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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nti-form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signs of 
time', which illustrates the zeitgeist effects art and fashion, this study investigates both Anti-form 
movement in art of 1960s and 1970s and the fashion designs since 1970s when the signs of the 
influence of Anti-form in fashion began to appear. This was done by conducting literary survey 
as well as case analysis. Anti-form values the process and signs of time in that it visualizes the 
time and the process of making artworks. The emphasis on signs of time in Anti-form is ob-
served in postmodernism fashion. Visu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visualization of signs of 
wearing, and continuation of wearing experience are all influences of the Anti-form in fashion. 
Visu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exposes the techniques and the materials involved in gar-
ment construction such as linings, inside-out seams, interlinings, and unraveled hems, as well as 
the use of muslin, which is used in making garment prototypes. Signs of wearing is articulated in 
wrinkles caused by wearing, sings of alteration, reappeared designs of the past collections, reuse 
of vintage fabrics or garments, and the fabrics which assumes aged appearance. Continuous expe-
rience of a wearer is indicated in that the garment shape is not predetermined but changes con-
tinuously by the wearer's body shape and movement, which generates new and relative silhouettes 
continuously.

Key words: anti-form (안티포름), continuation of wearing experience (착용 경험의 지속성), 
signs of time (시간성), visualization of signs of wearing (착용 흔적의 가시화), 
visu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제작과정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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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치나 경제의 영역에서 계층 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

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며 각각

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

상을 발견할 수 있다.1) 특히 패션은 인간의 내적 미

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패션과 예술에는

동시대적 특성이 나타난다.

20세기 초부터 푸아레(Paul Poiret)를 비롯한 다수

의 디자이너들은 순수예술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는 대

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상업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역할도 하였다. 이후 디자이너들은 예술에

서 영감을 받아왔고, 예술가들은 디자이너와 창조적

인 협업을 추구해왔다. 예술가들은 복식이 몸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측면과 그 창조적인 표현에 매료되었

다. 달리(Salvador Dali)는 스키아파렐리(Elsa Schila-

parelli)의 1937년 컬렉션을 위해 스키아파렐리와 함

께 Shoe Hat을 디자인하였고, Organza Dress with

Painted Lobster (1937)와 Tear Dress (1938)의 디자

인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패션에서의 예술의 영향은

20세기 후반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안티 포름(Anti-

form)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안티포름은 1960년대 미니멀리즘 미술에 반기를

들고 미술이란 더 이상 완결된 오브제로 된 작품의

형태가 아니라 형태로 규정되기 전의 물질과 창작과

정 자체를 강조하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경험을 의

미한다고 주장하는 미술운동이다.

안티포름은 붓기, 흘리기, 자르기, 긁어내기, 굳히

기 등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이용하여 우

연성, 불확정성, 미술가의 행동 등을 강조하였다. 안

티포름은 미니멀리즘의 기념비적이고 규격적인 미학

을 해체하고 현대 추상 미술에 유기적이고 감각적인

충동을 회복시켰다.2) 안티포름 미술은 표현적이고,

순간적이며(ephemeral), 초월적인(transgressive) 특

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는 펠트라는

유연한 재료를 통해 우연성과 비결정성을 지닌 형태

를 연구함으로써 안티포름의 제작 방식을 제시하여

과정과 변화가능성, 그리고 관객의 경험과정을 이끌

어냈다.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역시 비조각적

인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과정과 시간성, 불안정성

을 보이는 반(反) 형태적 제작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모리스와 세라의 작품이론과 작품들은 1970년

대까지 이어져 온 포스트모더니즘을 향한 일관된 흐

름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그들이 재료의 성질을 그대

로 표현하는 기법을 통해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나타

내려고 했던 불확정성과 비결정성은 바로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확장되고 지속되는 개념

인 것이다.

동시대에 출현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속옷이

겉옷이 되고,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을 대신하고, 복식

에서의 적절성은 지위와 가치체계에 대한 거부로 대

체되는 등 시각적 역설에 의존한다.3) 개념의 발전과

연속성은 1960년대부터 개념적인 시각예술에서 중시

되었고, 이는 1980년대 특히 일본 패션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접근방법이 되었다.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은 쇠락의 미학의 확산을 일으켰고 복식이 아이디어

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고를 확장시켰다.

1970년대 후반의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인은 미

술에서의 포스트미니멀리즘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으로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벨기에 디자이너들

은 이러한 사고를 발전시켰다. 마르지엘라는 이미 그

생명을 다 한 중고 의류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여러 개의 장갑을 이어 상의를 만들고, 남성복 재킷

으로부터 여성복 재킷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전까지 시각예술에만 한정되는 주제였던 우울함(me-

lancholy)이나 쇠락(decay)이 패션에 반복하여 등장

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렇듯 개념적인 패션에서 과정, 변화, 경험 등 시

간적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비해, 패션에 나타난

안티포름의 영향이나 패션에 도입된 시간성의 개념

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 같은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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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였으나 주미영, 김영인4)의 연

구는 패션 트렌드의 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

으므로, 안티포름 예술 사조 및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예술에 나타나는 동시

대적 시대정신의 반영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안티포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간성을 중시하는 안티포름의

특성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를 중심으로 계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예술에 시

간성을 도입하여 변질과 쇠락을 가시화하는 전략이

패션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아가 점차 모호해져가는

패션과 미술의 경계에 대한 담론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티포름의 개념과 특성

을 시간성을 중심으로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이

론적 기반으로 하여 패션에 표현된 안티포름의 영향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와 실제 작품의 사례 분석연구를 병행하며,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시점은, 미술에서는 안티포름이 등장

하여 활발하게 추구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패션

에서는 안티포름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패션을 비즈니스로서보다는 창의적이고 미적인 형

태로 다루는 것이 중심이므로, 패션의 이윤 증대의

잠재성보다는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면적인 특징만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패션에 대

