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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cept and thinking structure of deconstruction theoretically and 
thereupon, analyze the visual beauty and wearable comfort of the clothing and further, discus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decentering phenomenon in the 21st century fashion. Deconstruction provides for 
an cognitive framework whereby we could comprehensively review the difficult-to-understand and imprudent 
creativity unravelling in the name of the post-modernism as well as the ambiguous visual beauty and wearable 
comfort of our contemporary fashion. In particular, deconstruction refuses such concepts invol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al clothing and its components as order, symmetry, balance, harmony, perfection and 
simplicity and instead, attaches some sense of value to such relatively inferior concepts as disorder, asymmetry, 
unbalance, disharmony, imperfection and complexity, and thus, reflects them in the modes of aesthetic repre-
sentations to create new aesthetics and expand the expressive potential.

Keywords: deconstruction(해체성), decentering(탈중심화), visual beauty of clothing(외형미), wearable comfort 
of clothing(착용미) 

I. Introduction  

21세기 현대 패션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의 전복

을 통해 다원성과 불확정성을 추구하며, 소외되었

던 타자적 미적 요소를 창조적 영감으로 수용하여 

창조 영역을 무한히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를 탈중

심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해체(deconstruction)는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철

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가 제시한 사고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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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ung, 1991). 이는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주의 주체를 해체시키

고,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 ‘탈중심화’의 개념을 

끌어들여 산업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

고 무가치하게 느껴져 소외되어왔던 것들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 이들 양식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

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해체이론은 사

상적인 측면뿐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탈중심적 현상들을 분석하는 틀로 적용되

고 있다(Lee, 1989).  
예술과 디자인 영역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은 전

통의 구조적인 체계를 거부하여 시간적, 공간적으

로 새로운 구조와 사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에 중심주의, 이성주의를 부정하고, 텍
스트 내부의 절대적 기본 관념을 붕괴시키는 주체

화 과정에서의 해체성의 개념을 통해 대립적 요소

의 조정과 융합으로 탈중심화되고 있는 21세기 현

대 패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복식에 있어서 해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차연, 

탈현상, 불확정성, 비경계성, 상호텍스트성 등을 중

심으로 패션 경향을 미학적으로 분석한 연구(Cho, 
1995; Choi, 2001; Kim, 1995; Kim, 1997a; Kim, 
1997b; Kwon, 2007; Kyung, 1995; Park, 2000; Son, 
1993), 해체주의 건축과 패션 특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Kim, 1998),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

의 패션에 관한 연구(Lee, 2000), 해체적 의상 디자

인 개발 연구(Won, 2000) 등이 있으나, 의복의 물질

적 재료와 미적 구성 방식, 착용에 따른 미 등에 있

어서의 해체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분

석 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포스트구조주의자인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가 의복이라는 질료(matter)를 채울 수 있는 변수를 

비양립성의 리스트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의복 변수 리스트(Barthes, 1967/1998)’를 바탕으로 

의복 외형에 있어서의 해체성의 표현 방식을 분석

하고 고찰하였다. 여기서 질료는 재료이며, 이것에 

형상이 가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정

한 물(物)이 되는 것으로, 형상은 활동적, 능동적인 

반면, 질료는 비활동적, 수동적이며, 형상이 현실성

인 반면, 질료는 가능성을 의미한다(Lim, 2009).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의미작용이나 대상을 별 차이 

없이 채울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질료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복식은 인체를 감싸는 모든 형태와 인체를 장식

하는 방식과 품목을 지칭하는 동시에, 동시대의 정

신과 사상, 그리고 미적 가치를 표출하는 표현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나타난 해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범주를 의복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외형미

(visual beauty of clothing)와 착용자에 의해 착용되

어졌을 때 나타나는 착용미(wearable comfort of clo-
thing)로 제한하고, 착용자의 계급, 젠더, 민족, 문
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이, 복식과 패션을 패션 

장르로 보았을 때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 관계, 매
스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허구적 실재로서

의 특성들을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의복 외부로부

터의 갈등요소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의복이라는 

물질적 범주 내에서 구축되어진 조형미의 탈중심

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미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밝히고자 하며, 현대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식 조형에 있어서의 표현 가능성을 확대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철학, 사회․문화 구조와 예술, 그리

고 복식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논

문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복식이

라는 연구대상이 시각적 대상임을 감안하여 2005
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기성

복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

여 작품사진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다. 

II. Background

1. Dedentering phenomenon and deconstruction
탈중심화(脫中心化, decentering)는 ‘원리들로부

터의 사유(Denken aus Prinzipien)’를 주장하는 형이

상학의 인식적 지배체제인 불변의 진리와 기초, 규
칙 등을 수용하는 중심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Frank, 1989).
데리다(1970)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 

Strauss)가 말한 구조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해체와 

탈중심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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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은 그 속성에 기원에 해당하는 중심을 가

지고 있어야 하고, 이는 서양의 형이상학(形而上學)
에 근거하는데 중심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기원․

목적․정점(頂點)으로 기능하여 구조를 하나의 전

체로서 균형 잡고 조직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구조의 놀이를 제한한다. 사실 중심 있는 구조라는 

비유는 인간의 언어와 습관의 일부이므로, ‘어떠한 

중심도 가지지 아니한 구조’라는 개념은 ‘사고(思
考)가 불가능한 것’ 그 자체를 대표한다. 그런데 구

조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 왜
냐하면 중심은 구조의 외부에 있으며, 구조의 속성

에 매여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중심이 

그것을 좌우하는 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는 언제나 

모순적이기 때문에 구조주의는 언제나 구조와 그 

중심이라는 역할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통

해 어떤 원초적 구조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

려 하며, 이를 탈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상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의식(自意識)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탈중

심화는 중심 있는 구조라는 개념들에 본래부터 내

재하는 모순을 폭로하는 노력을 통해 기존의 사상

체계에 내재하는, 인간을 무력화하거나 속박하는 

성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지그문트 프로이트(Sig-
mund Freud),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같은 사상가로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1970년대 이

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탈
식민주의 등의 이름으로 여러 형태를 띠면서 철학, 
정신분석, 역사문화, 문학, 미학 등 모든 종류의 현

