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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sed on a concept of Nietzschean nihilism, this study aimed at interpreting the nihilism in 
arts and its expressions, also analyzing the modern fashion collection from the same angle. The 
research was centered on arts after 1980, when post-modern formal destruction expanded in ear-
nest and on the fashion collection after the 20th century, easily accessible to data. Particularly, it 
set 1994 nihilism collection by Alexander McQueen, a representative nihilist fashion designer as a 
starting point. 

Nietzsche mentioned that true arts may be achieved when Apollonian characteristics including a 
bodily sensory system and an idealization process and Dionysian characteristics including every 
human feeling are integrated. Besid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artist being repre-
sented as an image of Übermensch. The Übermensch image, reflected in arts and artistic nihil-
ism, represents themes of violence/death, realistic/unrealistic expressions, human body/inhuman 
aversion materials and the transmutation of a form. Fashion collection expressions, owing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show form unlike other arts, were segmented as a realistic 
Übermensch image using a model in a theme, expression, material and form. The theme of vio-
lence/death was divided into the death of human and a society. Human life/death was expressed 
as destruction of human weakness and self-identity, sexual objectification and violence, and social 
death as destruction and conflict of a class, nation, culture and nature. As for the expression, it 
was divided into the realistic expression of the primitive/natural and directing of an unrealistic at-
mosphere using a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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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창조적인 인간은 강하고 아름다우며 능동적인 삶

의 자세로 허무함과 약함을 파괴한다. 현대 인간사회

는 허무주의로 인하여 신이 죽은 사회, 진리가 없는

사회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목적이 없고 모든 가치가

없어지는 우울하고 불행함을 겪는다. 강한 인간은 허

무주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체된 진리의 다

원성을 철저하게 수용하며,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

한다.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허무주

의적 상황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력

인 힘에의 의지(Will-to-power)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기 강화와 자기극복의 힘을 길러 고통

을 이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무주

의는 창조의 상황적 배경이다. 예술은 허무극복의 수

단이며 그 주체는 예술가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

하는 긍정적 수단에 대해 예술을 주장하였고, 예술은

적극적 성격의 강한 힘에의 의지 발현이라 하였다

(Friedrich, 1997).

니체의 주장 이후 허무주의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서 등장하였다. 특히 허무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은 20

세기 예술경향인 개념주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

의 등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해왔다. 허무주의 예술은

주제나 소재선택, 형식구현 측면에서 타 미술사조들

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허무주의 예술만의 구별되

는 특수한 표현 등은 타 장르와는 다른 독자성이 있

다. 허무주의 예술은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성으로 언급되는 단순한 파괴와 해체, 반항이 아니

다. 허무주의 예술가들은 인간 내면으로부터 발생한

허무한 감정, 무의식, 본능과 욕망으로의 집중, 생명

을 향하는 죽음 등을 주제로 선택하고, 이를 부각시

키기 위한 소재를 이용하고, 작품으로 표현한다.

예술과 마찬가지로 패션컬렉션에서도 허무주의는

꾸준히 등장하였다. 허무주의 패션디자이너로 대표적

인 Alexander Mcqueen은 1994 S/S “Nihilism” 컬렉

션을 통하여 자기내면의 허무주의 극복의지를 표현

하였다. 이후 1995 S/S “The birds” 컬렉션에서는

roadkill을 주제로, 1995-1996 F/W “Highland and

Rape” 컬렉션에서는 학살 역사와 전쟁에 대한 반향

을 주제로 패션에서의 허무주의를 표현하였다. 맥퀸

의 컬렉션 스타일링에서 나타나는 허무주의는 사회를

향한 디자이너의 폭넓은 비전의 일부이며, 니체의 허

무극복의 인간인 초인(위버멘쉬 Übermensch, over-

man/superman, 超人)을 지향한다. 그의 컬렉션들은

인간내면의 금기영역, 신체영역을 탐색하는 판타지로

표현되었고, 인간 내․외부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미의식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허무주의 개념은 본래 언어학, 철학에 뿌리를 두

고 있으므로 복식 계에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개념

과 동일시하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주로 다루었다.

Choi(2001), Chun, H. J. & Kim. J. Y.(1997)을 비롯

한 복식 계 선행논문에서는 허무주의에 관한 분석

없이 형태적인 해체와 내적인 해체로 나누어 분류될

뿐, 인간의 미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의 심오함을

그 시작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허무주의 예술의 표현

방식은 일반 해체주의 예술처럼 단순히 기존형식, 전

통의 거부 및 타파가 아니다. 허무주의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소제(小題)들 중 하나로 사용되어 오긴 하였

으나, 허무주의 예술만의 차이점은 예술가의 창작과

정에서 허무주의를 발생시킨 현실․상황적 특징과

예술가의 본능, 허무함(nihilism)을 느끼는 무의식을

시발점으로 하고, 예술가의 허무 극복의지를 기반으

로 한 인간내면의 고(苦)의 과정, 그를 통한 심오함

이다. 허무주의 예술가는 예술창작행위를 통하여 허

무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그 결과가 극도로 현

실적 또는 비현실적이라 평가받을지라도 예술 자체

에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진정한 예술을 지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을 통하여

예술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그의 표현을 해석하고, 같

은 시각으로 현대 패션컬렉션을 살펴보는데 있다. 또

한 ‘허무주의’라는 큰 주제아래 나타난 예술과 패션

컬렉션의 표현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패션컬렉션에 나

타난 허무주의의 특수성과 예술과의 공유성을 발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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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허무주의와 예술과의 관계를 니체의 허무주의 예술

구성과 초인 개념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고찰된 허무주의 예술론을 통하여 현대예술

에 표현된 허무주의를 살펴본다.