한 예술의 영향을 단정 짓는 것은 오류를 범할 우려

가 있으며, 패션을 유행하는 문화논리나 예술사조에

기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일면적인 분석으로 치

우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인 상황

과 본질적 개념을 탐구하고 고찰하여 이에 근거한

패션에 나타난 예술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그러나 예술과 패션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재평

가하지 않고는 패션이 예술인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술로서의 패션의 수용 문

제는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Ⅱ. 안티포름의 시간성
1. 안티포름의 등장
1960년대는 서구문명의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를

겪던 시기로, 이러한 위기는 전후 서구문명의 중심이

었던 미국의 정치․사회적인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

이었다. 반전시위와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진 미국에는 새로운 반문화적 흐름

이 등장하였다. 기존의 가치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가

치로 교체되었고 음악, 정치적 급진주의, 마약, 맥루

한(Marshall McLuhan)과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의 글에 기초한 반문화가 등장하였다.5) 즉, 1960년대

말에는 기존 가치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 급

진적인 반문화적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미술가들은 정치적 급진주의와 예술적 급진

주의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미

술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 그들은 이성 중심의 논리

를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 미술의 숭고함으로부터 벗

어나 자유롭고 새로운 미술을 재건설하려 했다. 미술

관과 후원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작되는 미술

오브제의 제도적 위계를 분해하고 완결된 형태의 미

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안티포름의 등

장에는 1960년대의 혁명적이고 반문화적 시대상황과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였다. 뮐러(Gregoire Muller)6)

는 안티포름은 미니멀 아트에 대한 직접적 안티테제

라기보다는 1960년대 중반 당시의 새로운 사회문화

적 흐름에 당면한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미술계에서는 196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 이후 미

국 미술의 새로운 동향으로 포스트미니멀리즘(Post-

minimalism)이 등장하여, 미니멀리즘을 계승했으나

그 미학과는 다른 확장된 개념을 도입한다. 이 경향

은 미술대상의 상품화에 대한 반발과 미니멀 아트의

제한된 재료의 종류와 엄격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

어났다. 포스트미니멀리즘은 미니멀리즘의 마지막 주

자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포

스트미니멀리즘은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 제작과정을 중시하는 움직임을 통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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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미니멀한 형태를 버리고,

가공하지 않은 재료들을 갤러리 여기저기에 흩어놓

아 형식주의에 반기를 든 ‘늘어놓기 작업’과 미술가

들이 화실과 미술관을 포기하고 야외에서 작업을 하

면서 특정 장소의 자연에 형태를 부과함으로써 미술

을 창조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어떤 작가들은

자신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로버트 모리스는 포스트미니멀리즘으로의 진행에

직접적인 동인 중 하나를 제공한 작가로서 1968년

‘안티포름(Anti-Form)’7)이라는 글을 발표해 프로세

스 아트(Process art)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는데,

그는 사물과 관람자 간의 현상학적인 신체적 경험을

조각의 본질로 정의하였다. 로버트 모리스는 오브제

유형의 미술에서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펠트, 발포 고무, 고무, 소금, 납, 흙과 같은 비정통적

인 재료의 직접적인 탐구를 주장했다. 그는 현상학적

신체경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유기체적인

형태의 펠트를 사용했다. 그에 의하면, 펠트는 장소

와 중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고정된 형태에

서 벗어나 시간성과 과정을 조각에 영입할 수 있게

한다. 안티포름 선언으로 간주되는 모리스의 글 ‘안

티포름'에서 그는 “미술에 있어서 과정의 시각화는

르네상스 시기의 미완성 작품들과 스케치 습작들 그

리고 19세기 로댕과 로소의 터치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들에서 나타났으나 추상표현주의에 이르러서 과

정 자체가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8)고 언급했다.

요컨대 안티포름은 1960년대 미술을 지배하던 미

니멀리즘에 직접적 반기를 든 것이다. 미리 계획된

사고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의 절대적 형태로 환원

하여 결국에는 즉물적 오브제만이 남게 한 미니멀리

즘이 추상표현주의 이후의 아방가르드 경향을 독점

하게 되자,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인식한 몇몇 미술가

들은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추구한 절대적 형태 또는 고

정된 이상적 형태란 존속될 수 없으며, 정적 형태 대

신 유동적인 물질 자체가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또한 이들은 미니멀리즘이 계획적인 사고에 따라

완결된 오브제를 중시하는 것에 반대하며 무엇인가

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였다. 그들은 완결

된 오브제라는 닫힌 결론을 지양하고 시간적인 변화

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과정 자체를 지향하였다. 로버

트 모리스는 “정적인 아이콘-오브제로 끝나는, 돌이

킬 수 없는 과정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없다."9)라고

주장했으며, 새로운 아방가디스트들에게 미술은 형태

나 오브제가 아닌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경험 자체를

의미했다.

안티포름의 특성들을 시간성과 물질성으로 명확하

게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성질은 공통된 특

징을 공유하나, 과정을 드러내거나 변경가능성을 암

시하는 시간성과 재료의 특성을 드러내는 물질성으

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는 안티포름의 시간성을 중심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시간성-시간과 과정 개념의 가시화
오브제로서의 미술개념을 타파하는 것은 미니멀리

즘 뿐 아니라 모더니즘 미술 전반에 대한 도전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모더니즘 미술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마르크시즘

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안티포름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시간적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간성이 결여되고 구조가 선명한 미니멀리즘과

반대되는 안티포름은 시간 개념의 추구에 대한 작가

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모리스를 비롯하여 요셉

보이스, 에바 헤세, 리처드 세라, 한스 하케, 데니스

오펜하임 등이 주요 작가들이다. 에바 헤세는 밧줄,

고무, 직물 등의 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생성과 변화를 겪는 부드러운 조각

을 만들었다. 헤세의 실, 라텍스, 유리섬유, 철망을

재료로 한 작품은 중력, 엔트로피(entropy), 퇴화 등

의 자연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10) 리처드 세라는

철판이 녹슬도록 산화처리를 하거나, 고무, 기름, 콘

플레이크, 라텍스, 왁스 등 유기적인 재료 또는 납과

같은 중간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미술에서 제외되었던 행동들이 미술 안으로 수용되

어 행위와 과정이 대두됨을 제시한다. 특히 유연성을

가진 납은 세라가 행위를 가하기 쉬운 재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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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bert Serra, Splashing, 1969

- Sculpture since 1945, p. 135.