대 비평에서 정통적 관습에 대한 급진적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다(EnCyber, 2014). 
포스트구조주의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언어에 기반을 

두는 진리관과 구조를 해체하여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그 허구성을 사유의 공간에서 소멸시키

려 함으로써 탈중심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주
체의 죽음’이라는 테마를 인식론적, 역사적, 미학적

으로 다채롭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모더니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예술문화 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원류가 되고 있다(Won, 1997). 
바르트가 구조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포스트구

조주의로 전환한 대표적인 학자라면, 데리다는 구

조주의 이론은 물론 플라톤(Platon) 이래의 서구 형

이상학의 근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

의를 등장시켰다. 데리다(Derrida, 1976)는 “텍스트

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

여 해체 이론의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

다. 데리다의 이론은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역동적

이고, 구체적인 세계보다 오히려 텍스트 안에 존재

하는 세계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탈중심화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중심을 파괴

하여 그 내용으로 또 다른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하는 틀이나 구조가 

중심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를 해체하여 다원적이

고 복수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Chung, 2009).
 
2. Deconstruction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로고스 중심주의적

인 철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사고

방식으로 서구적 전통에 대한 비판방식이다. 데리

다는 서유럽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그 사상의 축

(軸)이 되었던 형이상학, 인과율의 개념, 동일성, 주
체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비판하고 상대화시킴으

로써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려 하였다(Jung, 1991).
데리다는 서양 철학의 전통을 현전(現前)의 형이

상학, 로고스(logos) 중심주의, 음성중심주의로 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수행함으로써 

서양 사상의 전통 하에서 모든 믿음들이 허구임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서구의 형이상학은 중심의 현

존을 주장하기 위해 말/글, 선/악, 이성/광기, 존재/
부재, 내부/외부, 의식/무의식, 문명/야만, 중심/주변 

등의 이분법적 대립항을 만들어 선행하는 것이 우

위에 속할 뿐 아니라 로고스적이며, 보다 고차원적

인 현존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일차

적이고 첫 번째인 것의 오염된 형태가 두 번째 것

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억압해 왔다(Lee, 1989). 
데리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을 폭력적인 서

열제도라고 부르며, 이러한 서열제도는 전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러한 전도는 

단순히 두 번째 것에 특권을 부여하여 첫 번째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은 결국 또 하나의 폭력적인 서열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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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즉, 데리다는 이 모든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상충적이기 

보다는,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상호

보족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 두 요소 사

이의 자유로운 치환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해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Kim, 1989).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전통이나 말 중심의 밖에

서의 파괴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것들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그 근본부터 해체하는 것이다(Kim, 
1988a).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반대하는 전

통의 사고 습관과 언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

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전통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통의 약점을 바로 그 전통의 언어를 빌어 

해체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해체

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이나 

공간적 경계를 초월해 불안정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

로 포용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Kim, 1988b).
전통적으로 의복의 외형을 형성하는 복식의 조

형미는 선, 색채, 재질, 디테일 등의 의복 디자인 요

소들이 비례, 통일, 균형, 조화, 율동, 강조 등의 디

자인 형식에 의해 적절히 구성되어 미적 조화와 질

서를 이룸으로써 추구되었다. 그러나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관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을 가져오면서 미(美)/추(醜), 완전성/불완전성으로 

Formative characteristics Kyung
(1995)

Kwon
(2007)

Kim
(1995)

Kim
(1997a)

Kim
(1997b)

Park
(2000)

Son
(1993)

Cho
(1995)

Choi
(2001)

Excluding the mental beauty per clothing ○ ○ ○

Indeterminate form (covering, wrapping, tightening, 
wearing backward) ○ ○ ○ ○ ○ ○ ○

Infra apparel ○ ○ ○ ○ ○

Overlaying (mixing, juxtaposition, repetition) ○ ○ ○ ○ ○ ○

Antigravity, asymmetric ○ ○ ○ ○ ○

A vertical decomposition ○

Displacement ○ ○

Deconstruction of the clothing construction ○ ○ ○ ○ ○ ○

Destroying (slash, cutting, fringing, creases, wrinkles) ○ ○ ○

Transparent materials ○ ○

Heterogeneous materials ○

<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in advanced research 

대표되는 복식미에 있어서의 위계적이고 이분법적

인 중심적 사고가 해체되고, 전통적인 균형과 통일

성의 미를 중시하는 기존의 복식미에서 벗어나 불

균형, 비경제, 부조화, 무질서 등의 탈중심적 가치

가 적용되고 있다.

III. Methods

복식에 있어서 해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해체 

현상을 인체와의 관계성 해체, 의복의 구성방식이

나 착용방식에 있어서의 해체, 의복에 내재된 인

종․성․민족․문화 정체성 등의 해체 등으로 분석

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불확정성, 탈현상, 텍스트

성, 비경계성, 차연, 상호텍스트성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해체 현상을 

분석하는 대상의 범주, 분류 기준 등에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현대 패션의 탈중심화 현상에 

나타난 해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범주를 의복

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외형미와 착용자에 의해 착

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착용미로 제한하였다. 이
는 복식 외부로부터의 갈등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

은 채 의복이라는 물질적 범주 내에서 구축되어진 

조형미의 탈중심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

이다. 이는 해체가 기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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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내부에 지닌 방법론을 사용해 기존 텍스트 내부

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온 기존 관념을 무너

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의 전제 요소로서 텍스

트가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리다의 이론

에 근거한다. 
본 연구의 연구 기준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연구의 범주에 의복의 외형미에 착용미

에 있어서의 해체성이 포함된 선행 연구 9편을 대

상으로 하여 유사하거나 중복하는 특성으로 분석

한 것을 표로 정리하였다(Table 1). 
선행 연구 분석 결과, 연구자에 따라 해체 방식

으로 제시한 특성들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일부 생

략되기도 하는 등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식이

라는 물질적 범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체성을 분

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류 

기준, 즉 해체의 전제 요소로서 텍스트들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Roland Barthes' ‘The list of mode parameters’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Existential 
parameter