셋째,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현

을 예술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같은 틀로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넷째, 예술과 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현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의 특수성과 예술과의 공유성을 분석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문헌연구에서 니체의 이론, 특히 허무주의와 관련한

내용은 니체의 저서인 ‘유고’ 3권(Friedrich, 1974)을

바탕으로 하며 니체의 담론을 해석․분석한 언어학,

철학, 예술학 관련 전문서적과 선행 논문으로 이해한

다. 실증연구로서 예술과 패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적

표현방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예술전문 서적

에 나타난 작품사진, 예술 비평 및 패션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허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소주제로 자주

등장하였고 주로 반(反)형태적 예술실천으로 해석되

었다. 미국의 현대미술비평가 Jean Robertson은 그의

저서에서 1960년대는 몇몇의 작가에 의해 미술형식

이 파괴되었으나(포스트모더니즘), 1980년대부터는 형

식파괴와 허무주의가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

장되었다고 하였다(Jean, R & Craig, M, 2011). 본

연구자는 연구의 범위로, 예술에서는 허무주의가 예

술의 주제로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

한 1980년대 이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

상 지정을 위하여 예술가와 예술가의 창조상황에 접

근하여 허무주의의 시각으로 분류하고자, 작품의 제

목이나 작가의 인터뷰, 예술 및 디자인 비평 등을 통

하여 예술가의 작품 창작의도가 허무함과 관련되었

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패션에서는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20세기 이후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허무주의 대표적인 패

션디자이너인 Alexander Mcqueen의 1994 S/S nihil-

ism컬렉션을 시작점으로 하여 현재까지로 연구의 범

위를 설정한다. 연구자는 허무주의를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너와 그들의 패션컬렉션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고, 컬렉션들에 대한 해석 및 비평에 대한 내

용을 구성단어를 분석하며, 관련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 영상시청을 통해 연구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컬렉션은 하나의 주제아래 만들어진 부분적 패션

디자인들의 합이므로 사례 분석 시에 디자이너의 창

작의도, 표현방식을 컬렉션의 전체 흐름으로 살펴보

고 그에 등장한 의상을 함께 보면서 디자인의 의미

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현대 예술에서의 사례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미술비평잡지, 예술관련 서적, 선행논

문,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현대 패션컬렉션

에서의 사례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패션디자이너 컬

렉션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개별 디자이너 관련 서적

들, 선행논문, 패션비평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선정된 디자이너와 패션컬렉션에 대한

설명 및 어휘를 분석하였다. 어휘 및 내용은 패션컬

렉션북 Collezioni와 Alexander Mcqueen의 전 작

품을 다룬 단행본(Andrew, 2011), Vogue.com,

Vogue.it, Vogue.uk, Vogue.fr 그리고 style.com을 바

탕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허무주의 개념 및 특성
허무(虛無)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을 뜻하며

동양철학의 노자사상에서는 형상이 없어 볼 수도 들

을 수도 없는 우주의 본체를, 서양철학에서는 유(有)

에 대립하는 개념만 있고, 실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

한 무(無)의 의식을 말한다. 허무주의(Nihilismus, ni-

hilism, 虛無主義)란 최고가치의 탈가치에 의해 초래

되는 의미상실(Sinnverlust)의 경험상황, 절대적 무의

미함을 나타내는 이론이나 학설 또는 그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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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http://www.korean.go.kr, 2014).

허무주의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허무주

의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삶의 긍정을 되찾고자

노력할 수 있고, 현상극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힘이 발현하므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또한 극

도로 스스로를 치닫게 되면 최후에 실존적으로 결단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역설적으로 절대긍정, 실존에

의 의지를 얻을 수 있다.

2. 니체의 허무주의 예술
1) 허무주의 예술 구성

니체는 예술의 정의에 있어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두 범주를 도입하고 융합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전제조건이자 형태정립을 위한 양

식적인 것이며,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통합주제이자

내용인 도취, 허무의 극복, 생(生)과 삶, 인간적인 감

각이다. 니체는 예술 창조를 위해서는 도취적 느낌-

디오니소스적 감성이 필요하며, 그러한 도취의 감정

을 이끌어내려면 생리적인 신체감각기관, 동일화 또

는 이상화과정, 꿈의 형식인 아폴론적인 것들이 필요

하다 하였다(Friedrich, 1974).

