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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Fashion has been compared to art since Japanese avant-garde fashion designers expanded the 
thoughts about conceptual fashion in late 1970s. The fashion designers focused on the materiality 
of fashion textiles by placing more importance on it than the shapes. This bears a striking resem-
blance to contemporary art of 1960s and 1970s as many artists used soft materials like felt, fab-
ric, rubber to emphasize themselves.

This study establishes the materiality of fabric, which can be found in both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lity consists of flexibility, humanizing and temporality. In 
this work,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between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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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은 예술과 동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몇몇 디자

이너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예술적 성과를 보여주

면서, 종종 현대미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

히 1970년대 후반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같은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국

제적인 패션매체에서 인정을 받고, 패션의 개념적 접

근에 대한 재인식이 출현하면서, 패션은 현대미술처

럼 아이디어, 혁신, 실험을 통해 개념적으로 강한 충

격을 줄 수 있다는 사고를 확장시켰다. 패션 디자이

너들은 몸의 곡선을 따르는 테일러링(tailoring) 기법

대신, 소재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고, 솔기를 밖으

로 드러나게 하고, 몸의 움직임에 따른 소재의 변형

을 보여주는 등 소재에서의 실험에 집중하였다. 이러

한 유행은 형태보다 소재를 우선시함으로써 소재자

체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물질성을 강조하

기 위해 고무, 펠트, 섬유 등의 불확정적이고 부드러

운 재료들을 사용한 1960년대와 70년대 현대미술의

경향과 비유될 수 있다.1)

패션과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므로 동시대적인 사고를 공

유한다. 팝아트 이후에는 패션과 예술이 서로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생의 관계에 이르러 패션은

그저 예술이 되고, 예술 역시 패션에 종속되었다.2)

이렇듯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차용이나 영감(in-

spiration)을 넘어 복잡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

고, 그 둘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본 연구는 패션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기 보

다는 현대미술에서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술가

들에 의해 선택된 재료인 섬유와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형태보다 소재를 우선시하여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패션소재를 비교하고자 한다. 각 장르

의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를 고려하

여 현대미술과 패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섬유의

물질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

대미술과 달리, 패션은 몸이라는 제한된 형식 안에서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되고 착용자의 착장

으로 완성되므로 몸과의 연관성, 디자이너, 착용자,

그리고 관찰자의 시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현대미술에서 섬유의 물질성과 패션

소재의 물질성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섬유의 물질성

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현

대미술과 패션에서 섬유의 물질성을 비교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현대미술에서는 물질성이 회복되고

섬유가 현대미술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196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까지를, 패션에서는 해체주의적인 작

업과 함께 소재의 물질성이 강조된 1970년대 후반부

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현대미술 및 패션관련

서적의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이때 섬유의 용

어는 화이버(fiber)에 의한 재료만으로 제한하고, 현

대미술에서는 섬유, 패션에는 소재라고 부르기로 하

겠다.

Ⅱ. 이론적 고찰
1. 현대미술에서 섬유재료의 등장
20세기 미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율성을 바탕으

로 장르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절대적인 개념이 사

라졌다. 이에 기존의 회화와 조각, 공예와 건축의 구

분을 넘어서는 작품들이 나타나고, 일상적인 재료를

통해 물질이 가지는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예술에

담음으로써3), 유기적이고 유물론적인 특성이 회복되

었다. 모래, 식물, 동물, 섬유와 같이 불안정하고 덧

없는 재료가 등장하면서 형태가 물질의 결과물 혹은

부수적인 산물로 간주되는 등 재료의 물질성이 강조

된 것이다.4)

특히 조각의 영역은 회화에 비해 유물론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각에서 다루어지는 재료는 단

순한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의 물질성이 작품을

구현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5) 이러한 맥락에서

60년대와 70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타자기, 변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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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deleine Vionnet, 1931

- Madeleine Vionnet, p. 71

<그림 2> Madeleine Vionnet

- Madeleine Vionnet, p. 22

위치와 같이 딱딱한 오브제들을 상반된 재질의 부드

러운 섬유로 만들어 현대조각에 물질적이고 유기적

인 형태를 환기시키고6), 형태가 전달하는 기호를 어

긋나게 하였다. 나아가 이것은 물질과 여성적 물질이

강조된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냉랭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부재

를 경험한 미술가들이 올덴버그의 영향 하에 물질성

이 드러나는 부드러운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같은

시기 급속도로 퍼진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적 미감에

부합하는 섬유를 의식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7)

이와 같이 현대미술에 사용된 부드러운 재료의 섬

유는 우연히 시도된 조형적 실험대상이 아닌 자율적

이고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시대적 경향으로서 불

확정성을 나타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적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2. 패션소재의 물질성
패션 디자이너 임마누엘 웅가로(Immanuel Ungaro)

는 소재를 만져보고, 그 냄새를 맡아 보고, 그 소리를

들어 보면, 한 장의 천이 무수히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하였다.8) 이렇듯 소재의 물질성은 옷에 형태를 부여

하고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므로 디자인 개발 시 매

우 중요하다.