Splashing(1969) <그림 1>11), Thirty-Five Feet of

Lead Rolled Up(1968), Tearing Lead from 1:00 to

1:47(1968), Casting(1969) 등이 그 예이다. 찢기 쉽

도록 부드럽고, 돌돌 말 정도로 유연하고, 주조하기

쉽도록 잘 녹는 납의 성질은 작가의 작업과정과 행

위를 작품의 중요 요소로 대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납덩이들을 감은 형태의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어지기도 하며 녹이 생기기 시작하

면서 시간에 따른 재료의 변화를 나타낸다.

로버트 모리스는 단일 형태 자체에서 절대적 의미

를 찾는 미니멀리즘과는 달리 관람자의 관찰 지점에

의해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모리스

는 게슈탈트(gestalt) 이론에 의한 단일 형태 자체는

즉각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경험은 공간, 빛, 관람자

에 의해 시간성을 동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12)

로버트 모리스는 공업용 펠트나 흙 등 과정을 드러

내는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의 제작으로부터 재료 그

자체의 제작으로 관심을 옮겼다. 모리스는 우연성과

비결정성을 도입하여 펠트라는 재료가 지닌 무게와

유연성, 중력의 효과, 변경가능성을 통해 미리 계획

되지 않은 형태를 얻었다. 이는 작가가 완성시킨 것

으로서의 작품의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

으로, 중요한 것은 완성된 결과보다는 행위와 재료

자체, 그리고 관람자가 과정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티포름의 미술경향을 이론화하여

안티포름의 선언자라고 불리는 모리스의 작품을 중

심으로 안티포름에 나타난 시간성의 개념을 고찰하

도록 하겠다.

경험의 지속성 또는 시간성은 모리스가 미니멀리

즘으로부터의 이탈을 위해 추구했던 바이다. 모리스

는 미니멀리즘이 중시하였던 즉시성을 지양하고 ‘확

장된 공간 경험의 행위적․일시적 특성’, ‘시간의 중

요성과 지각의 주관성에 대한 가정’을 역설했다. 그

는 공간 속의 형태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읽히기보

다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다르게 읽히기를 의도했

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작품에 대한 경험은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에서 확실히 드

러난다.13)

다시 말해 모리스는 작품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시간성을 추구했다. 과정 자체

가 단순한 개념만이 아닌 물질의 실제와 상황의 실

제에 의해 드러나기를 바랐던 모리스의 이러한 생각

은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 (1969) 프로젝

트에서 잘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는 비조각적 물질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3주 후에는 소멸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Continuous Project Altered Daily는

1969년 뉴욕의 레오 카스텔리 창고에서 있었던 전시

회이자 퍼포먼스 프로젝트로, 1969년 3월 1일부터 22

일까지 모리스는 두 곳의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가졌는데 77번가 갤러리에서 실 뭉

치와 펠트를 전시하는 동안 108번가에 있는 창고에

서 흙을 비롯한 재료들을 매일 변경시킨 과정을 공

개하였다. 무방향적인 작업의 진행은 완성된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료가 지닌 수많은 비결정적이고 임의적인 속성들

이 작용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성된 결

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행위와 재료 자체였던 것이

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제작과정의 개념은, 미술이

완성된 오브제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무한

한 가능성으로 개방되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마치 연극적인 이벤트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의 변경과정을 경

험한다. 모리스의 작품을 경험하는 관람자들은 이러

한 시간성을 인식하고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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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bert Morris,

Hanging Felt

- 20세기 시각예술, p. 329.

<그림 3> Robert Morris, Felt, 1967-68

- Art of the postmodern era, p. 26.

완성시키는 것이다.

모리스는 형태를 둘러싼, 또는 형태사이의 여백을

마치 관람자의 동세를 이끌듯 구성했음을 볼 수 있

는데 이러한 공간구성은 관람자로 하여금 형태에 대

한 즉각적인 시각적 경험보다는, 자신이 몸과 시선을

이동하며 사물의 형태변화를 지각하게 되는 신체적

경험을 하게 한다. 모리스는 바로 이러한 사물과 관

람자의 현상학적인 신체적 경험을 조각의 본질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점이 바로 그가 미니멀리

즘을 벗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모리스는 미니멀리즘이 추구한 단일 형태라는 절

대성의 횡포로부터 관람자의 신체적 경험에 의해 일

시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상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설치작품을 보여주었다. 1964년 Green Gallery의 설

치와 1965-67년의 L자형 무제작품들이 그 예이다.

특히 L자형 빔(beam)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동일한

형태를 공간에 서로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3

개의 L자 구조를 경험하는 중에 서로 다르게 인식한

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한다. 조각의 의미는 형태들이

경험의 공간과 맺는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다.14) 모리스는 형태는 공간속 관람자의 현상학적 신

체적 경험에 의해 시간적으로 다양하게 경험된다는

사실과 그러한 경험 자체가 곧 조각의 본질임을 주

장한 것이다.

