이유는 다

른 디자이너들에 비해 실험적이고 관념적인 표현 의

지를 담고 있는 많은 작품과 컬렉션을 발표했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여러 선행 연구들과 미디

어들의 평론을 통해 많이 다루어졌기에 객관성을 가

진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형태의 의복 내 구조의 개념을

벗어나 기존 패턴이나 봉제의 방식을 깨고 해체하여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패션 자체를 예술적 매개

체로 삼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철학적 존재와

창조적인 결과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

적으로 생각하는 의복에 대한 미의 기준을 깨뜨렸다

는 점에서 개념미술의 출발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고 할 수 있다.

(1) 후세인 샬라얀 (Hussein Chalayan)

후세인 샬라얀은 터키 태생으로 개념적 창작활동

을 하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그는 예술가, 영화 제작

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념적 이미지,

건축물,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등과 같이 어울리지 않

을 것 같은 각 매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기대하지

않은 결합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패션과의 조화를 추

구하고 있다. 그는 패션 디자인을 관념적으로 접근하

고 있으며 타 분야의 영역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디

자인을 통해 새로운 실루엣과 인체 미를 창조해내고

있다.13) 또한 그는 개념미술과 패션의 경계를 연구하

고 그 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는 극단적인 ‘실험성’을

입증하고 있다.14)

(2) 마틴 마르지엘라 (Martin Margiela)

마틴 마르지엘라는 벨기에 태생으로 의복을 인체

에 설치되는 건축물로서 접근하고 있다. 그가 만드는

옷은 트렌드를 만들고 상업적으로 인지되는 패션계

에서 독특하게 자신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패션 미

학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한 파괴, 해체 등 패션

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독창적인 양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의 실루엣은 특별한 조형 감각의 표현

과 착장 방법에 있어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며,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15)

2. 후세인 샬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개념미술적 표현 특성

토니 고드프리의 개념미술의 4가지 표현형식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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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ussein

Chalayan, 1994F/W

- http://www.husse

inchalayan.com

<그림 2> Hussein Chalayan, 1998 S/S

- Hussein Chalayan,

p. 200.

<그림 3> Hussein Chalayan, 1998 S/S

- Hussein Chalayan,

p. 200.

<그림 4>

Martin Margiela, 1990 F/W

- Masion Martin Margiela,

p. 328.

<그림 5>

Martin Margiela, 2001 S/S

–http://www.husseinchalay

an.com

<그림 6>

Martin Margiela,

2006 S/S

- Masion Martin

Margiela,

p. 261.

<그림 7>

Martin Margiela,

2006 S/S

–http://www.husseinchalay

an.com

디자이너의 패션컬렉션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각각

의 표현형식 속에서 패션작품을 구성하는 개념과 아

이디어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표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레디메이드

패션에 나타난 개념적 표현특성에서 ‘레디메이드’

는 개념을 중요시하여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이나 의

복과는 관계없는 다른 영역의 개체를 도입함으로써

패션 아이템에 얽매이지 않는 고유의 본질을 초월한

형상화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옷의 형태를 떠나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후세인 샬라얀의 1994년 F/W 컬렉션에서는 타이

백(Tyvek) 소재가 보여 지는데 <그림 1>16) 이 소재

는 듀폰사의 대표적 섬유인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합

성섬유로 매우 질기고 찢기 힘들며 수증기는 통과하

지만 물은 흡수하지 않는 소재이다. 이 ‘Airmail

Clothing’은 그가 유년시절 사용하던 에어그램을 참

조하였고 옷을 제작하는데 있어 진짜 종이의 사용과

파괴할 수 없는 것을 원했다.17) 샬라얀은 개념미술의

레디메이드처럼 산업적 생산물 등과 같은 오브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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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ussein Chalayan,

1998 S/S

–http://www.husseinc

halayan.com

<그림 9>

Hussein Chalayan,

1998 S/S

–http://www.husseinc

halayan.com

<그림 10>

Hussein Chalayan,

1999 S/S

–http://www.husseinc

halayan.com

활용하여 이질적인 재료를 의복에 재현함으로써 재

료의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혼합함으로써 조화보다는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림 2>18)는 그의 패션쇼의 마지막 피날레로 모