Identité

I. Assertion d'espèce

⇒
Deconstruction 

of identity

- Omit
- Imitate
- Damage
- Unfinish

II. Assertion d'existence

III. Artifice

IV. Marque

Configuration

V. Forme

⇒
Deconstruction 

of configuration
- Deforming
- Unfitting the sizesVI. Ajustement

VII. Mouvement

Matière

VIII. Poids

⇒
Deconstruction 

of matter
- Heterogeneous materials
- Inappropriate materials

IX. Souplesse

X. Relief

XI. Transparence

Measure

XII. Longueur

⇒
Deconstruction 
of measurement - Change of scale

XIII. Largeur

XIV. Volume

XV. Glandeur

Continuité

XVI Division

⇒
Deconstruction 
of continuity 

- Heterogeneous insertion 
- Detachment

XVII Mobilité

XVIII. Clôture

XIX. Fixation

XX. Flexion

<Table 2>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in the fashion decentering phenomenon

바르트(Barthes, 1967/1998)는 여성 의복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 묘사된 의복에 대해 연

구하였다. 이에 기호학적 복잡성과 질서를 탐구하

여 모드(mode)는 정확한 체계로 구성될 수 있고, 외
시측면에서 모드는 기호체계가 되며, 공시측면에서 

수사학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생산한다고 보았

으며, 이를 ‘모드의 체계(systeme de la mode)’로 제

시하였다. 바르트는 글로 쓰여진 의복, 즉 의복 발

화체의 분석을 위해 종류들의 집합을 장르(genre)
라고 보았는데, 장르는 의복 아이템, 액세서리, 신
발, 연결 도구, 머리 장식 등 의미 작용의 지주나 대

상을 별 차이 없이 채울 수 있는 질료를 일컫는다. 
반면에 의복 발화체에는 독립적이고 더 이상 축소

될 수 없는 어떤 실질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있는데, 이를 변수로 제기하였다. 예
를 들어, 장르의 실질은 코트처럼 물질적인 반면에 

변수의 실질은 ‘긴/짧은’, ‘옆이 트인/옆이 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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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and Barthes' ‘The list of mode parameters’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Relational 
parameter

Position

XXI. Position horizontale

⇒
Deconstruction 
of the position

- A vertical or horizontal 
decomposition

- Displacement

XXII. Position verticale

XXIII. Position transversale

XXIV. Orientation

Distribution

XXV. Addition

⇒
Deconstruction of 
the distribution

- Repetition
- Overlaying
- Juxtaposition

XXVI. Multiplication

XXVII. Équilibre

Connexion

XXVIII. Émergence

⇒
De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 Indeterminate form
- Decomposition of the wearing 

order
XXIX. Association

XXX. Régulation

<Table 2> Continued

않은’처럼 항상 비물질적이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제시한 변수의 모든 항들은 통합체적 비양립성의 

리스트로 이루어지며, 부재와 대립되는 존재와 자

질을 나타내는 존재 변수(exitential parameter)는 아

이덴티티(identity), 형상화(configuration), 질료(matter), 
측정(measurement), 연속성(continuity)으로 분류되

며, 한 의복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관계 변수(relational parameter)는 위치(position), 
배열(distribution), 결합(connection)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외형미와 착용미를 중심으로 현대 패

션에 나타난 해체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

된 미적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바르트가 제시한 

‘모드의 변수’ 리스트가 체계적으로 구분된 대립항

을 제시함으로써 의복 텍스트 내부에 지닌 절대적

으로 여겨지던 미적 특성의 해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바르트의 변수 리스트

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미적 특성

들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성을 구분하여 정리하

고, 부족한 특성들을 보완하여 패션에 나타난 해체

성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Table 2>와 

같이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의 해체성을 고찰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Deconstructive characteristics shown in 
existential parameter in clothing 

복식에서 아이템의 종류를 물질적인 실질인 장

르로 보고,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실질을 

변수로 보았을 때 존재 변수(existential parameter)
는 의복 존재의 자질을 한정하는 것으로 아이덴티

티, 형상화, 질료, 측정, 연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Deconstruction of identity
아이덴티티(identity)는 의복의 종류나 부재에 대

립되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를 의미한다. 아이덴티

티의 해체(Deconstruction of identity)는 한 종류를 

다른 종류들에 대립시키지 않고, 한 요소의 존재를 

그것의 부재에 대립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전체성, 완벽성, 진품(眞品)성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의복 개념을 거부하고, 타자적 존재였던 

파편화된 부분, 불완전성, 모조(模造)성에 미적 가

치를 부여하고, 이를 창조적 디자인을 위한 표현 

방식으로 수용하는데 생략, 모조, 훼손, 미완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생략(omit)은 필요한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복

식미에 있어서 생략은 필수적 요소인 형태 구성 요

소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2014 F/W 시즌 디자인은 재킷

을 구성하는 칼라, 바디스(bodice), 소매의 일부분을 

생략하여 마치 의복 일부가 잘려나간 것과 같은 시

각적 효과를 나타낸다(Fig. 1). 생략 방식을 활용한 

탈구성적 디자인들은 완전/불완전의 대립 구도에서 

타자의 영역에 있는 불완전의 미적 가치를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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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을 추구

하는 중심적 사고를 거부하고, 불확정적인 구성법

을 통해 새로운 복식 조형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모조(imitate)는 원작(原作)의 복제 방식으로 재

생기술의 발달과 복제 기술의 발달로 현대 문화 예

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복식 외형미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 모조는 복식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용도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실제

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이나 구성 요소를 트롱프

뢰유(trompe-l'oeil)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식

으로 나타난다.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의 2011년 S/S 시즌 컬렉션 작품에서 선보

인 평면적으로 보이는 코트는 뒤에서 보면 샌드위

치 보드(sandwich board)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Fig. 2). 잘 재단된 코트가 실제로 평면적인 모형에 

불과할 뿐인 이 디자인은 전형적인 옷의 패턴을 재

해석하는 모조 방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요소의 조

합을 추구한다. 트롱프뢰유 기법은 초현실주의자들

이 환상적 분위기를 창출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

던 방법으로 현실과 환상을 양립시킨다. 이는 현실

과 상상, 진실과 허위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해체하고, 양쪽 모두를 수용함으로써 