기하학적 미니멀 형태의 작품에서 유기체적 형태

의 펠트 작품으로 전환하여 모리스는 현상학적 물질

성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시간성과 과정의 개념을 가

시화 하였다. 그는 오브제 자체가 가진 정적 사물성

을 오브제와 공간의 관람자사이의 신체적 경험으로,

시간적이고 과정적인 물질성(physicality)을 펠트의

물질성(materiality)으로 대치시킨 것이다. 모리스가

과정의 시각화라는 개념을 작품화하기 위해 펠트를

선택한 이유는 중력에 순응하는 펠트의 유연성 때문

이었다. 그는 “펠트의 저항력과 무게감이 조각적 가

능성을 시사하고 직물만큼은 아니나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립적 회색인데 납과 유사한 유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15)라고 언급했다. 모리스는

중력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펠트의 재료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치방법을 고안함으로써 고정된 형

태나 오브제의 도입을 거부하며 시간성과 과정을 가

시적 형태로 표출하였다<그림 2>16), <그림 3>17).

이는 우연성(chance)과 불확실성(indeterminacy)

이 내포된 새로운 형태를 뜻한다. 벽의 못에 펠트를

느슨하게 걸어 놓을 때 어떤 높이와 너비로 걸쳐지

는가에 따라 펠트의 늘어진 형태는 달라졌고, 갤러리

바닥의 경사와 생김새에 따라 펠트 조각이 헝클어지

는 형태는 달라졌다. 전시공간을 이동할 때나 관람자

가 건드리게 될 때 등의 어떠한 우연성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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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ussein Chalayan, The tangent flows, 1993

- Hussein Chalayan: from fashion and back,

pp. 18-19.

졌다. 언제나 명확한 확실성을 내포하는 미니멀리즘

의 기하학적 형태와는 달리 펠트 작품은 무질서하게

헝클어진 듯한, 정확히 규정지을 수 없는 불확실성을

띠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모리스와 세라의 안티포름 작업

에서는 작품이 완결된 형태로서 존재하고 제시된다

기보다 관람을 통해 완성된다. 이로써 미니멀리즘이

모더니즘에 의해 비판되도록 만들었던 시간성이나

연극성이 극대화되고, 현상학적 물질성이 획득된 것

이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안티포름의
시간성의 개념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소재에 시간성(signs of

time)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새것의 광택을

없애기 위해 미리 세척된 소재를 사용하였다.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는 거칠게 짜이고 불규칙한

표면의 핸드 메이드 자수 소재를 애용한다.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1993년 Central S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졸업작품전 'The

tangent flows' 에서 아이언 필러(iron filler)18)로 덮

어 수개월동안 땅속에 묻어두어 부식된 실크 드레스

를 발표하여 혁신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림 4>19).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

bana)는 담뱃불로 구멍이 나고 찢어진 소재, 마르지

엘라(Martin Margiella)는 벼룩시장에서 발견한 스카

프 사용하였다. 소위 ‘Antwerp Six'라 불리는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들의 작업은 패션에서의 해체적 움직임

의 징조를 선보인 안티패션의 패러다임으로 특징져진

다. 특히 마르지엘라는 패션, 의복제작, 심지어 의복

의 개념 자체의 모든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르

지엘라는 덧없게 지나간 과거의 순간을 수집하여 현

재의 순간과 뒤섞어 범주화를 거부하는 모순어법으로

재구성했다.20) 이는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에 대해 관

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통일과 균형을 거부하여 인식

의 왜곡을 탐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의복

의 한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구성의 방식을 고수하고

또 한부분에서는 이를 완전히 저버리기도 하고, 의복

의 내부와 외부를 교대로 노출하기도 하고, 빈티지

의복을 재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새롭게 제작한 의복과

결합하여 독특한 재창조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는 변질(decom-

position)과 쇠락(decay)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아

시간의 흔적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제작 과정의

시간뿐 아니라 사용을 통해 소재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을 재현한다. 시간의 흔적은 낡은 옷으로 제작한

의복, 벼룩시장에서 구한 스카프로 만든 스커트, 낡

은 스타킹으로 만든 풀오버, 지난 쇼의 디자인을 염

색한 의복 등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의

과정은 윤리적인 행위나 정치경제적인 의식이 아니

다. 반대로 이는 도덕적이 아닌 온전히 미적인 전략

이다.21)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의복 착용

의 과정을 가시화하고 소재의 마모와 사용의 흔적을

디자인에 드러내어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안티

포름의 영향을 시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작과

정의 가시화와 사용에 의한 착용 흔적의 가시화, 그

리고 착용자의 지속적 경험의 강조라는 세 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제작과정의 가시화
의복 구성과 테일러링의 전통적인 방식에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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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artin Margiela,

2004 S/S

- Breaking the mode, p. 70.

<그림 6> Comme des

Garçons, 2003 F/W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7> Martin

Margiela, 1997 F/W

- Maison Margiela 20:

The exhibition, p. 49.

<그림 8> Martin

Margiela, 2006 S/S

- http://www.firstview

korea.com

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 근본을 파괴하여 내부의

디테일을 노출시켜 미완성의 의복도 완성된 외관으

로서 미적으로 흥미롭다는 개념을 선보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완성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을 통

해 테일러의 은밀한 제작과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속

옷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형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의복 내부에 사용되는 테크닉과 재료를 노

출하는 것은 이제 장식의 요소로 타당하다고 받아들

여지고 있다.22)

마르지엘라는 안감, 솔기, 다트, 종이패턴, 어깨패

드 등의 제작의 과정을 지시하는 요소들을 노골적으

로 드러내거나, 의복의 안과 밖을 뒤집어 통상 안감

과 겉감 사이에서 은폐되는 심지와 부자재를 드러내

어 의복 제작의 과정을 가시화하였다. 마르지엘라는

의복의 내적 차원을 외부로 드러내어, 제작과정의 은

밀함인 단처리와 다트 등을 표면으로 드러내며 지퍼

나 스터드와 같은 감추어진 기능적인 부자재를 노출

한다. 그는 인터페이싱(interfacing) 소재도 겉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주름지고 구겨진 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재에 슬래쉬(slash)를 가하고 찢거나,