1920년대와 30년대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는 테일러링 기법의 복잡한 소재의 조각들 대신 드레

이핑에 초점을 두고 소재의 재단을 최소화하여 소재

자체의 미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그녀는 실크나 쉬폰

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몸의 라인에 따라

흘러내리듯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강조하고 <그

림 1>9), 몸과 복식 사이에 공간을 두어 소재자체가

형태를 만드는 유동적인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그림

2>10).

이와 비슷하게 1970년대 후반에는 카와쿠보, 미야

케, 야마모토와 같은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소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소재가 지니는 특성을 부각시키고 소재의 물질

성을 가시화하였다.11) 미야케는 실제로 비오네에게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비오네의 드레스는 일

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의 구조를 닮았다. 이들은 몸

의 곡선을 따르는 서구 복식의 테일러링보다는 몸의

움직임에 따른 소재의 변형에 주목하고, 소재가 형태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섬유 및 소재의 물질성

- 53 -

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강조하고, 소재에서의 의도적

인 불완전성을 용인하는 등 소재 자체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방식들은 전통적인 서구의 관점에서 이질적

인 것이었고, 주변성에 주목한 70년대의 정서와 맞물

려 패션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는 1990년대 앤 드뮬레미스터(Ann Demeulemee-

ster),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같은 디

자이너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 디자이

너들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itier),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 아제딘

알라이아(Azzedine Alaïa), 로메오 질리(Romeo Gigli)

등의 디자이너들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에서부터 의복의 제작을 시작하였다.12) 이렇듯 패션

소재의 물질성은 형태가 아닌 소재 자체의 물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섬유의 물질성

1960년대와 70년대에 물질성을 강조하는 실험적

인 미술가들 사이에서 섬유 재료가 속출하고, 비슷

한 시기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의 물질성에 주목

하면서 현대미술과 패션에서 재료의 물질성을 규명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권수13),

정형호, 배수정14)은 섬유의 물질성에 대해 유연성,

인간성, 우연성, 가변성을 언급하였고, 윤수정, 김민

자15)는 무정형성, 우연성이 미술과 패션에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윤경, 김민자16)는 패션과

미술의 물질성의 공통된 특징은 무정형성, 재료성,

가변성이라고 하였고, 김보영, 금기숙17)은 미술과

패션이 부드러운 재료를 중심으로 우연성을 공유한

다고 하였고, 임은혁18)은 현대패션에 물질성, 시간

성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포름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

미의 단어들을 교집합하고 비교대상을 섬유로만 제

한하여 크게 가변성, 인간성, 일시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섬유의 물질성을 범주화하여 고착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섬유

의 물질성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1. 현대미술에서 섬유의 물질성
1) 가변성

섬유의 내부는 결정영역과 비결정영역의 분자가

혼재되어있는 구조로, 주변상황이나 시간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섬유에

난 구멍이나 칼자국은 매달아 두거나 바닥에 내버려

둠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형태를 만들어낸다.19)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는 의도적으로 자른

공업용 펠트를 벽에 느슨하게 걸어 형태가 중력에

의해 늘어지고 우연을 통해 변화되는 자유로운 형태

를 드러내어 재료의 물질성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

여주었다.20) 유연한 성질의 펠트는 중력에 순응하여

무게에 따라 스스로 형태를 만들고 설치 방법이나

설치 장소 같이 재료에 가해지는 변화에 의해 형태

가 달라지는 변화의 지속성을 추구하는데, 이는 형태

가 아닌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우연성

이 수용되고 비결정성이 암시된다.21) 즉 모리스는 우

연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의 변화과정을 형태의 일부

로 인지하고 완성된 형태이전에 변화되는 섬유의 물

질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림 3>22),

<그림 4>23) 가 그 예이다.