탈중심적 해체 특성을 나타내는데, 복식에서는 아

이템이나 착장 방식, 디테일 등의 위장을 통해 표

현된다.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가 2004 F/W 
시즌 선보인 블레이저 재킷은 컬러를 다르게 배색

 

<Fig. 1> Hood 
by air, 2014 F/W. 
From http://www. 
style.com

<Fig. 2> Maison Martin Margiela, 
2011 S/S. From http://www.style. 
com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칼라, 포켓 등이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이다(Fig. 3). 
모조 방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의복에 부

여하거나, 허위의 복식 아이템을 실제 착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냄으로써 진실/허위, 현실/상상, 자연/
인공 등으로 이분화하는 중심주의의 대립구조를 해

체한다.  
훼손(damage)은 의도적으로 헐거나 깨뜨려 못쓰

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복식에서는 소재 자체의 

낡은 흔적을 통해 의복 수명이 오래됨을 형상화시

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복식 외형미에 있어 훼손

은 찢거나 구멍 내기, 헤진 느낌이 나도록 색을 흐

리게 하는 페이딩(fading), 시접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물의 올을 적당히 풀어, 낡아 보이게 하는 

프린징(fringing), 마모, 탈색, 스톤 워싱(stone washing)
이나 초산가공 등을 통해 색이 바랜 것과 같은 효

과를 내는 방법, 오염되고 얼룩진 효과를 내기 위

해 염색하는 방법, 구겨지고 불규칙적 주름으로 착

용 흔적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후세인 샬라얀

(Hussein Chalayan)은 2014년 F/W 시즌 원피스 드

레스의 앞부분을 의도적으로 찢고, 구멍 내어 형태

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켜 표현하였다

(Fig. 4). 훼손 방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해진 마

모와 낡음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표현 방

식으로 새 것/낡은 것, 완전/불완전, 미/추의 이분법

적 구조를 거부한다. 그리고 고급 소재, 완성도 높은 

봉제, 장식적인 디테일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중심적 

사고 체계 내에서 소외되었던 낡고 훼손된 의복의 

조형적 특성들이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

한 미적 표현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완성(unfinish)은 완성이 덜 됨을 의미하는데, 

복식에서 미완성은 의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임을 표현함으로써 복식 조형 원

리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조적

으로 불안하고 형태 구분이 모호해 불완전의 미를 

나타낸다. 미완성은 의복 제작 과정을 마무리하여 

전체적 외형을 완성하는 대신, 구성선을 봉제하지 

않은 채로 두거나, 의복 안쪽에 가려져 있던 봉제를 

위한 도식이나 흔적들을 의복 표면으로 노출시키기

도 하고, 의복 제작 과정 자체를 이미지화하는 방식

으로 표현된다.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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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ktor 
& Rolf, 2014 
F/W. From http:// 
www.style.com

<Fig. 4> Hussein 
Chalayan, 2014 
F/W. From http:// 
www.style.com

<Fig. 5> Comme 
des Garçons, 2007 
S/S. From http:// 
www.style.com

은 2007년 S/S 시즌 흰색 소재의 원피스 드레스에 

검은색 라인 테이프로 수직과 수평의 그리드를 표

현한 후, 그 위에 테일러드 재킷의 형태를 이미지

화하였다(Fig. 5). 특히 원피스 드레스의 뒷면에 놓

인 검은색 천 조각들은 칼라, 앞길의 일부 조각만

을 부착하여 재킷의 앞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직물 조각들은 개체로 보면 아무 연관성이 없는 파

편화된 직물일 뿐이며, 연상 작용을 통해서만 재킷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도지, 제도를 위한 안내선, 
의복의 일부분으로 추측되는 파편화된 직물 조각

들은 의복 제작과정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미완성을 

표현하고 있다. 미완성은 봉제 및 시접 처리가 완

벽해 착용자의 인체에 잘 맞고 활동을 방해하지 않

으며, 장기간 착용해도 의복이 쉽게 손상되지 않아

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복 구성과 의복 외형에 관련

된 미적 규범을 해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

되었던 의복 제작 과정과 불완전성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한다. 

2) Deconstruction of configuration
형상의 해체(Deconstruction of configuration)는 의

복의 형태, 밀착도, 운동성의 측면에서 균형, 안정, 
조화를 추구하는 중심주의적 복식 외형미를 거부

하고, 타자의 영역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왜곡과 

변형, 불안정, 부조화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

로 형태 왜곡, 부적합 사이즈로 구분할 수 있다.
왜곡(deforming)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

릇되게 하는 것으로 복식에서는 의복 전체 형태나 

의복 구성 요소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하여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를 창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2011 F/W 시즌 종이 접기와 같이 한 장의 천을 접

어 토루소 전체를 감싼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6). 
의복의 전체적인 외형은 과도하게 확장되었고, 바
디스, 소매, 칼라나 구성선들이 명확하지 않아 의복 

구조와 착용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형태 왜곡은 

신체와의 조화나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며, 의복의 

창조 범주를 비례미, 조화미, 균형미 등의 미적 기

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외형을 창조

하는 것에 두는 중심주의적 의복 개념을 전복하고, 
불균형적이며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새로운 복식 

외형미를 창조한다.
부적합 사이즈(unfitting the sizes)는 착용자의 신

체 사이즈와 의복의 사이즈가 알맞게 들어맞지 않

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 의복 개념이 착용감, 
착탈의 용이성, 맞음새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탈피

하여 지나치게 꽉 맞고 끼거나 지나치게 크고 헐렁

해서 착용자의 신체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

타난다. 꼼 데 가르송은 2014 F/W 시즌 착용자의 

신체보다 지나치게 큰 코트를 디자인하였다(Fig. 7). 
과도한 여유분과 신체에 비해 큰 사이즈의 재킷은 

착용자의 신체와 활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 아이가 어른의 의복을 착용한 것과 같은 인상

을 준다. 이러한 디자인은 의복이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편안함과 안락감을 주는 동시에 착용자

<Fig. 6> Issey Miyake, 
2011 F/W. From http:// 
www.style.com  

<Fig. 7> Comme des 
Garcon, 2014 F/W. From 
http://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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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는 전통적인 의복 개념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착용자 신체에 부적합한 사

이즈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식 형상화 방

식을 거부하고, 부조화와 불균형의 미를 제시한다.