델들이 색이 입혀진 사각형태의 블록을 들고 있는데

이는 패션쇼에서 상영되는 픽셀화된 풍경<그림 3>19)

의 이미지와 같은 색으로, 실생활의 모든 사물을 구

성하는 기본은 똑같다 라는 의미를 상징화한 작품이

다.20) 이처럼 샬라얀은 패션의 속성에 맞지 않는 소

품들을 이용하여 상징적 표시나 이미지를 간접적으

로 표현하면서 시각적인 풍부함과 함께 인간의 내면

적인 상상을 표현해내고 있다. 또한 후세인 샬라얀은

소재의 사용에 있어 전기, 전자 공학을 이용한 테크

놀로지 기법을 활용하여 패션의 기능적인 영역의 확

장을 시도하여 재료의 테크놀로지화를 지향하였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여러 시즌의 컬렉션에서 주로

다양하고 특이한 소재영역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

예로 1990년 F/W의 깨진 접시<그림 4>21), 2001년

S/S의 초 현실주의의 트롱프뢰유22)의 눈속임 기법처

럼 상의에 장갑 패턴을 붙이거나<그림 5>23), 2006년

S/S에 전시했던 카드로 만든 조끼<그림 6>24), 2006

년 S/S의 생화<그림 7>25) 등 다양한 재료의 패치워

크, 및 코팅 소재 등을 혼합하여 보여주었다. 마틴

마르지엘라 작품은 산업 사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

여 구체화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고26) 또한

여러 개의 의복을 조합하거나 분해하는 등 고정관념

에서 탈피하는 창조적인 소재 활용의 범위를 넓혔

다.27)

(2) 개입

패션에서의 ‘개입’은 이전까지 행하여졌던 패션쇼

의 형식이나 장소를 벗어나 패션과 환경과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 특정한 상황과 장소를 택하고 공간

지각의 느낌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2차원, 3차원의

공간적 특이성을 뛰어넘어 인체의 공간을 초월한 공

간 개념을 보여주고 의복의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더

욱 과장되기도 하고 의복, 신체와 환경적 부분에서의

관계를 확대 시켰다.

확장된 공간 개념의 예로 후세인 샬라얀 컬렉션은

의복이 신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

해 소매길이를 정상적인 길이보다 훨씬 길게 만들어

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신체는 옷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각각의 물체가 되는 것

을 의미한다<그림 8>28). <그림 9>29)는 모델의 신체

모습을 왜곡하여 공간성을 가진 원뿔 형의 기괴한

헤드 드레스를 표현하였다. 터키 태생의 샬라얀은 서

양과 동양의 접점 지역인 사이프러스에서의 유소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이주와 여행의 테마를 소재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림 10>30)은 비행기 의자와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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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artin Margiela,

1992 S/S

- Masion Martin Margiela,

p. 76.

<그림 12>

Martin Margiela,

1992 S/S

- Masion Martin Margiela,

p. 77.

<그림 13>

Martin Margiela,

1995 F/W

- Masion Martin

Margiela,

p. 189.

<그림 14>

Martin Margiela,

1995F/W

- Masion Martin

Margiela,

p. 189.

통합된 형태로 인체 공학적 머리 받침대와 같은 형

태의 칼라를 의복에 표현하여 이주와 여행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입는 옷의 개념을 벗어난 공간의 개념

이 강조된 컬렉션이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1992년 S/S 컬렉션은 1939년

이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생 마틴 (Saint Martin)’

전철역에서 1,600개의 촛불을 켜고 진행한 패션쇼이

다.31)

<그림 11>32), <그림 12>33). 1995년 F/W 컬렉션

또한 기존 패션쇼가 열리는 장소를 탈피하여 이전까

지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적 경험을 서커스 공연장을

개조한 무대를 통해 보여주었다<그림 13>34), <그림

25>35). 이렇게 특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패션쇼는

전통적인 방식의 쇼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3) 자료형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호 소통을 이루고

나아가 행위예술,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 사운드,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실험적인 경향들이 실생활에

서 통합되는 삶의 예술을 지향하는 개념미술의 표현

방법들은 대중의 참여를 원했고 관람자가 주체로 등

장하며 관람객이 완성하는 미술로서 보여지는 결과

물이 아닌 행위와 과정의 의미를 확대시킨 것이다.