아폴론적인 형식과 도취의 감정의 결합방식은 다

양하게 나타난다. 니체는 예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반드시 형식과 도취가 결합이 되어야 하며, 이 결

합으로 초인(위버멘쉬 Übermensch, overman/super-

man, 超人)이 탄생한다하였다. 형식과 도취 각각은

결합방법과 상황, 인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에

초인의 성격이 반영되고 이는 예술로 이어진다. 결합

방식은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아폴론적인 신체 감각기관과 디오니소스적인

1차원 욕망, 즉 성적쾌감과 공포 혹은 두려움 등의

도취감정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니체는 예술의

성립조건으로 도취의 감정, 즉 황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황홀경을 느끼는 방법은 하위

욕망인 생리적인 욕구 해소와 안전에 대한 욕구 해

소이며, 이는 성이나 배설과 관련한 쾌감, 상대적인

힘을 파괴함으로부터 나오는 쾌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도취 형식은 성적

인 자극 도취로, 이는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이 보여

주는 가장 근원적 생성의 힘이다. 니체는 모든 생명

체가 보여주는 성적도취는 예술 구성의 가장 기초적

인 두 가지, 즉 아폴론적인 신체기관과 디오니소스적

인 도취감정의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Lee,

2005).

다음은 아폴론적 형식과 디오니소스적 감정의 크

기차이에 대한 것으로, 먼저 형식이 도취보다 커진

형태(형식>도취)와 반대로 형식이 도취감정보다 상

대적으로 작아져 중요도가 거의 사라지고 생략된 것

처럼 보이는 경우(형식<도취)가 있다. 니체는 형식이

도취보다 극도로 커진 형태에 대해 특징들의 사라짐

이 아닌 극도로 몰아침, 파괴와 폭압의 과정이라 하

였고, 도취가 형식보가 커진 형태에 대해서는 예술을

유지하는 힘인 형식이 감정보다 중요도가 작아져 객

관적이고 외면적인 틀보다 인간내면에서 비롯한 본

능, 욕망, 무의식이 지배하는 형태라 하였다.

마지막 융합적 형태는 니체의 예술구성 중 유일하

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최종 목표 방식으로, 인간

은 꿈을 통하여 자신의 망상, 혼돈, 무질서의 느낌,

카오스적인 복합형태의 감성들을 비현실적인 아름다

움의 형태, 가상세계와 연결된다. 즉, 현실에서는 이

루어질 수 없으나 꿈이라는 형식을 빌려 꿈을 꾸는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로서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하는 방식이다. 니체는 비극적 신화, 비극의 예

술에 대하여 아폴론적 예술 영역과는 가상과 관조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디오니소스

적인 기쁨을 부정 혹은 긍정하면서 가시적 세계의

파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다(Frie-

drich, 1997). 진정한 예술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

소스적인 것의 절충과 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

은 지각된 현실 속에서,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동시

에 무한한 가상적인 것을 동경하며, 허무극복을 위해

예술을 창조한다.

2) 허무주의 예술과 초인

허무주의 예술의 구성, 즉 아폴론적, 디오니소스적

특징과 이 둘의 융합적 특징은 이후 초인역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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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으로 연결되는 핵심이다. 초인은 허무주의 상황

을 진정으로 극복한 인간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는

니체의 예술구성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 즉 아

폴론적인 특징과 디오니소스적 특징이 결합된 융합

형태로 반영된다. 초인은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면서,

인간이 자기를 초극해 나아가야 할 목표 자체이다.

신과는 달리 신이 죽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유형 즉 삶과 창조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자기 인식

과 계몽을 할 줄 하는 사람이다(Lee, 2009). 절대긍

정의 힘을 바탕으로, 신을 대신하는 모든 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풍부하고 강력한 생(生)을 실

현한 자이다(Doopedia, 2014).

초인은 허무주의상황을 진정으로 극복한 인간의

이미지를 가진다. 이는 니체의 예술구성안에서 나타

나는 인간의 특징, 즉 아폴론적인 특징과 디오니소스

적 특징이 결합된 융합형태로 반영된다. 앞서 말한

예술의 특징인 신체기관과 원초적 욕망의 대치상태,

도취보다는 특징이 과도하게 커져 극도의 몰아침 상

태, 특징이 무시된 도취감정, 욕망이 지배적인 상태,

마지막 융합적인 꿈, 가상세계로의 승화상태는 초인

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이에 초인의 특성은 원초적

욕망의 직시, 폭력․죽음․파괴의 대변자, 이상적 삶

을 극단적으로 긍정하는 현실의 실존부정, 선(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비우고, 자연화작업을 거친다.

Ⅲ. 허무주의 예술의 표현
1. 주제

1) 원초적 욕망의 직시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에서는 욕망을 욕망자체로서

고찰하지 못하고, 이성 권력의 하위 관념으로 예속시

켰다. 니체는 이에 반발하여 영혼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욕망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삶의 대한 욕망의 기능을 해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니체는 몸의 현상들은 순수하고 명확하다하였으며

(Lee, 2009), 이를 통해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

였다. 니체가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신적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신체전체의 행복, ‘생리적’인

행복이다. 의식을 포함하여 신체 전체에서 충만한 힘

에 대한 경험이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며, 생

리적인 근본느낌이 강력하고 풍부할 때 사람들은 희

망을 가진다.