3) Deconstruction of matter
질료의 해체(Deconstruction of matter)는 물질의 

생성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상을 형성하기 위

한 재료인 질료의 특성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의복

의 무게, 유연성, 부각(浮刻), 투명성, 재질 등의 측

면에서 균형미와 조화미를 강조하는 중심주의적 

의복 개념을 거부하고, 이질적인 소재들을 혼용하

여 불균형, 부조화에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질적 소재의 혼용(heterogeneous materials) 방

식은 유사한 재질과 문양의 소재를 조합하여 조화

미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의복 개념을 거부하고, 전
통적 의복 개념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다고 여겨지

던 상반된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재 간 

극단적 대비와 부조화를 새로운 미적 표현 방법으

로 재해석한다. 사카이(Sacai)는 2014 F/W 시즌 컬

렉션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매끈해 보이는 울 소

재와 무겁고 거친 모피를 혼합하거나, 여기에 비닐 

광택이 나는 패딩을 믹스매치하는 등 우븐과 니트, 
투명과 불투명, 광택과 무광택 등의 대립되는 물성

(物性)을 지닌 이질적 소재를 조합하여 소재 간의 

부조화를 강조하였다. 헤링본 직물에 니트를 더하

고, 라펠에 가죽 안감을 대어 완성한 재킷은 서로 

다른 소재의 재킷을 레이어드하여 착용한 것이 아

니라,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스커트 역시 불투명

한 우븐 소재와 신체가 들여다 보이는 얇고 비치는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클래식한 소재를 세련된 룩

으로 연출하였다(Fig. 8). 이질적 소재의 혼용은 전

통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작은 크기의 문양과 큰 

크기의 문양, 플로럴 문양 등 여성적 문양과 스트

라이프처럼 남성적인 문양의 조합과 같이 이질적

인 특성의 문양을 혼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

다. 이질적 소재의 혼용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부

조화로 타자화되어 제한되어 온 무게, 유연성, 부
각, 투명성, 재질, 문양 등이 서로 다른 소재들을 혼

합 사용하여 새로운 조화와 외형미를 창조하고 있

다. 최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재 자체에 

<Fig. 8> Sacai, 2014 
F/W. From http://www. 
style.com

<Fig. 9> MM6, 2014 F/W. 
From http://www.style.com  

이질적인 질감과 문양을 내재한 신소재가 개발됨

에 따라 질료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부적절 소재의 사용(inappropriate materials)은 신

체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의복의 소재로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배

제되고 소외되었던 재료들의 미적 가치를 재인식

하고, 이를 의복 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엠엠식

스 바이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M6 by Maison 
Martin Margiela)는 완충 효과나 단열 효과 등을 위

해 사용되는 포장 재료인 에어 캡(air cap) 혹은 버

블 랩(bubble wrap) 소재를 의복의 소재로 활용하

여 티셔츠를 디자인하였다(Fig. 10). 부적절 소재 

사용방식은 중심적 사고 하에서 의복 소재로 부적

합하다고 여겨지던 소재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

여함으로써 복식에 관한 전통적 질료 개념을 해체

시키고, 이를 통해 창조를 위한 재료 영역을 확대

시킨다.

4) Deconstruction of measurement
의복 측정 기준의 해체(Deconstruction of measure-

ment)는 길이, 넓이, 부피, 크기 등의 의복 측정 기

준에 있어서의 변형을 통해 불균형과 부조화의 미

를 미적 표현 방식으로 수용함으로써 균형과 조화

를 중시하는 중심주의적 복식 외형미를 해체한다.
규모 변형(change of scale)은 의복 구조 내의 각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적 규모 비율이 파

괴되어 발생된다. 가레스 퓨는 2014년 F/W 시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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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areth Pugh, 
2014 F/W. From http:// 
www.style.com

<Fig. 11> Viktor & Rolf, 
2013 F/W. From http:// 
www.style.com

체에 슬림하게 맞는 바디스와 소매에 비해 칼라를 

극도로 확대하고 과장하여 전통적인 복식에 나타

나는 균형적인 규모와 바디스와 소매의 조화를 파

괴시키는 코트를 디자인하였다(Fig. 10). 빅터 앤 

롤프의 2013 F/W 시즌 재킷 디자인은 거대한 리본

을 달아 전체적인 의복과 장식적인 디테일 간의 관

계에서 규모의 불균형을 나타낸다(Fig. 11). 신체와 

착용자의 활동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디자

인들은 의복 구성 요소 간 비례와 균형을 의도적으

로 파괴하고, 전통적인 의복 기능과 실용성을 배제

한 채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초월한 복식미를 창조

할 수 있다. 규모 변형은 의복 전체나 의복 구성 요

소 간의 규모 관계에 있어 타자적 영역에 있던 부

조화와 불균형의 미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복식 

외형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

림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적 표현으로 해석

되기도 한다.