가장자리를 해지게 처리하는 등 의복의 부분을 재배

열하거나, 나아가 의복 디자인의 지배적인 기준에 반

대되는 추상화나 불균형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마르

지엘라의 디자인에 나타난 단처리가 되지 않은 밑단

이나 해진 솔기 등은 미완성된 의복은 계속해서 진

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림 5>의 재킷의 구성은 안감, 솔기, 바인딩

(binding)의 노출과 올이 풀리는 실을 통해 재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이 재킷의 안팎은 구

성과 해체의 완벽한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림 6>의 카와쿠보의 디자인과 같은 맥락을 형상화하

는 것으로, 카와쿠보는 의복의 재단과정에서 쓰이는

시침질과 실표뜨기를 통해 미완성의 의복제작단계를

가시화하였다.

한편 1997년 S/S Semi-Couture 컬렉션에서 마르

지엘라는 핀이 제거되지 않은 채 가장자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리넨 의복과 드레스폼을 벗겨내어 만든

튜닉 등 제작이 진행 중인 의복을 발표하였다<그림

7>23). 이후 1997-8년 F/W 컬렉션에서도 마르지엘라

는 드레스폼의 리넨 캔버스로 재킷을 디자인하였는

데, 모든 테일러링 과정의 표식을 그대로 남기고 실

크 소재 자락을 부분적으로 부착시켜 드레이핑이 진

행되고 있음을 연상하게 하였다. 나아가 마르지엘라

의 2006년 컬렉션에서는 마치 마네킹처럼 쇠막대에

고정되어 있는 모델이 아직 원단의 한쪽 끝이 두루

마리로 말려있는 상태의 드레스를 걸치고 있는 모습

이 나타난다. 그는 의복 제작과정의 초기단계의 형상

화를 완성된 디자인으로 제시하였다<그림 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5년

F/W Christian Dior 컬렉션에서 제작의 과정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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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hristian Dior

2005 F/W

- 100 dresses, p. 217.

<그림 10> Yohji

Yamamoto, 2005 S/S

- 100 dresses, p. 207.

<그림 11> Rei

Kawakubo, 2000 S/S

- Breaking the mode,

p. 62

<그림 12> Martin Margiela,

1997 F/W

- Maison Margiela 20: The

exhibition, p. 45.

화한 Creation 앙상블<그림 9>24)을 선보였는데, 드레

스를 구성하는 머슬린 소재의 바디스는 드레스폼을,

그 위의 소재의 층들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 단

계를 시사한다. 그로그레인(grosgrain) 테이프, 가슴

패드, 속치마 등 전통적으로 감추어졌던 의복 내부의

디테일을 노출시켜 구조의 장식화를 통해 의복구성

과정을 가시화하였다.

요지 야마모토와 레이 카와쿠보는 의복의 모형 제

작에 사용되는 소재인 머슬린을 데이웨어에 사용하

였다. 요지 야마모토는 의복 생산 전에 모형을 제작

하기 위한 저렴한 소재인 머슬린의 지위를 격상시켰

다. 머슬린 드레스 패턴에 대한 연상을 강조하기 위

해 야마모토는 가봉 스티치를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0>. <그림 11>에서 레이 카와쿠보는 머슬린을

사용하여 의복구성의 패턴 단계를 재현했다. 패딩된

부분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구성한 부드러운 갑옷과

같은 디자인을 통해 카와쿠보는 의복제작 초기단계

의 종이 패턴조각들과 의복제작의 기초적인 소재인

머슬린에 주목하였다. 재킷은 어깨 패드와 수트의 패

딩 재료와 같은 폴리우레탄 부자재로 만들어졌다. 이

는 일차적인 모형으로서 수정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

는 머슬린의 사용을 통해, 명확한 확실성을 내포하는

완성된 의복이 아닌 정확히 규정지을 수 없는 불확

실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의 머슬린의

사용은 이미 마르지엘라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으로,

<그림 12>은 1차 가봉에 사용되는 머슬린 소재의 트

왈(toile)을 형상화한 드레스로 이 드레스에는 “1차

가봉 후의 트왈임: 모든 수정의 흔적과 결함이 분명

하게 남아있음 (Toile of a garment after its first

fitting: all rectification marks and faults remain

apparent.)"라고 쓰여 있는 라벨이 부착되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에서는 부분적인 완성이 최종 산출물이

된다. 트왈을 컬렉션에서 제시함으로써 과정이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마킹

과 시침질 등 드레스메이킹, 테일러링 테크닉, 그리

고 장식 단추와 지퍼는 그 자체가 표면 장식이 된다.

의복의 아름다움은 실제 드레스메이킹 과정에서 발

견됨을 보여주기 위해 이 단계를 시간 속에 고정하

여(fixed in time)'25) 완벽함의 환상을 해체한다.

야마모토는 인터페이싱을 고급소재로, 흔한 여밈

장치를 장신구로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단지

실험적인 요소라고 하기 보다는, 의복 제작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대안적 접근과 새로운 시각을 통해 미적

유연성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그림 13>

의 야마모토의 수트는 테일러의 테크닉을 그대로 노

출시킨다. 의복구성 과정의 기본인 시침질은 표면장

식의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잘 만들어진 수트의

최종적 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일반적으로 감추

어지는 구조적 소재인 인터페이싱은 라펠 부분에 그

대로 드러나 최종 원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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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Yohji

Yamamoto, 1993 F/W

- Breaking the mode,

p. 65.

<그림 14> Jean Paul Gaultier, 1989 F/W

- Breaking the mode, p. 63.