후세인 샬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는 컬렉션에 항

상 관념적 사고를 내포한 일정한 주제 하에 의복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형성을 창조하여 쇼를 관람하는

사람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개

념미술이 미술과 관람자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자 한

것처럼 이들의 패션도 관람자와의 소통에 큰 가치를

부여하였다.

의복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디자이너의 사고 자

체와 그것을 실현하는 작업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

짐으로 의복이 단순히 감상적인 시각물의 형태가 아

닌 관람자의 존재와 경험이 의복을 인식하는 구체적

인 변화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패션은 시간

과 공간이 혼합된 퍼포먼스 적 표현 양식으로 미완

성의 의복이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의복이 시간과 외

부의 영향에 따라 소멸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

는 것을 말한다.36)

따라서 이들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자료형식’은 의

복의 생성과정과 형태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관념

을 드러내는 행위를 실행의 과정으로 보는 표현 방법

으로 개념미술의 주체적인 사고를 차용하고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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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usseinChalayan,

1994 F/W

–http://www.husseinch

alayan.com

<그림 16>

HusseinChalayan,

1999 S/S

–http://www.husseinch

alayan.com

<그림 17>

Hussein Chalayan,

2007 F/W

- Hussein Chalayan,

p. 144.

<그림 18>

Martin Margiela,

1997

- Masion Martin Margiela,

p. 152,

<그림 19>

Martin Margiela,

1997

- Masion Martin Margiela,

p. 152,

<그림 20>

Martin Margiela,

2006 S/S

–http://www.hussei

nchalayan.com

식이다. 이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 형태의 반복적인

표현, 조작한 변화의 상황에 의복을 노출하고 또한

기술을 접목 시켜 공간 내에서 변해가는 진행효과를

보여주어 관념적인 생각이 의복의 조형성과 함께 드

러나는 퍼포먼스적 패션쇼의 형태로 나타난다.

후세인 샬라얀의 1994년 F/W 첫 번째 컬렉션에

선보인 1993년도 졸업 작품<그림 15>37) ‘buried dress’

는 옷이 부패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재킷에 철 가

루를 뿌려 6주 동안 땅에 묻은 후 꺼내었고 이후 공

기 중에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38) 샬

라얀의 작업 방법은 개념미술에서 언급한 아이디어

의 과정과 원인에 전념하므로 이 ‘buried dress’는 자

연의 현상에 의한 시간의 흐름과 외부의 영향에 의

해 변질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프로세스가 패션

디자인의 표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첫 작품

이다. <그림 16>39)은 ‘Motorized Airplane Dress’로 이

륙전의 비행기 날개처럼 덮개를 달아 리모트 컨트롤

로 작동하는 비행기 날개의 모습을 의복에 적용하였다.

<그림 17>40)의 모자 디자인은 첨단 기어가 장착되

어 머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형태의 구조로 디자인

되었는데 빛을 내는 스트라이프 드레스와 광택이 있

는 고무소재의 레깅스와 함께 자연과 어울리거나 도

전하는 자세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컬렉션은

형태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일본 사무라이의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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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ussein Chalayan,

1998 S/S

–http://www.hussein

chalayan.com

<그림 22>

Hussein Chalayan,

1998 S/S

–http://www.husseinchalayan.com

<그림 23>

Hussein Chalayan,

1998 S/S

–http://www.hussein

chalayan.com

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41)