5) Deconstruction of continuity
연속성의 해체(Deconstruction of continuity)는 끊

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성질인 연속성이 파괴되어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복식에서는 

의복 전체 구조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배제하는 방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질적 요소 삽입과 분절화하

여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탈중심의 

사유는 의복 외형을 파편화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개체의 의미와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

서 가지는 조형적 연속성을 파괴하고 상이한 의미

를 형성하거나, 관계성이 단절된 독립된 형태 이미

지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자율성을 표현하기도 한

다(Kwon, 2004). 
이질적 삽입(Heterogeneous insertion)은 구성 요

소의 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식 구조 내에서 전

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시각적 자극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 표현 방법이다. 이는 보편적 

형태나 위치와의 차이나 거리감을 극대화할수록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익숙한 기존의 요

소를 차용하거나, 위치나 형태를 변화시켜 낯설게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질적 소재와 모

티브를 사용하는 방식과 어떤 형태를 왜곡하여 다

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표현된

다. 펜디(Fendi)의 2014 F/W 시즌 디자인은 코트 드

레스의 바디스, 소매, 어깨선 부분에 슬래시를 여러 

개로 한 후 슬래시 사이로 퍼(fur)가 안쪽에서 밖으

로 나온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의 삽입으로 심플한 코트 드레

스의 전체적 이미지는 파편화되고 연속성이 해체

되는 시각적 자극과 새로움을 주는 미적 효과를 나

타낸다(Fig. 12). 이는 이질적 의미가 내재된 의복 

구성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복식 외형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연속의 미를 창조하

고 있다.
탈부착(detachment)은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의복을 파편화하여 연속성을 파괴하고, 분절된 개

<Fig. 12> Fendi, 2014 
F/W. From http://www. 
style.com

<Fig. 13> MM6 Martin 
Margiela, 2014 F/W. From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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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을 단추, 지퍼, 스냅, 후크 등 연결 장치들을 사

용해서 재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체들

의 조합 방식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

기 때문에 복식 외형미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엠엠식스는 2014년 F/W 시즌 롱 원피스 드레스를 

여러 개의 작은 패널로 파편화 한 후 착용자가 연

결 장치인 버튼을 통해 임의대로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의 정도에 따라 노출 정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 13). 이는 고정된 복식의 

외형이 아니라, 착용자의 미적 표현 욕구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탈부

착은 고정되고 확정적인 단일한 외형을 추구하던 

중심주의적 의복 구성 개념을 해체하고, 변경 가능

하고 유동적인 복식 외형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연결 방식의 임의성을 통해 무한한 

복식 외형미를 창조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비종

결적, 비결정적,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탈중심화

의 열린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2. Deconstructive characteristics shown in re-
lational parameter in clothing 

의복에서 관계 변수(relational parameter)는 의복 

요소의 공간 관계를 함축하고 배치를 결정하는 위

치, 의복 요소를 부가하거나, 반복적이고 무한하게 

증식하여 표현하는 배열, 두 개 이상의 의복 요소

들이 등위로부터 의미를 생성하고, 물질적 요소들

을 조합하는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Deconstruction of the position
위치의 해체(Deconstruction of the position)는 수

평, 수직, 횡단 위치와 방향성을 포함하는 위치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복식 외형미의 중심을 형성하

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식과, 의
복 구성 요소들을 전통적인 의복 개념에 따른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에 위치시키는 전위의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수직․수평의 파괴(a vertical or horizontal decom-

position)는 의복의 중심을 이루는 앞 중심, 여밈, 다
트, 옆선 등의 수직적 균형이나 소매 끝단, 치맛단, 
바짓단 등의 수평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난다. 
앤 드뮐미스터는 2011 S/S 시즌 바이커 재킷과 승

마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14). 
화이트 컬러의 재킷은 한 쪽 소매만 있고, 재킷이 

여며지는 앞 중심이 비스듬히 구성되었으며, 팬츠 

역시 양쪽을 길이가 다르게 디자인되어 대칭 균형

을 이루지 않고 있다. 수직․수평의 파괴는 의복 착

용법과 구성에 있어 좌우 대칭과 수직․수평의 균

형미와 조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을 

거부하고, 비대칭, 불균형적인 형태를 미적 표현 영

역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복 질서를 해체

하고 불확정적인 복식미를 창조한다.
전위(displacement)는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

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

남을 연출시키는 기법이다. 복식에서의 전위는 의

복의 구성 요소나 디테일 등의 상/하, 전/후, 내/외
의 위치를 뒤바꾸거나, 원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위치 지우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2011 F/W 시즌 

18세기 마리 앙트와네트(Marie Antoinette)를 연상

시키는 헤어스타일과 당시 여성복에서 영감을 받

은 로맨틱 스커트와 버팀대를 활용하였다(Fig. 15). 
그는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드레스 안에 착용하

던 버팀대를 의복의 표면으로 위치 전환시키는 동

시에 버팀대가 가진 스커트를 부풀려 보이게 하는 

본래의 기능은 상실한 채 장식적 모티브로 사용하

였다. 전위는 위치의 확정성을 우선시하는 복식에 

대한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해체한다. 

<Fig. 14> Ann Demeule-
meester, 2011 S/S. From 
http://www.style.com 

<Fig. 15> Yoji Yama-
moto, 2011 F/W. From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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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construction of the distribution
배열(配列)은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나열하

는 방식으로 복식 외형미에 있어서 배열은 부가, 
증식, 균형 측면으로 파악된다. 배열의 해체(Decom-
position of the distribution)는 불필요한 요소를 복잡

하게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아이템을 여러 겹

으로 겹쳐 표현하거나,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요소

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복식의 단순미, 기능미, 
균형미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반복, 
중첩, 이접으로 나타난다.

반복(repetition)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의복 구성에 있어 반복은 복식 조형 요소를 되풀이

함으로써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생성시키기도 하

고, 반복 형식을 통해 시각적 집중 효과를 창출하기

도 한다. 이는 단순미, 기능미, 절제미를 우선시하는 

중심주의적 복식 조형방식을 거부하고, 탈기능적 요

소들을 복잡하고 불균형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복식 

구성 요소 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거나, 새로운 형

태미를 창조한다. 안드레아 인콘트리(Andrea Incontri)
는 2014년 F/W 시즌 물건을 넣는 실용적인 용도를 

내재한 포켓 디테일을 동일한 사이즈와 형태로 필

요 이상 반복해 배열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Fig. 16). 그는 포켓을 기능적 요소를 배제한 

채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였는데, 특별한 의미와 가

치를 지니지 못하던 요소에 반복을 통해 새로운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해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첩(overlaying)은 동일한 요소를 거듭하여 겹