인에서는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의복 내부의 구성 디

테일이 완성된 의복의 부분으로 노출된다. 해체와 구

성은 기능적이고 미적인 목적을 위해 통합되어 의복

의 구조에 필수적이면서도 디자인과 장식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그림 14>의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의 ‘Reversible' 재킷은 1989 F/W Femmes Entre-

Elles 컬렉션에서 발표된 것으로 재킷의 장식적 패턴

은 테일러드 의복의 복잡한 하부구조 도안이다. 지그

재그 라인은 인터페이싱을 고정하는 새발뜨기처럼

보이고, 재킷의 디자인은 의복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싱을 본뜬 것이다. 오히

려 이 재킷의 내부는 구조적 디테일이 감추어진 '완

성된' 모습을 보인다. 즉, 디자인과 구성자체의 과정

이 디자이너 창의성의 신비적인 부분으로 감추어지

기보다는 의복의 표면으로 드러난다.

2. 착용 흔적의 가시화
1980년대 후반 앤 드뮬레미스터(Anne Demeule-

meester),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마르지

엘라 등의 앤트워프 출신의 벨기에 디자이너들은 소

재의 쇠락과 몸의 쇠망, 그리고 패션의 양면성에 대

해 인식했다. 윌슨(Elizabeth Wilson)은 이에 대해 "

반이상향의 미화(aestheticisation of dystopia)"27)라

고 언급하며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한 존재의 불

안감의 증후로 보았다. 패션의 포스트모더니티는 거

대서사(grand narrative)와 정체성의 안정된 의미의

와해로 특징져 진다.28) 소비주의가 감추고자 하는 빈

곤과 쇠락은 이들 디자인의 주제로, 이는 현대 사회

의 암울함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불가피하게 소비의

대상이 된다. 윌슨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포스트모

더니즘은 서구 소비사회의 파괴적인 과도함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지만 이러한 공포를 미화하면서 이를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한다.”29)고 설명했다.

특히 마르지엘라는 패션의 과거를 발굴하고자 오

래된 칵테일 드레스의 안감으로 새로운 의복을 만들

고 낡은 팬츠로 스커트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에 유행했던 레트로 룩이라기보다는 집합적

과거로부터의 기념품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마

르지엘라의 디자인에서 각각의 의복은 오래된 동시

에 새롭다. 그는 이미 발표된 디자인을 이후 컬렉션

에 재등장시켜 계절별로 바뀌는 유행 변화의 압제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패션 디자이너는 6개월에 한 번

씩 새로운 컬렉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르지엘라는 1994년 여름 컬렉션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지 않고, 1989년에서 1994년까

지의 컬렉션에서 디자인을 선택하여 회색으로 염색

해서 보여주었다. 마르지엘라는 이미 발표된 과거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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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artin Margiela, 9/4/1615 exhibition

- Skin+Bones, p. 35.

렉션 디자인의 재사용을 통해 패션 시스템에 역행하

는 시간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1988년 자신의 레이블을 런칭한 이래 마르지엘라

는 시간, 쇠락, 변위, 왜곡, 변형을 주제로 한 디자인

을 발표해왔다.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은 현대 패션이

거부하는 고색(古色)적임 뿐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거쳐 살아남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30) 그의 디

자인은 끊임없이 버려진 과거에 주목함으로써 패션

의 덧없음을 표상하며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것이나 오래된 것을 혐오하는 패션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는 오래된 의복임을 가시화하지만 동시

에 새로운 실루엣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거부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

과거의 의복 또는 스타일에 대한 기념(記念)과 불

가피한 의복의 쇠락 사이의 갈등을 마르지엘라는

1997년 로테르담(Rotterdam)의 Boijmans Van Beu-

ningen 미술관에서 9/4/1615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의상에서 압축하여 보여주었다<그림 15>31). 기존의

패션관련 전시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패션이라

기보다는 개념미술에 가까운 프로젝트였다. 그는 미

생물학자와의 협업으로 농축된 박테리아를 총 18벌

의 의상에 주입하여 그 포자가 증식하여 곰팡이 무

리를 이루도록 하였다. 곰팡이 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기와 습기에 의해 성장하고 증식하여 결국

죽어간다. 균이 만들어낸 색과 질감, 형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옷을 변화시킨다. 이 전시에서 마르지엘

라는 부패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지속성에 주목하

였다. 로셱(Ingrid Loschek)32)은 곰팡이와 박테리아

에 의한 의복 표면의 변화를 패션의 주기적인 본질

과 비교하면서 마르지엘라가 창조와 쇠락의 자연적

인 주기를 구매와 폐기의 소비자 주기와 연관시켰다

고 서술하였다.

현대 패션 이미지에서 죽음과 쇠락은 친숙한 주제

이며, 종종 마르탱 마르지엘라와 같은 개념적이고 실

험적인 디자이너의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반스

(Caroline Evans)는 20세기 후반의 암울한 패션 이미

지는 죽음과 쇠락에 대한 현대의 관심을 반영하면서

급변하는 시기의 새로운 사회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하였다.33) 빈켄(Barbara Vinken)은

1980년대부터 패션은 더 이상 새로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죽음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논하였

다.34) 포스트모던 패션에서 패션의 덧없음(tran-

sience)은 더 이상 금기시 되지 않고 오히려 핵심적

인 요소가 되었다.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에서는 패션의 전통적인 테크

닉, 패턴, 디테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소재를 재

사용함으로써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은 예스러움을 띠

며 대상의 표면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조용히 드러

낸다.35) 이는 가까운 과거를 거부하는 패션의 불문율

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르지엘라는 소재

의 노화에 관심을 가져, 소재를 두드려 낡아보이게 하

거나 먼지가 덮인 외관을 띠게 하는 가공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마르지엘라는 수트의 외부 표면에 안감

에 흔히 생기는 주름을 재현했다. <그림 16>의 구김

있는 표면의 리버시블 재킷은 오히려 뒤집으면 주름

없는 평평한 표면이 드러난다. 이는 의복 착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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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artin Margiela, ca.