에바 헤세(Eva Hesse)는 모리스와 더불어 그물이

나 밧줄 같은 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미리 계획된

형태가 아닌 중력에 의한 우연한 형태를 얻고자 한

미술가이다. <그림 5>24)와 같이 엉키고 뒤섞여 있는

그녀의 작품들은 임의적이고 가변적인 재료의 속성

들이 형태에 작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물렁한 재료들이 중력의 효과에 의해 불안정한

형태를 만듦으로써 재료의 물질성을 가시화하는 것

이다. 이 외에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그림

6>25)는 펠트를 조각내어 바닥에 쌓고 불안정한 형태

를 만들었다. 바닥에 흩어진 펠트 조각들은 이동하거

나 재 설치될 때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형

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미술가의 의도가 아닌 섬유

자체가 만드는 가변적인 형태이다.

이처럼 현대미술에서 섬유의 가변성은 계획된 형



服飾 第64卷 5號

- 54 -

<그림 3> Untitled, Robert Morris, 1967-68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76

<그림 4> Felt Sculpture, Robert Morris, 1974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81

<그림 5> Eccentric Abstraction, Eva Hesse, 1970

- Eva Hesse: Sculpture, pp. 380-381

<그림 6> Belts, Richard Serra, 1966-67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74

태가 아니라 재료 자체가 만드는 자유로운 형태로

시간이나 장소 등의 물리적 변화에 의해 우연한 형

태를 만드는 성질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간성

산업화로 인해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도시환경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에까지 잠식하면

서 현대인들은 정서적 불안감과 인간소외의식을 느

끼고 인간성 회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26)

같은 맥락에서 동시대 미술가들 역시 냉소적인 사회

에 대한 반동으로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피부

와 같은 섬유 재료에 주목하였다.27) 피부를 연상시키

는 부드럽고 촉각적인 성질의 섬유를 통해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28)

이의 대표적인 예로 올덴버그는 손끝에 전해오는

타자기의 차가운 느낌이 전혀 인간적이지 않음을 느

끼고,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딱딱한 상품들을 인간의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였다.29) 그는 1973년

크라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자신의 피부, 자신의 신체를 닮았다고 하였는데, 이

는 섬유가 피부를 상기시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는 비교이다.30) 즉 그의 작품들은 부드러움을 통해

피부를 연상시키고, 나아가 인간성의 회복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 8>31).

또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그림 9>32), 안

토니 타피에스(Antoni Tápies)의 <그림 10>33),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enberg)의 <그림 11>34)는 섬

유에 무기력한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주름 잡힌 모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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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oft Typerwriter, Claes Oldenburg, 1963,

- Pop Art, p. 200

<그림 8> Soft Toilet, Claes Oldenburg, 1966

- Pop Art, p. 199

<그림 9> 껍질, Joseph Beuys, 1984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65

<그림 10> 대나무와 매달린 헝겊, Antoni

Tàpies, 1973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66

<그림 11> 베네치아 시리즈, Robert

Rausenberg, 1973

-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 p. 168

서 피부를 연상시키고, 일정한 윤리적 의미를 내포시

켰다35). 특히 보이스는 전쟁 중 펠트(felt)로 인해 목

숨을 구할 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펠트에

따뜻한 보호, 죽음에서 삶으로 이끄는 생명력을 재현

하였다. 즉 펠트는 전쟁이 야기한 인간간의 분리, 인간

과 환경의 분리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희망과 재생의 표시이고 보호와 따뜻함의 재현이다.36)

이와 같은 표현은 인간을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예술의 전통적 기능

으로37), 불안과 비이성적 두려움이 영속하는 현대사회

에서 인간의 소외의식을 제거하고, 사회에 대한 인간

성을 반추하는 것이다. 즉 삭막한 도시환경을 부드러

운 섬유로 변모시킴으로써 인간의 온기와 고유한 정서

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일시성

일시성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시간성을 내포하는

가변적 성질과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힘에

의한 형태의 변화가 아닌 색이 바라거나 부패하는

섬유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섬유의 일시성은 불완전성 즉,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파열될 수 있는 취약정도의 의미이다.

크리스틴 애몽(Christine Aymon)은 <그림 12>38)

과 같이 천연섬유인 견사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직조

의 형식으로 직조하되, 섬유의 화학적 특성상 부패되

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아래 부분에 구멍

을 냈다.39) 천연섬유는 섬유 중에서도 특히 마찰에

약하고, 마모와 파손 가능성이 높고, 오랜 시간 햇빛

을 받으면 황변현상이 나타나는 등 외부환경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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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ymon, 1981

- http://www.christineaymon.ch

<그림 13> Venus of rags, Michelangelo

Piestoletto, 1967

- art povera, p. 157

<그림 14> Untitled Blankets, Marisa

Merz, 1967

- art povera, p. 125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 애몽은

이런 천연섬유의 물질성을 이용하여 섬유의 부패과

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가시화하였다.