치거나 포개는 방식이다. 복식에 있어 중첩은 여러 

겹 겹쳐진 층이 중합되고 병치되어 원형과 다른 형

태미를 창출하고, 중첩된 개체 각각에 내재된 의미

가 혼합되고 재구성된다. 빅터 앤 롤프는 2011년 

S/S 시즌 컬렉션에서 남성복 버튼다운 셔츠에서 영

감을 받은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소매, 칼라, 스커

트 각 부분을 드레스 전체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미

적 조형물로 인식하고, 각각의 부분에 이질적 소재

를 사용하여 중첩시켰다(Fig. 17). 중첩 방식은 의

복 아이템과 의복 구성 요소를 본래의 기능에서 탈

피해 또 다른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조형 요소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개체의 무의미성을 강조한다. 
또한 중첩에 의한 다양한 의복 아이템의 겹침 효과

는 중심주의적 복식 외형미를 해체하는 동시에 다

<Fig. 16> 
Andrea Incontri, 
2014 F/W. From 
http://www.style. 
com

<Fig. 17> Viktor & 
Rolf, 2011 S/S. From 
http://www.style.com

<Fig. 18> 
Sacai, 2014 
F/W. From 
http://www.
style.com

양한 착장방식을 제안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접(juxtaposition)은 배타적 논리합을 뜻하며, ‘이

것 또는 저것’에서 ‘또는’을 가리킨다. 복식에서 이

접적 표현 방식은 서로 상관이 없거나 상호 대립적

인 의복 구성 요소들을 인접하여 배열시킴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외형미를 창출한다. 사카이

는 2014년 F/W 시즌 의복을 좌우로 나누어, 각각에 

더블 브레스트 재킷과 코트를 착용한 모습을 나타

내는 디자인을 선보였다(Fig. 18). 전체를 구성하는 

의복의 각 부분에 이질적 요소들을 병치하고 혼합

하는 이접은 한 개인이 착용하는 하나의 의복 아이

템에 서로 다른 두 벌의 의복을 착용한 이미지를 

결합시켜 놓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접 방식은 어느 

한 편의 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각의 대립적인 

이미지들이 서로 충돌하여 강조되면서 규정하기 

어려운 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복식 외형미의 전

체성을 해체하고, 무질서를 초래하며, 이를 통해 새

로운 복식 유형을 창조한다. 

3) De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결합방식의 해체(De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는 의복의 외형미에 있어서 출현, 연결, 조정 등을 

통해 의복 외형과 착용방식을 결정하는 결합방식

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는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서 추구하는 고정된 룩과 외형으로 제한된 착용방

식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소재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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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착용 방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형태를 창조하는 

부정형과 중심주의적 의복 개념에 의해 고정된 의

복 착용 방식을 거부하여 새로운 복식 외형을 창조

하는 착용 순서의 해체로 나타난다.  
부정형(indeterminate form)은 소재의 선택과 착

용 행위를 통해 일정 형태로 정형화된 의복의 외형

과 착용 방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반

적으로 의복은 직선적인 재단법, 이차원적 소재와 

구성 방법을 가지고, 삼차원의 인체나 인체를 모형

화한 바디에 착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함으로써 완

결된 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정형의 의복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착용 대상에 따라 유동적인 

복식미를 창조함으로써 불확정적이고 우연적인 미

를 나타내게 된다. 복식에서 부정형은 직물이 구성

선을 중심으로 봉제되어, 하나의 고정된 룩을 창조

하는 결합방식에서 벗어나 착용 대상이나 착용 방

법에 따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주로 소재 자체의 물성을 활용하거나, 매
기, 두르기, 감기, 걸치기 등의 착용 방법을 사용한

다.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2011년 F/W 
시즌 의복의 바디스 부분과 소매, 네크라인, 앞 중

심 등 의복 구성 요소들의 구분이 모호하며 신축성 

있는 니트로 제작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착용자

의 체형이나 착용법에 따라 머플러, 가디건, 아우터 

등 각기 다른 아이템의 형태를 창조해내는 부정형

의 디자인이다(Fig. 19). 이는 고정된 룩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의복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체

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착용 순서의 해체(decomposition of the wearing 

order)는 의복 아이템과 의복 구성 요소에 내재된 

상/하, 내/외, 전/후 등 착용 순서 개념과 드레스 코

Characteristics
Division Type Method of expression External form

Exitential  
parameter 
in clothing

Deconstruction 
of identity

Omit
Some essential components shall be 
omitted to deconstruct a continual 
'frame' or exclude a sense of unity.

- Parts of the components forming the 
clothing shall be deleted.

Imitate

Some virtual functions shall be added 
to the clothing to create an effect that 
those false clothing items may be worn 
actually.

- Some virtual components shall be ex-
pressed.

- Trompe-l’œil technique

<Table 3>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shown in the 21st century fashion decentering phenomenon

<Fig. 19> Junya Watanabe, 
2011 F/W. From http:// 
www.style.com

<Fig. 20> Chanel, 2014 
F/W. From http://www. 
style.com

드(dress code)에 따른 착용 순서의 질서를 거부하

고, 이와 부조화되고 불일치하는 의복 착용 방식을 

통해 새로운 복식 외형미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

타난다. 샤넬(Chanel)의 2014 F/W 시즌 디자인은 

속옷이나 운동복으로 착용하는 블랙 컬러의 박서 

쇼츠를 화이트 팬츠 위에 착용함으로써 내/외의 측

면에서 전통적인 드레스 코드에 따른 의복 착용 순

서를 전복하고, 이를 대조되는 컬러를 통해 강조하

고 있다(Fig. 20). 의복 간의 결합 방식인 착용 순서

를 해체하는 방식은 의복에 내재한 의미를 전복하

고, 전체적인 외형미를 창조하는 각각의 아이템간

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룩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패션에 나타난 해체성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출한 체계(Table 2)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고

찰한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의 

해체성의 미적 특성을 표현 방식과 외적 형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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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Type Method of expression External form

Exitential  
parameter 
in clothing

Deconstruction 
of identity

Damage
A complete clothing shall be inten-
tionally damaged to attach an aesthetic 
value to wearing and abrasion.

- Fading, fringing, bleaching, stone-wa-
shing, acetate processing, contamination 
through dyeing, forming of wrinkled 
and irregular pleats, tearing or pun-
ching of a complete clothing, etc.