마틴 마르지엘라 또한 옷에 담은 예술적 의지를

전시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9년

S/S부터 1998년 F/W까지의 컬렉션 작품을 실외에

전시한 1997년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전시로<그

림 18>42), <그림 19>43), 박테리아, 이스트, 곰팡이를

배양하여 옷의 색과 재질의 변화를 시도하여 예술과

패션, 자연현상의 결합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시가

시작된 당시의 곰팡이 상태와 두 달 동안 외부의 영

향을 받은 옷의 원단의 외형과 색상의 변화과정을

보는 것이었다. 이 전시는 부패한 옷이 만들어 낸 곰

팡이는 분해되며 낭비되는 것을 말하며 그의 작품에

서 해체하고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개념 역시 이런

외관의 변질적 표현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0>44)은 2006년 S/S 컬렉션으로 색이 들어간

아이스 큐브를 이용하여 아이스가 녹으면서 번지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우연의 효과를 실현하였는데 여

기에서 보여지는 ‘Dissolving’ 개념45)은 진행 중인 상

태의 효과이며 우연에 의한 프린트 효과인 것이다.

아이스 큐브로 만들어진 목걸이와 팔찌 등이 녹으면

서 만들어지는 얼룩이 옷에 번짐 현상으로 나타나

얼음 장식이 체온에 의해 녹아 흘러 내리면서 흰 옷

을 물들이고 아이스 큐브의 액세서리는 녹아 소멸되

어 그 흔적만이 남게 된다.

개념미술은 작가의 관념을 나타내는 제작의 과정

이 예술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된다는 점

에서 후세인 샬라얀은 그의 작품을 통해 관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시대 상황에 적절한 소재, 표현 형

식과 상황으로 의상을 대중적 전달체로 잘 활용한

작가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패션에 사회적ㆍ정치적ㆍ

문화적 측면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마

틴 마르지엘라도 개념적인 관점에서 전시와 패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 오래되고 버려진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하여 자신의 창조

적 영감을 실현하였다.

(4) 언어

‘언어’는 패션 디자이너가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

는 다방면의 이슈들을 언어나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여 개념적 요소로 형상화 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개념미술이 은유적 표현방법으로

사회, 정치적 측면을 인용, 모방, 풍자와 역설적 표현

등으로 나타내었다면 개념적 패션에서는 옷을 의도

적으로 변형시키고 상반된 이미지의 표출 등을 시각

화하여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사고를 은유적 형상으

로 표현하였다.

후세인 샬라얀의 <그림 21>46)은 다른 사람의 시선

을 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에그 형태의 캡슐로 개

인의 존재를 감추고 외부의 응시를 피하며 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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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Hussein Chalayan, 2000 S/S

- Hussein Chalayan, pp. 97-98.

<그림 25>

Hussein Chalayan, 2001 S/S

- Hussein Chalayan, p. 73.

<그림 26>

Martin Margiela,

1989 S/S

- Masion Martin

Margiela, p. 99.

<그림 27> Martin

Margiela, 1990 S/S

- Masion Martin

Margiela, p. 229.

<그림 28>

Martin Margiela,

1998F/W

- Masion Martin

Margiela, p. 214.

<그림 29>

Martin Margiela,

2002 F/W

–http://www.husseinch

alayan.com

감추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22>47)는

샬라얀 고유의 다문화적 코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다. 모델들이 맨 몸에 차도르를 쓰고 나오는 장면은

이슬람의 복장이 여성을 구속한다는 개념으로 종교

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란 개념을 인체와 함께 구

성하여 의복이란 오브제로 구성하였다.48)

언어의 한계로 인한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

력한 샬라얀은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형이상학적 보편적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시도를 하

였다.49) 비트겐 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

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샬라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복을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의 의복으

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의복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이 컬렉션에서 표현된 거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그림 23>.50)