이 외에 유럽의 미술가들이 아트 포베라(Art Povera)

라는 명칭 하에 섬유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들의

“poorness", 즉 불완전성을 시도하였다.40) 대표적인

예로 미켈란젤로 피에스톨레토(Michelangelo Piesto-

letto)는 딱딱함과 부드러움, 형태와 무 형태, 단조로

움과 화려함, 고정과 이동 등 반대되는 재료를 결합

하여 시리즈 작업을 하였는데, 그는 <그림 13>41)에서

처럼 폐기되는 옷이나 넝마를 이용하여 불완전성을

표현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더기처럼 변하

는 섬유의 물질성을 가시화한 것으로 일시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마리사 메르츠

(Marisa Merz)는 <그림 14>42)에서 울 담요를 묶어

모래사장에 오랜 시간 그대로 둠으로써 부드럽고 순

응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43) “poorness”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피소드를 발생시키는

아트 포베라의 작업을 고려해본다면, 이 역시 바닷물

이나 햇빛, 모래에 의해 점차 변화되는 섬유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현대패션에서 소재의 물질성
1) 가변성

형태보다 소재를 우선시 하는 일본 아방가르드 디

자이너들은 착용자에 의해 착용이 될 때 비로소 완

성이 되는 의도적인 미완성을 추구한다. 재단을 통해

계획된 형태가 만들어지는 서구복식과 달리, 소재를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소재 자체의 표현을

중시하여 개별적인 착용자의 몸이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가변성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야케는 1970년대 ‘한 장의 천(A

Piece of Cloth)'을 통해 몸과 천 사이의 공간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착용자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내포한다 <그림 15>44). 오버사이즈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소재와 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착용자

의 움직임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70년대

패션잡지에 ‘넉넉한’, ‘넉넉함’의 의미인 프랑스어

‘ample’, ‘ampleur’가 오버사이즈 드레스와 코트의 사

진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일본 디자이너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45)

또한 카와쿠보와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는 착용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착장 방식을 제

시하였다. 카와쿠보는 하나의 옷에 세 개의 소매를

달거나 두 개의 네크 홀을 만들어 착용자에게 어떤

구멍으로 옷을 입을지 선택하게 하고 <그림 16,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섬유 및 소재의 물질성

- 57 -

<그림 15> A Piece of Cloth, Issey Miyake, 1976

- The Power of Fashion, p. 288

<그림 16> Kawakubo,

- ReFusing Fashion, p. 97

<그림 17> Kawakubo, 1984

- New Fashion Japan, p. 121

<그림 18> Watanabe, 20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Herchcovitch, A/W1999

- The Power of Fashion, p. 337

17>46), 와타나베는 <그림 18>47)의 저지 드레스에 여

러 개의 구멍을 만들어 착용자가 구멍에 따라 팔, 다

리를 넣어 스스로 형태를 부여하게 하였다.48) 또한,

알렉산드르 헤르치코비치(Alexandre Herchcovitch)

는 옷에 컷을 하여 착용과 함께 중력에 의해 형태가

변화되게 하였다 <그림 19>.49) 이처럼 패션소재에서

가변성은 평면적인 소재를 몸에 맞추어 고정된 형태

를 만드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착용자의 몸에 입혀

짐으로써 스스로가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인간성

산업화와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일본의 일부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소재 개발에 있어서 더욱 인

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었다.50) 예를 들어, 이

세이 미야케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항상 손의 감각을 포함시키려고 하였고,

레이 카와쿠보는 대량생산된 옷감의 경직된 획일성

에 도전하고 기술의 진부함을 파괴시키고자 수공예

적인 기술을 이용하였다.51) 특히 카와쿠보는 인간적

인 접근으로 소재에서의 불완전함을 중시하였는데,

의도적으로 니트에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낸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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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Lace Sweater, Kawakubo, 1982

- The Power of Fashion, p. 300

<그림 21> Kawakubo, 1981

- The Power of Fashion, p. 38

스웨터(lace sweater)’ <그림 20>52)가 대표적이다. 패

션소재 중 니트는 피부와 같이 경계가 존재하고 구

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니트를 취약하고 불완

전하게 만들어 몸의 메타포를 연상시킨다.53) 즉 취약

함을 내포하고 의도적인 구멍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는 불완전함을 지닌 그 니트는 피부와 연관되고 기

계와 반대되는 인간적인 면모를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러한 디자인은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