Kiki Smith의 Pee Body <Fig. 1>은 한 여성이 바

닥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는 자세로 형상화되어

있다. 스미스의 작품들은 주로 신체를 주제로 하며,

특히 배설물인 땀, 눈물, 정자, 신경, 피, 근육, 난자,

늑골, 생리혈, 침, 유액, 오줌 내장 등을 다룬다(Kim,

2011). 작가는 사회에서 터부시되거나 지극히 개인적

인 것을 보여주고, 삶의 여러 모습들을 역설적으로

발설한다. 관객은 진실이 눈앞에 보이지만 삶에서 거

리를 두고자 하는 부분들이므로 거북스러운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 Jeff Koons의 Dirty-Jeff on top <Fig.

2>는 성적행위로 인한 원초적 도취, 자연적인 인간의

도취를 나타내고 있다. 미숙의 팝아트, 에로티즘에

영향을 받은 제프 쿤스는 일상적 모티프를 키치적인

오브제나 사진으로 변환시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

고 재현하는 것을 주로 표현하였다. 공공연한 성, 성

적 매력이 넘치는 여성들, 성충동을 보통 삶의 일부

로서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배설행위의 표

현처럼 금기되었던 성적행위를 그대로 직설적인 형

상으로 관객 앞에 나타내었다.

2) 폭력․죽음․파괴

죽음은 예술을 포함하여 문학․철학을 비롯한 많

은 분야에서 등장하는 주제이다. 허무주의 예술가들

에게도 인간의 생사는 중요한 작품의 주제이다. 그들

은 짧기만 한 인간의 생애가 허무하므로 단순히 무

한한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의 담론 안에

등장하는 초인의 인생을 지향하고, 나약한 허무주의

를 지탄한다. 죽음의 이미지와 그에 반대되는 생동하

는 이미지의 대비는 현세 죽음에 대한 허무를 극복

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동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강한 극복의지를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Fig. 3>과 <Fig. 4>는 작가가 직접 ‘죽음’의 주제

에 관련하였다. Marc Quinn의 self <Fig. 3>는 실제

작가의 석고두상과 본인의 피를 이용하여 나약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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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죽음, 불완전함을 표현하였다. Sally Mann의

Untitled <Fig. 4>는 예술가 자신의 연구소 뒤뜰에 실

제 인간의 사체를 방치하였고, 시체가 저절로 자연으

로 흡수되는 과정을 촬영하였다. 흑백의 칼라사진이

므로 피의 붉은 색이나 시체가 썩어가는 구체적인

질감은 다소 가려져 혐오스러움의 정도를 가볍게 하

였으나, 작가는 모든 인간 생애에 마지막 모습인 ‘죽

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자

연 생태계 화됨을 그려냈다.

3) 허무한 현실상황

초인은 스스로의 가치정립을 위해 현재 우울함과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허무주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부조리함을 모두 거부한다. 현실의 부조리함은 인간

의 욕망 분출을 저해하는 금기사항과 고정관념을 비

롯하여 사회․문화적인 편견들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앞서 원초적 욕망과 관련하여 설명한 <Fig. 1>의 배

설행위, <Fig. 2>의 성적행위는 종교적, 도덕적 진리

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금기사항들이었지만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간과하

는 현대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비판하고자 직설적으

로 작품에 반영이 되었다.

Do ho, Suh의 Floor <Fig. 5>는 유리바닥을 지나

가는 관객들로 하여금, 바닥에 깔려있는, 유리천장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게 하

여 죄책감을 들도록 한다. 서도호의 작품들은 ‘소통

과 관계’라는 평화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부

(富)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묵살된

개개인의 삶을 집단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생각하

게 한다. 관객 스스로 짓밟는 주체가 되어보도록 기

회를 주고, 나도 모르게 밟아버린 관계가 없는지, 잔

혹하지 않았는지를 체험하도록 하여 생각하게 만든

다. Roxy Paine의 Crop <Fig. 6>은 예술가 자신이 공

들여 만든 모조 양귀비를 소재로 하였다. 작가는 양

귀비라는 꽃이 수확을 통해 마약, 즉 아편이나 헤로

인의 형태로 판매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위험과 긴

장, 유혹, 범죄로 가득한 세계에 대한 은유로 해석한

다. 혹자는 전 세계의 헤로인 생산량의 대부분이 아

프가니스탄의 양귀비 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Jean, R. & Craig, M, 2011).

4) 억압 없는 선

억압이 사라진 사회에서 선한 모습의 초인은 자기

자신과 모든 세계를 신성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의

긍정은 고귀한 것과 비열한 것을 포함한 모든 세계

를 긍정한다. Erik Ravelo의 Lana Sutra <Fig. 7>에

서는 살아있는 남녀가 실재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었. 주제는 인간의 원초적인 사랑의 표현 성행

위를 통하여 기본적 쾌감에 대한 열망이 인류전체의

화합을 이끄는 배경이 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다양

한 성행위 자세로 표현된 작가의 작품들은 니체가

꼽은 가장 오래된 도취의 감성, 허무주의 극복을 위

한 필수적인 근원적 힘인 성적도취에 충실한 형태이

다. 니체에 의하면 모든 인식의 근본 원료는 아주 섬

세한 욕구와 불만의 감각이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가

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추상성, 빈곤한 감각, 빈

곤한 몸, 감각과 힘과 도취에 의한 두려움’을 가진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 극복은 고도차원에서의 창조

라고 하였다. 감각 중에서 특히 가장 원초적인 감각

인 성적, 배설적인 것은 가장 ‘자연적’이며 인간이 가

장 주체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행위이다. 성

적행위, 배설행위는 인간의 심오함과 무거움, 원시적

이고 가벼운 것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인

간 삶에 필연적인 동시에 깊은 숭고의 의미까지 담

을 수 있다. <Table 1>은 예술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현을 요약한 표이다.