후세인 샬라얀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였던 자연의

힘에 대한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자연에서 볼 수 있

는 특별한 현상을 의복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는 테

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자연의 힘과 시 공간을 초월하

는 의복을 제시하였다<그림 24>.51) <그림 25>52)는

해머로 옷을 부수면서 모델들이 거의 나체의 모습으

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원래 처음엔 아무것

도 입지 않은 무의 형태였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덧

없고 허무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옷이란 유

행과 관련 있고 일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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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서의 개념미술적 표현형식 패션에서의 개념미술적 표현내용

레디메이드
- 다양한 일상의 재료를 소재화

- 의외의 창의적 재료를 소재화

개입
- 공간으로서의 몸 개념의 확장

- 전시 장소로서의 공간의 확장

자료형식
- 시간추이에 따른 변화로서의 의복

- 작동과 조작에 따른 변화로서의 의복

언어 - 시대관념 비판의 시각적 은유화

<표 2> 패션에서의 개념미술적 표현형식 및 표현내용

현한 해체적 디자인이다.53)

마르지엘라의 1989년 S/S 첫 번째 여성복 컬렉션

에서는 맨발에 그라피티(graffiti)로 그림을 그려 넣

은 듯한 독특한 일본 전통 버선모양인 타비 신발을

선보였다<그림 26>54). 이처럼 마르지엘라의 작품 속

에는 여러 가지 시각적 형태의 언어나 상징적인 부

호들이 보인다. 또한 <그림 27>55)은 토르소 마네킹

뒤로 과장되게 거대한 크기의 티셔츠를 신체 크기와

상관없이 대조적 병치의 방법으로 전시하여 인간이

가지는 이상적인 몸매나 의복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

고 하였다.56) <그림 28>57)은 생명이 없는 마네킹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생명력이 없

어지는 인간의 자아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다’.58) 마

르지엘라의 컬렉션에 등장하는 흰색가운을 입은 남

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개인을 감추고 브랜드만을 드

러낸 모습으로 하얗게 칠한 핸드백을 유리상자 안에

담아 등장하였는데 이는 패션이라는 개체를 실험적

형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그

림 29>59).

후세인 샬라얀과 마틴 마르지엘라 패션에서의 개

념미술적 표현형식과 그에 따른 표현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두 디자이너의 작품들은 옷에 있어 변형을 좀

더 과장되게 주거나 개성 있는 표현을 넣은 일반적

인 방식의 옷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을 통해

서 신체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한 옷을 매개체로

관념적인 해석을 정신적인 영역으로 표현한다. 이처

럼 신체의 독자성에 대한 개념론이 옷의 제작에 있

어 반영되어 인체는 그들의 예술 의지에 있어 하나

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체를 재해

석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고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미술의 표현 형식을 패션 디자이너 후세인 샬라

얀과 마틴 마르지엘라의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

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패션에서 ‘레디메이드’는 제한을 두지 않는 의복

소재의 사용을 말하며 해체하고 다시 재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재사용과 상징적 의미로의 확

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공간적 개념에서의 ‘개입’은

의복 내에서 옷이 신체와의 연관성을 넘어선 구조적

공간의 확대로 해석되며 외적 요인의 공간개념은 패

션쇼의 표현 형식이나 일상적인 장소나 특별한 장소

또는 공간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서 보여주기

만 하는 패션쇼가 아닌 관람자가 상호소통 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자료형식’은 의복을 구성하

는데 있어 관념적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표

현에 있어서 다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언어’

는 컬렉션 발표라는 공개된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의 메시지나 디자이너가 의도하

는 개념을 옷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여 은유적

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두 디자이너는 복식이 기능성, 실

용성과 조형미로만 평가되던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

하여 패션 디자이너의 감성과 개념, 거기에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중요시하는 관념적인 사고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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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추구하면서, 예술과의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이

고 실험적인 시도로 패션이 갖는 표현의 범주를 확

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념미술의 표현형식 안에서 패션작품을 구성하는

개념과 아이디어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표현내용은

인체를 전제로 하는 패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념미

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 외의 제품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등으로 분석

영역을 확대하여 개념미술의 표현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영역들간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 분석해보고, 또

한 다양한 문화권의 개념미술적 패션컬렉션과 디자

이너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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