개념인 와비, 사비와도 상통할 수 있다.54) 패션에서

와비, 사비는 프릴, 레이스, 드레이프 등의 장식을 더

해가는 플러스 논리의 서구복식과 달리, 검소함, 투

박함을 부각시키는 마이너스 논리에 근거하는 미이

다.55) 가령,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는 의도적

으로 워싱(washed)된 흰 천을 이용하였는데<그림

21>56), 이는 물질의 가장 내밀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

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덜어내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와비, 사비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57),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일시성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결함이 있는 옷이 유행하게 되면서, 현대 패션

에는 낡음, 변질, 기억, 과정 같은 시간성을 내포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58) 패션 소재의 섬유는 시간이 경

과하면서 마찰에 다소 취약한 부위가 마모되고, 착용

에 의해 주름이 생기거나 세탁으로 인해 형태가 변

형되는데, 디자이너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재의 일시적 특성을 가시화하였다.

마르지엘라는 <그림 22>59)과 같이 오래된 옷을 잘

라 재조합하여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독특한 예술

조각을 창조했다. 또한 마르지엘라는 옷 그 자체에

역사와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옷에 박테리아를 배양

시키고 옷의 표면에서 박테리아가 자라나 옷이 부패

되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 23>60). 마르지엘라

의 이런 실험은 소재의 일시적 특성을 보여줄 뿐 아

니라, 소비사회의 패션의 주기에 대한 반성을 암시하

기도 한다. 이 외에 헬무트 랭(Helmut Lang), 올리비

에 데이스켄즈(Olivier Theyskens), 제시카 오그덴

(Jessica Ogden),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 준

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같은 디자이너들이

낡은 소재나 낡은 옷을 이용하여 소재의 일시적 특

성을 가시화하였다.61)

언더커버(Undercover)는 트렌치 코드의 두 가지

버전을 선보였는데, 하나는 새 옷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용에 의해 늘어나고

단추가 떨어진 모습이다<그림 24>62). 시간에 따라 변

화되는 같은 두 옷의 대조된 모습은 패션소재의 일

시성을 더욱 강조한다.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섬유 및 소재의 물질성

- 59 -

<그림 22> Margiela, A/W91-92

- The Power of Fashion, p. 40

<그림 23> Margiela, 1999

- Japan Fashion Now, p. 190

<그림 24> Undercover, S/S 2004

- Japan Fashion Now, p. 72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소재의 일시성은 시간과

착용자의 경험에 연관하여 생기는 주름, 올 풀림, 구

멍 같은 오랜 사용의 흔적으로 나타나고, 소재가 영

원불변할 수 없음을 내포한다.

Ⅳ. 논의 및 결론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미술과 패션은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문화적 담론에서 화두가 되어왔다. 이런 맥락에

서 1960년대 말 새로운 재료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

가들이 재료의 물질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경향이

1970년대 말 일본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나면서 현대미술과 패션에 표현된 물질성을 고

찰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나는 섬

유의 물질성을 분류하고 이를 각 장르에 초점을 맞

춰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섬유는 논쟁

의 장에서 출현한 본질적인 포스트모더니즘 형태의

체현이자63) 재료의 물질성이 강조되면서 형성된 시

대적 경향이고, 패션에서 섬유는 기본적인 패션소재

임은 물론, 디자이너들의 조형의지가 표출된 표현의

장이고 착용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섬유의 물질적 특성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

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섬유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

은 이후 부드러움에 대한 탐구 방식에 크게 기여했

고, 서로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도 부

드러운 물질성에 대한 접촉점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64) 이에 부드러움에 대한 연속적인 기여, 즉 연속

적인 작품 사례들을 통해 현대미술과 패션에 나타나

는 섬유의 물질적 특성을 가변성, 인간성, 일시성으

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가변성은 현대미술과 패션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였지만, 현대미술에서는 매달기나 쌓기와 같은 작품

의 설치방법으로 섬유가 스스로 형태를 만들고, 패션

에서는 소재와 몸 사이에 공간을 두어 개별적인 착

용자의 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간성은 섬유가 피부를 연상시키므

로 신체나 피부의 대용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공통

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대미술에서 섬유는 패션과 달

리 인간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시성은 색

이 바라거나 부패하는 섬유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변화로 현대미술과 패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패션에서의 일시성은 단순한 시간성의 변화보다는

착용자에 의해 변화되는 사용의 흔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미술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현대미술과 패션이 동시대적 특성을 공유하고 섬

유의 고유한 물질성으로 인해 두 영역 간에 유사한

표현방법과 조형적 특성이 발견되나, 패션은 개별적

인 착용자의 몸이나 착용의 경험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대미술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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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대미술과 패션의 영향관계를 해석함

에 있어 본질적 차이를 이해한다면,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나아가 패션소재로서의

섬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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