2. 소재와 형식
소재는 인간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 피, 뼈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관객이 작품관람에 있어 좀

더 혐오적이고 허무하게 느끼도록 동식물, 인공품등

이 함께 사용되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함께 배치하기도 하여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거나, 죽은 사체를 역설적으

로 단독 사용하여 죽음의 허무함, 폭력과 파괴의 두

려움, 공포를 표현하였다. 인공품은 인간 생명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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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사는 대지, 지구를 저해하는 각종 공업, 산업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전쟁과 범죄의 부산물들 또한

미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었다.

형식은 극대화를 공통으로 예술에서는 극소화까지

해당되었고, 패션컬렉션에서는 왜곡과 생략을 사용하

였다. 극대, 극소, 왜곡, 생략은 인간의 고정관념 속

에 자리 잡은 미의 기준 형태를 뒤바꿔 버렸다. 바뀐

형태는 관객이 느끼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고 추하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굳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

명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작가의 무의식이 반영된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여 창조자로서의 적극성과 대

담함을 나타내었다.

Ⅳ.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현

20세기에 들어서 패션은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패션쇼

의 주제는 사회적 현상을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패션

쇼들은 점차 퍼포먼스로 변형되어 더욱 강력한 프레

젠테이션이 되었고, 사회적 주제들에 상응하여 어두

움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Hwang, 2013).

1990년대의 패션쇼와 패션은 패션디자이너에게 있

어 사회적 현실이나 내적 의지를 표출하는 적극적인

표현의 장이 되어,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대표적인 패션컬렉션으로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Riss,

n.d.) Alexander Mcqueen은 허무주의를 표현하는 대

표적인 현대 패션컬렉션 디자이너이다. 그는 1994년

“Nihilism”이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전개하였고, 허

무주의 주제에 맞게 피가 튀고 오물이 잔뜩 묻은 의

상들을 등장시켰다. 또한 의상의 전면을 투명하게 처

리하여 가슴과 둔부 같은 성적인 신체부위를 고의적

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 컬렉션 이후에도 맥퀸은

강간, 폭력, 죽음, 전령 등의 주제를 사용하여 컬렉션

을 펼쳤고, 이를 통해 본인의 본능적인 우울한 감성

을 사회적 주제와 결부시켰다. Alexander Mcqueen

을 비롯하여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후 허무주의

Body’s Basic Desire Violence․Death․Faulure Nihilistic Reality
Good-natured

without suppression

<Fig. 1>

Pee Body

1992, Kiki Smith

(artsjournal, n.d.)

<Fig. 2>

Dirty-Jeff on top

1991, Jeff Koons

(art21. n.d.)

<Fig. 4>

Untitled

1990, Sally Mann

(Public Art, n.d.)

<Fig. 3>

self

1991, Marc Quinn

(National Portrait Gallery,

n.d.)

<Fig. 5>

Floor

2007, Do ho, suh

(sangsangmadang, n.d.)

<Fig. 6>

Crop

1998, Roxy Paine

(artmuseums.kr, n.d.)

<Fig. 7>

Lanasutra

2011, Erik Ravelo

(erikravelo, n.d.)

<Table 1> Nihilism Theme i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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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컬렉션을 펼치게 되었고, 허무주의 예술가

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불안한 인간의 심리와 상황, 현실세계를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처럼 허무주의 패션디자이너들과 허무주의 예술

가들은 작가의 주제에서 작품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에 참여하고, 과정과 과정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틈 속

에 자신의 무의식을 심어낸다. 틈에 대해 니체는 허

무주의 예술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이라 하였으며, 이

에 패션컬렉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허무주의 패션컬렉션에서도 간과해서 안 되는 요소

이다. 틈은 예술이 작품으로 실현되는 모든 과정 즉,

창작에서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발생

한다. 예술가가 정해진 주제 아래, 제재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이를 관객을 통하여 판단 받으며 이

로써 예술가와 관객의 일체가 되는 기본과정은 허무

주의 예술 체계뿐만 아니라 패션컬렉션 안에서도 유

사하게 허물어졌다. 패션컬렉션에서 제작자인 디자이

너는 본인의 의도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해진 컨셉

하에 스토리 전개를 펼치며, 작품전개과정에서 새로

운 디자인기법 혹은 구성기법, 재료를 사용하고, 낯

선 아이디어들을 적용하여 기존에 고정된 의식들과

관념을 파괴한다.