2003

- Breaking the mode, p. 64.

<그림 17> ‘Remodeled' jacket, Martin Margiela,

2005 F/W

- Breaking the mode, p. 69.

생기는 주름을 통해 시간성을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솔

기를 열어 여유분을 제거한 후 솔기를 다시 봉제하

여 다시 부드럽고 편평한 표면을 만든다. 이러한 관

행을 급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마르지엘라는 의복

의 폭을 줄이거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추가적인 다트로 드러내고, 소매, 라펠,

허리선에 기이하게 배치하였다. 수선에 의해 발생된

주름인 수선 과정의 ‘역사(history)’36)를, 제거하지 않

고 주름의 형태로 그대로 남게 하였다 <그림 17>.

착용의 흔적을 주제로 하여 Undercover의 준 타카

하시(Jun Takahashi)는 2004년 S/S 컬렉션에서 일

란성 쌍둥이 모델들을 기용하여 같은 착장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버전을 선보였다. 카키 트렌치 코트,

줄무늬 세일러 셔츠, 블루 진과 티셔츠 등의 착장으

로 구성된 이 컬렉션에서 한 벌은 전통적인 룩으로,

다른 한 벌은 그 룩이 녹아내린 듯한 형태 또는 놀

이공원 거울에 비춰진 듯한 왜곡된 형태로 구성하였

다. <그림 18>37) 그 다음 시즌에서 같은 주제가 계속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

여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져 아무 단추나 달아놓은

듯한 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소재나 의복의 가공을 통한 사용 흔적의

가시화와 더불어 빈티지 소재나 의복을 재활용함으

로써 시간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있다. 1988년부터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Artisanal 라인에

<그림 18> Undercover,

2004 S/S

- Japan fashion now,

p. 72.

<그림 19> Artisanal label

- Maison Martin Margiela,

p. 192.

서 마르지엘라의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쿠튀르 스타일의 디자인을 통해 낡은 스카프나 오래

된 무대의상 등의 빈티지 아이템을 해체한 후 재조

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수

작업으로 빈티지 수영복과 신상품 수영복을 조합하

여 복잡한 패턴과 솔기의 드레스를 만들었고, 트렌치

코트나 항공재킷(bomber jacket)과 같은 전형적인

아이템의 서로 다른 시대의 중고 제품을 찾아 재구

성한 다음 원래의 제작연도, 지역, 스타일에 대한 정

보를 기술하는 새로운 라벨을 부착했다. 마르지엘라

는 빈티지 가게에서 발견한 의복과 거의 같은 디자

인을 하기도 하는데, 신중하게 빈티지 아이템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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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Junya Watanabe,

2006 S/S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21> Jean Paul

Gaultier, 2002 S/S

- Breaking the mode,

p. 95.

하여 그 아이템의 비율을 정확하게 복제하여 핸드메

이드 맞춤의 방식으로 제작한다. 마르지엘라의 Arti-

sanal 라인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과거 또는

그 빈티지 의복의 소유자에 대한 회상의 의미를 갖

는다. 이러한 향수는 의복의 가치를 피상적인 새로움

에서 역사적 반향의 자취로 전환한다. <그림 19>38)은

Artisanal 라인의 라벨로, 재활용한 아이템 항목과 제

작 소요시간 등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최근 중고 의

류 매장의 성공은 이러한 트렌드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절약이나 검소와는 관련이 없다. 이는 다른 시

기에 속한 옷을 입음으로써 과거의 정신을 향유하는

것이다.39)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마르지엘라의 철학

은 View on color와의 인터뷰에서 “질감(texture)은

시간의 결과(result of time)”40)라는 그의 언급에서

도 드러난다. 과거에서 영감을 얻는 마르지엘라는 의

복의 구조에서뿐 아니라 의복의 역사41)에 매료된다.

마르지엘라의 이러한 해체는 빈곤이나 억압에 대한

심오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과 그 자체의 미학을 보여주기 위한 독

특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42)

마르지엘라와 더불어 시간성을 가시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인 요지 야마모

토, 레이 카와쿠보, 준야 와타나베, 이세이 미야케, 쟝

폴 고티에는 소재의 결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드러내

는 새로운 패션 개념을 탐구하였다. 특히 카와쿠보는

자연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

들이고 쇠락의 미학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발표해왔

다. 야마모토의 디자인은 향수적이기 보다는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티-패셔너블함은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노화는 또 다른 미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창구가 된

다. 예를 들어 와타나베의 블라우스와 고티에의 스커

트는 하나의 의복을 조작하여 다른 의복을 창조하는

개념을 탐구하여 적합한 소재의 사용과 장식에 대한

관습적인 사고에 도전한다.43) 와타나베의 블라우스는

일회용 아이템처럼 자주 버려지는 스타킹을 몸에 대

각선으로 방향을 봉제하여 만들어졌고<그림 20>, 고

티에의 스커트는 스타킹의 발 부분을 이용하여 펄럭

이게 만들어 프린지(fringe)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을

보여주는데<그림 21>, 모두 일회용 의복 아이템이 착

용자와 함께 한 시간을 가시화 한 것이다.

이제까지 고찰한 디자인에 표현된 시간의 흔적은

파괴의 흔적이며, 노화, 쇠퇴, 사용의 흔적이다. 이는

한시적이며 과정으로서의 패션으로 흔적 없이 사라

지는 덧없음을 포착한다.