Unfinish
An imperfect beauty shall be expressed 
by representing a clothing manufac-
turing process on the clothing itself.

- Traces of sewing process shall be ex-
posed.

- The ordinary tools and techniques used 
for manufacturing of the clothing shall 
be recomposed at different positions 
or under different conditions.

- The manufacturing process itself shall 
be imagized.

Deconstruction 
of configuration

Defo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ody 
and clothing shall be destroyed to vary 
the look of clothing.

- The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hu-
man body and clothing shall be ig-
nored to increase or decrease the 
scale of clothing excessively.

Unfitting the 
sizes

The traditional methods of forming the 
clothing shall be refused to create an 
inharmonic and unbalanced aesthetics.

- Fitness shall not be considered.
- A clothing too large or small for the 

human body shall be imagized.

Deconstruction 
of material

Heterogeneous 
materials

The traditional clothing materials shall 
be refused to pursue an aesthetics of 
inharmony.

- Combination of conflicting materials
- Mixed match of conflicting patterns
- Use of a material of a heterogenous 

texture

Inappropriate 
materials

The scope of the materials shall be 
expanded for creating of new clothing 
by attaching a new aesthetic value to 
some inappropriate materials.

- The materials (industrial or factory- 
use) that have been deemed inappro-
priate for the clothing materials shall 
be used.

Deconstruction 
of measurement

Change of 
scale

The relationship among the clothing 
components shall be destroyed to vary 
the look of clothing.

- The relative ratios of scale among 
clothing components shall be destroyed.

Deconstruction 
of continuity

Heterogeneous 
insertion

The continuum of the external beauty 
of clothing shall be destroyed for a 
visual stimulation and creativity.

- The components of a heterogenous 
meaning and figurative nature shall 
be inserted.

Detachment Variable and flexible look of clothing 
shall be created.

- The clothing shall be segmentalized to 
be detachable/attachable with button, 
zipper, snap, hook and other connec-
tions.

Relational  
parameter 
in clothing

Deconstruction 
of the position

A vertical or 
horizontal 

decomposition

The symmetric balance and harmony 
shall be refused in terms of wearing 
methods and clothing composition, and 
instead, an aesthetic expression of un-
balance shall be accommodated to de-
construct the clothing order and create 
a clothing aesthetics of uncertainty.

- Such vertical balance as front center, 
dart, side seam shall be destroyed.

- Such horizontal balance as sleeve end, 
skirt end and trouser end shall be 
destroyed.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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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Type Method of expression External form

Relational  
parameter 
in clothing

Deconstruction 
of the position Displacement An odd harmony shall be pursued among 

the clothing components.

- Such positions as upper/bottom, front/ 
rear and inside/outside shall be reversed.

- The clothing components shall be used 
for other functions than their original 
ones.

Decomposition 
of the 

distribution

Repetition The same element shall be repeated to 
create a new value.

- Certain components such as details, 
items and materials shall be used 
repeatedly.

Ovelaying

An overlaying effect ignoring the func-
tional aspects shall be created to high-
light the insignificance of the indivi-
dual components.

- Same items or clothing components 
shall be overlaid repeatedly.

Juxtaposition
Heterogenous elements shall be juxta-
posed to exclude the integrity and unity 
of the entire clothing structure.

- Heterogenous and conflicting clothing 
elements shall be laid out side by 
side.

De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Indeterminate 
form

A new clothing aesthetics shall be crea-
ted through wearing behaviors.

- Detachable/attachable clothing
- A clothing design applying such wea-

ring methods as tying, wrapping, bin-
ding and draping

Decomposition 
of the wearing 

order

The wearing order of the dress codes 
fixed as social norms shall be destroyed 
to create a new clothing look.

- Destruction of the dress code
- The wearing order of upper/bottom, 

inside/outside and front/rear shall be 
destroyed.

<Table 3> Continued

V. Conclusion

본 연구는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

을 의복과 착용자에 따른 내재적 의미인 정신미, 
착용자의 신체에 따라 형성되는 인체미를 배제하

고, 의복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외형미와 착용자에 

의해 착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착용미를 중심으

로 한 해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의복 외부로부터의 갈등요소를 끌어들이지 

않은 채 의복이라는 물질적 범주 내에서 탈중심화

의 해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바르트가 비물질적인 

실질을 비양립성의 리스트로 제시한 모드의 변수 

리스트를 해체의 전제 요소로 제기하였고, 해체성

의 표현 방식을 부재와 대립되는 존재와 자질을 나

타내는 아이덴티티, 형상화, 질료, 측정, 연속성으

로 이루어진 존재 변수와 위치, 배열, 결합으로 이

루어진 한 의복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변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아이덴티티의 해체는 생략, 모조, 훼손, 미완성 

등의 방식으로 전체성, 완벽성, 진품성을 추구하는 

복식 구성에 있어서의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해

체한다. 형상의 해체는 형태 왜곡, 부적합 사이즈로 

나타난다. 질료의 해체는 이질적 소재의 혼용 방식

과 부적절 소재 사용으로 나타난다. 측정 기준의 

해체는 규모 변형 방식으로 나타난다. 연속성의 해

체는 이질적 삽입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 위치의 해체는 수직․수평의 파괴나, 전위 방식

으로 나타난다. 배열의 해체는 중첩, 이접 방식으로 

나타난다. 결합방식의 해체는 부정형과 착용순서의 

해체로 나타난다.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의 해

체적 특성은 의복의 존재와 의복 구성요소 간의 관

계에 있어 전통적 의복 개념이 제시해온 고정된 척

도와 기준, 의도된 구조나 기능의 거부,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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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부조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체적 

특성들은 전통적 의복 개념이 지향해 온 대칭, 균
형, 조화, 완전, 단순미를 거부하고 중심적 사고체

계에서 소외되고, 상대적 열위에 놓였던 비대칭, 불
균형, 부조화, 복잡, 불완전, 복잡성 등에 새로운 미

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미적 표현 양식에 반영

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롭

고 독창적인 룩을 창조해 냄으로써 복식 조형에 있

어서의 표현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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