1.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분석의 틀
디자이너가 표현하는 허무주의는 인간의 심오한 내

면세계, 즉 주제는 컬렉션의 의상 자체만으로 표출되

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주제아래 꾸며진 모든 구성요

소들의 합인 쇼(show)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하여

패션컬렉션 분석의 범위는 컬렉션 내에 등장하는 단

일 의상들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전체 패션쇼 분위

기까지 포함한다. 또한 창작자인 디자이너부터 감상하

는 관객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분석한다.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현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허무주의를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

너와 그들의 패션컬렉션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컬렉

션들에 대한 해석 및 비평에 대한 내용을 구성단어

를 통해 분석하였다. 허무주의는 많은 선행논문들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해체주의의 소주제로 분

류되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자는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해체주의 디자이너에 관하여 언급된 선행논문

들을 살펴보고, 그 연구내용으로 허무주의 디자이너,

혹은 허무주의 관련 컬렉션이라 분석된 디자이너들

을 추출하였으며, 자주 언급되는 디자이너들 20명을

선정하였다. 20명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중 특히 허

무주의와 관련한 컬렉션 41개를 연구대상으로 지정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영상을 시청하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선정된 디자이너는 Alexander

Mcqueen을 비롯하여, John Galliano, Maison Martin

Margiela, Comme Des Garcons, Vivie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Victor & Rolf, Jeremy Scott,

Chistian Dior, Junya Watanabe, Gareth Pugh,

Thierry Mugle), Yiqing yin, Robert Cary Williams,

Arkadius, Hexa by Kuho, Thimister, Nina Ricci,

Olivier Theyskens, Hamish Morrow이다.

컬렉션, 쇼의 분위기와 의상에 관련하여 설명된

어휘들과 내용 수집 자료를 토대로 현대 패션컬렉션

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시각의 틀을

구성하고자, 디자이너 20명의 41개의 컬렉션은 제 2

장 제2절 허무주의 예술의 주제, 재료, 표현방식의

시각에 의거하여 주제에서는 욕망, 폭력․죽음, 허무

주의적 현실, 선한 모습(평화) 등으로, 재료에서는

인간 몸에 관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표현형

식에서는 크기 및 형태, 부패 및 자연적 변화, 예술

가나 모델의 행위표현 등으로 분류하여 단어를 재배

치하였고, 이를 통해 예술분석에서의 분류형식과 유

사하게 나누어 질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분류의 내

용과 패션컬렉션 분석을 위한 시각의 틀은 <Table

2>와 같다.

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현
주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관련하

고, 죽음과 폭력이 드러나며, 배경적인 허무주의적

현실 상황, 극복의 결과인 평화, 선한 모습이 공통으

로 나타난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즉 제재로서는 인간의 신체전체나 부분파편이기도

하고 혐오스러운 낯선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제

재로 만든 작품형식 또한 파괴되고 부패 또는 변형



服飾 第65卷 4號

- 84 -

되어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다. 재료는 인간 몸에 관

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함께 나타나고, 형식에

서도 크기나 형태와 관련한 것, 부패 혹은 부패처럼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 예술가 혹은 모델의 행

위를 포함한 쇼적인 요소들이 유사하다.

예술에서의 폭력과 성적인 원초적 욕망은 패션에

서 모델들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성적 대상화로 나

타났고, 이와 함께 간접적인 성폭력도 나타났다. 예

술에서 허무주의 현실과의 불일치하는 부분은 현실

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의상표현과 퍼포먼스 등으

로 나타났으며, 억압 없는 선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

으로의 회귀 또는 동경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재료에

서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물질화된 인간의 몸, 또는

부분적인 신체 부산물들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외

에는 동물의 사체와 상업적․공업적 사회의 인공품

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표현형식으로는 극대화, 왜곡,

생략되는 의상들을 대거 등장하였고, 자연적으로 변

화하는 의상, 즉 곰팡이에 의해 부패되어 가는 과정

이나 의도적으로 설치한 장치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

을 담은 의상도 등장하여, 관객들이 컬렉션 쇼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에서의 예술가

스스로의 행위는 패션컬렉션에서는 모델의 행위로

나타났고, 모델과 더불어 음악, 무대, 조명등의 모든

쇼 적인 요소들이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이며 환상적

인 패션컬렉션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1) 주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현은 주제, 소

The Frame of Nihilism

Arts

<following Table 1>

Keyword of Nihilism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The Frame of Nihilism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Theme

Desire desire, stimulant, fetish, weakness, rape,

sexual violence, destruction, crush, danger,

cruelty, nightmare, downfall, murder,

alienation, doubt, human discrepancy. bomb,

terror, war, resistor, shooting to death,

decapitation.
Theme

Sex Reification &

Violence

Contrast with life and

death

Nihilistic Reality

Returning to nature

Violence․Death

Reality

Good-natured

(Peace)

honesty, elegance, nature revolution, religious

happiness, naturalism, fantasy, harmony with

nature, Muse, overcome.

Material

Body
blood, body, iron lefg, skull, brassiere, hear,

heart, bleeding, vein, skeleton.