3. 착용 경험의 지속성 추구
서구 복식은 의복소재의 재단을 통한 형태화에 기

초하는 반면, 일본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직물

의 본래의 모습을 중시하여 심지나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비구조적인 디자인을 통해 착용자가 착장에 적

극적으로 관여하게 하였다. 삼차원적인 몸의 구조를

초월한 직선적인 재단의 비구조적인 복식은 몸 위에

걸쳐져 조형성을 획득하고 몸과 복식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불확정성과 우연성의 미를 이루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미완성의 미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완

성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에 이세이 미야케는

‘A Piece of Cloth’이란 개념을 통해 몸을 한 장의 천

으로 감싸 몸과 천 사이의 ‘ま(間)’44)를 창조하는 것

을 강조하였는데, 개개인의 몸은 모두 다르므로 그

‘ま’는 각각의 경우에서 독특한 개별적인 형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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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ssey Miyake, 1990

- Irving Penn regards the work of Issey Miyake,

<그림 23> Rei

Kawakubo, 1984 S/S

-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p. 638.

<그림 24> Junya Watanabe,

2008 F/W

- http://www.firstview

korea.com

들어내게 된다. 미야케는 직물이 몸의 조화 속에서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즉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

운 실루엣이 생기는, 착용자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부정형의 디자인을 개척했다. 의복소재가 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완성된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부정형

의 복식은 특정한 형태나 착장시의 모습을 미리 고

정시키지 않고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복식조형의 상대성과

착용자의 복식경험의 지속성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복식의 형태가 복식과 몸 사이의 공간을 통해 비구

조적으로 형성되며 천이 신체의 동작에 따라 반응하

고 움직이는 변형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적 경험이

도입된 것이다<그림 22>45). 이에 대해 미야케는 착용

자의 독창력 없이는 자신의 디자인은 완성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46) 즉, 착용자의 창의성에 따라 복식

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카와쿠보는 인체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착용자에게 알맞도록 하는 행위인 착의(着衣)의 의

미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

였다. 카와쿠보는 비결정적인 여밈 방식을 택하거나,

종종 네크 홀이 두 개 있다든가, 소매가 세 개 달렸

다던가 하는 등의 복수적인 착장 방식을 제시하여

착용자가 어떤 구멍이나 소매로 입을지를 결정하게

하였다<그림 23>. 비슷하게 준야 와타나베는 저지 소

재의 드레스에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어 착용자가

어디로 목, 팔, 다리를 내어놓을 지를 정하게 하였다

<그림 24>.

한편 요시키 히시누마는 ‘Bellows dress' 컬렉션에

서 인체의 각 부위의 형태를 따르는 전통적인 서구

적 의복구성에서 탈피하여 단일한 구조의 반복이라

는 새로운 구성방식을 택하였다<그림 25>. 준야 와타

나베도 오리가미의 평면과 입체의 호환성을 이용한

유기적인 디자인을 선 보였는데, 벌집구조(honey

comb) 오리가미 방식을 통해 잠재적인 공간적 연속

체를 표현하였다. <그림 26>의 드레스는 접으면 납작

해지지만 착용하면 착용자의 체형과 움직임에 반응

하여 벌집과 같이 퍼지게 된다.

이러한 몸과 복식 사이의 가변적인 공간을 염두에

둔 디자인은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실루엣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복식의 형태가 디

자이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티포름과

의 개념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에

는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 완성되는 개방된 공간구성에 의한 우연

성을 지향한다. 착용자의 현상학적 신체적 경험을 강

조하는 디자인들은 공통적으로 서구의 전통적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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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Yoshiki Hishinuma, 2000 S/S

- Skin+Bones, p. 129.

<그림 26> 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2000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표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안티포름의 시간성

구분 표현 양상

제작과정의 가시화

· 안감, 인터페이싱, 솔기, 다트, 어깨패드, 부자재 등의 노출

· 마킹, 시침질, 실표뜨기 등의 표면화

· 종이패턴, 드레스폼, 가봉 상태의 머슬린(트왈)과 원단 제시

착용 흔적의 가시화

· 노화된 외관의 소재

· 착용에 의한 주름, 수선의 흔적 재현

· 빈티지 소재나 의복의 재사용

착용 경험의 지속성 추구

· 착용자에 의해 변형 가능한 부정형성

· 비결정적 착용방식

· 몸과 복식 사이의 가변적인 공간

일러링 방식으로 작업되기 보다는 몸과 복식 사이에

공간을 남겨두는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다음의 <표 1>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안티포름의

시간성 개념의 표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시간적인 과정 자체

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안티포름은 작품제작

의 시간적이고 과정적인 경험을 가시화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였다. 안티포름은 경험의

지속성 또는 시간성을 중시하여 작품에 대한 경험은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성은 동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도 공통적

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안티포름의 영향을 시간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제작과정의 가시화와 사용에 의한 시간의 흔적의 가

시화, 그리고 착용 경험의 지속성 추구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되었다.

제작과정의 가시화는 테일러링의 은밀한 제작과정

및 형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의복 내부에 사용되는

테크닉과 재료를 노출하는 등 의복 제작의 과정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안감, 솔기, 부자재의 노출과 올

이 풀리는 단으로 표현되거나, 의복 모형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인 머슬린의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사용에 의한 시간의 흔적의 가시화는 의복 착

용에 의해 생기는 주름이나 의복 수선의 과정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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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통해 시간성을 재현하거나 이미 발표된 과거의

디자인을 컬렉션에 재등장시키거나 빈티지 소재나

의복의 재사용 또는 일부러 노화된 외관을 띠는 소

재의 사용으로 표현되었다. 착용 경험의 지속성 추구

는 복식의 형태가 디자이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복식이 착장시의 모습이나 특

정한 형태를 상정하지 않고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새

로운 실루엣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중시하여 복식

조형의 상대성과 복식경험의 지속성을 추구한다.

패션에 나타난 안티포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

티포름과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모두 시간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인습적인 틀에서 수용된 재

현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여 인습적인 체계를 무너

뜨리고 대안적 접근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미적

유연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포스트모던 패션디

자이너들은 변질과 쇠락을 가시화하는 전략을 복식

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패션의 관습적이고 고정된 의

미의 파괴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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