Material
Human Body

Animals, artifact
Not body

lump, transparency, horn, feathers, claw,

jewel, cross, red silk, vinyl, metallic satin,

pin&nail, gauze, thread, contamination

embroidery, industrial accident, flower crown.

Form

Relative

maximum;relative

minimum

not considering human body, huge volume,

asymmetry gown, rewinder gradient ,

layering, exaggeration silhouette, assertion,

disorder, breaking rules.

Form

Relative maximum,

distortion, omit

Decomposition/Transition

Unrealistic show’s effect

Decomposition
clam, decomposition, smell, contamination,

ice, purple dye stuffs.

Experience

clown, earth, mental hospital, tundra, the

North pole, entertainment, music, meditation,

dancer’s morion, futuristic

<Table 2> The Frame of Nihilism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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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형식면에서 예술과의 공유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패션컬렉션과 예술에서의 허무주의 주제는 예

술가, 즉 초인의 특징에서 연결되어 원초적 욕망의

직시, 폭력․죽음․파괴, 허무한 현실 폭로, 마지막

영원회귀를 지향하는 억압이 사라진 선함으로 분류

된다. 패션컬렉션에서는 원초적 욕망과 폭력․죽음․

파괴 부분이 결합, 세분화되어 성적 대상화와 폭력,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죽음으로 나타났다. 허무한

현실에 대해서도 물신주의와 전쟁 및 범죄 등 좀 더

인간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예술에서의 억압 없는 선은 자연 지향적,

자연회귀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1) 성의 대상화와 폭력

허무주의 디자이너들은 성이 대상화되는 사회현실

과 고정관념들, 남성위주의 주류문화들에 반항하여

직접적인 성적 폭력과 행위, 혹은 그것을 반영한 의

상을 컬렉션에 등장시킨다. 가장 성적 대상화와 폭력

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델들의 직접 행위이다.

<Fig. 8>과 <Fig. 9>는 2004 S/S Jeremy Scott의 컬

렉션 내 모델들<Fig. 8>에서 핑크 의상의 귀여운 머

리스타일의 모델의 손은 자신의 성기 쪽을 향하고

있고, <Fig. 9>에서의 상체노출의 여성과 남성모델은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스킨십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성적대상화 되어 에로틱함을 드러내는 모델들은 자

신의 신체 노출에 대해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

하였고, 주로 누드 톤의 타이트한 소재의 의상을 착

용하여 최소한의 성적 신체부위만 가림으로써 자신

의 몸 윤곽을 그대로 그러냈다. 대상화된 모델의 몸

은 컬렉션 내에서 관객을 향한 보여주기의 몸이었을

뿐 아니라, 몸을 통해 드러나는 당당함과 본능의 솔

직함, 자연스러운 쾌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컬렉션에서는 성적 폭력 또한, 폭

력을 당하는 이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이까지

함께 초점을 맞추었다. 성적 폭력을 행하고 당하는

모델, 그 모든 것들을 유발한 디자이너의 파괴성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관객에게 전달되어 혐오와 두려

움, 수치심등의 모든 원초적 감정을 유발하였다

(2) 인간 삶과 죽음의 대비

A. 물리적 죽음

패션에서 인간의 물리적인 약함을 파괴, 혹은 죽

음을 나타내는 방식은 타자에 의한 폭력으로 주로

나타나며, 폭력을 당한 인간이 표현하는 고통 또한

함께 드러난다. Alexander Mcqueen의 해골은 대표

적인 죽음이미지로 표현되었다. <Fig. 10>은 황금빛

레이스로 된 의상이 신체와 얼굴 전체를 덮고 앙상

하게 여윈 손가락뼈가 마치 얼굴을 할퀴는 듯 움켜

쥔 형상이 얼굴한쪽을 덮고 있는 이 의상은 현대 생

활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폭력성과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피학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강조하였

다. <Fig. 11>는 광대 메이크업을 한 모델이 블랙의

상을 입고 이와 대조되는 황금빛 인간의 해골을 함

께 등장시켰다. 광대인 모델들은 회전목마를 타면서

그들만의 파티를 하는 듯 춤을 추었고, 암울한 분위

기속에서 광대인 모델에게 구걸하듯이 발목을 잡고

있는 해골을 무시하면서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맥퀸

의 해골 사용은 컬렉션마다 세부 주제는 조금씩 다

르지만 인간의 고정관념, 전통적인 아름다움, 예술체

계와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반발이 큰 주제아래 의

상 디자인의 패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맥퀸이

사용한 해골은 물리적인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즉, 생각하는 머리를 속되게 비판하고 희화화

하는 역할이기도 하였다. 컬렉션에 나타나는 해골은

허무주의적 사회의 부정으로 인해 규범화되고 속되

게 변한 인간의 머리를 뜻하며, 인간 삶을 죽음으로

몰아치는 상징이다. 죽음을 유발시키는 폭력과 파괴,

고통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리는 불행한 현실을 되돌

아보게 하는 나약한 인간을 나타낸다.

B. 정신적 죽음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죽음은 물리적인 것 외에 정

신적인 죽음이 함께 해당된다. 정신적인 죽음은 인간

의 정신의 주축을 이루는 자아정체성(ego-identity)

의 파괴이다. 패션영역에서의 자아정체성은 의복을

포함한 외모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얼굴과 함께 의복, 의상은 자아이미지 형성에 매

우 중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정체성이나 태도,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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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자기가치(self-worth)를 나타낸다(Suh, 2014).

얼굴은 한 개인의 정체성의 표식이자 문화적, 사회적

징후이며,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본성을 버리고 자기

로부터 일탈하는 것이다. maison martin margiela의

컬렉션에 등장한 <Fig. 12>의 모델의 얼굴은 가려져

있다. Alexander Mcqueen의 <Fig. 13> 가면은 의복

확장형으로서 의복과 마스크를 하나로 되듯 연결하

여 모델 얼굴의 장식적인 면을 가렸다. 모델의 얼굴

의 가림으로써 관객들은 디자이너의 의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3) 현실의 허무상황

A. 물신주의

인간은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물리적 대상을 생산

하고 사용하였지만, 기계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노동

을 착취당하고, 물건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소외당하

였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소비재 같은 상품 혹은

브랜드, 미디어, 그리고 인간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

다. 물신주의는 소비사회에 인간이 주변사물에 대해

갖는 태도로 ‘무엇인가를 사는 것’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사물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 태도를 말한다.

패션에서의 물신주의는 성적인적과 물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성적 물신주의는 주로 여성의 몸을 이용하

여 표현된다. <Fig. 14>는 Thierry Mugler의 1995년

F/W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이다. 모델은 중

세기사의 갑옷과 같은 알루미늄소재의 딱딱한 로봇

수트를 입고 있다. 이 수트를 입은 모델은 컬렉션에

서 실재 로봇과 같이 경직되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를 하고 등장하였다. 이 컬렉션의 주제는 ‘슈퍼히어

로: 패션과 판타지’였으며, Mugler는 여성 몸으로 재

현되는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을 등장시켰다.

<Fig. 15>는 물적 물신주의과 관련한다. 이는 2014

년 maison martin margiela의 S/S 컬렉션에 등장한

한 모델의 모습이며 이는 사치스러운 보석은 단순히

조잡한 악세사리 일뿐임을 증명한다. 부의 상징인 보

석 등은 이제는 단순한 장식거리로만 그치게 되었고,

정돈되지 않으면 조잡함과 저급함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전쟁과 범죄

허무주의의 극복방법으로 파괴, 죽음, 폭력 등의

오용은 실제 사회 속에서 전쟁과 범죄라는 폐해를 가

져온다. 허무주의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숭고한 것

으로, 허무함과 부당한 생의 없어짐(無)으로 인간자

아를 실현한다는 뜻을 지닌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은 부정보다는 긍정의 의미를 지니고, 창조의 원천이

되며 인간 내면의 본능을 찾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Fig. 16>은 2013년 F/W hexa by kuho 컬렉션의

의상이다. 디자이너 정구호는 레지스탕스(resistance,

저항군)를 재해석하여 전쟁에 사용되는 미사일, 어뢰,

무기설계도 등을 실리콘 프린트와 레이저 커팅, 자수

디테일 등으로 표현하였다. <Fig. 17>은 John Galliano

의 2008년 S/S 시즌, Prisoner of War이라는 주제

하에 꾸며진 컬렉션 장면이다. 모델들은 문신과 피어

싱으로 가득 꾸며졌고, 전쟁에 관한 모든 물건들이

총 동원되어 의상위에 부착되었다. 실제 이 컬렉션은

파리의 한 교회에서 시행되었고, 컬렉션 무대 바닥에

는 MASH(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어느 미국 야전병원

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코미디) 스타일이 스프레

이로 뿌려져 있었다.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들은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쓴 병사들로 꾸며졌으며, 배경음악은

헬리콥터의 시끄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로 구성되었다.

(4) 자연으로의 회귀

허무주의의 극복방법 중 하나로 자연으로의 회귀

와 순수성 회복이 있었다. 니체는 형이상학적 진리,

주체성, 자기보존의 원리, 문명의 몰락 과정과 인간

본능의 퇴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디오니소스

의 원리, 즉 예술을 통해 탈 중심적인 주체성의 관점

으로 접근하였다.

패션에서의 자연화 표현, 자연으로의 회귀를 지향

하는 모습은 현재의 허무주의적 환경을 만들어낸 인

간의 환경 파괴적 성향을 비판하는 방법과, 자연주의

적 성향을 가진 초인의 모습 표현으로 나타난다. 자

연을 파괴하는 상업적․공업적인 모든 것과 물질만능

주의 환경을 비판하는 방법은 산업개체에서 발견된

여러 물질들, 인공품들을 바로 의상재료로 적용하고

혹은 파괴되어가는 자연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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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인간사회에 대하여 반성을 일으킨다. <Fig.

18>의 모델은 깎아낸 잔디를 성글게 짠 매트에 넣어

둘둘 감아 등에 짊어졌고, 잔디를 뿌리며 걸어 나갔

다. 또한 이 모델 뒤로 떨어지는 잔해를 빗자루로 쓸

어 담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자연을 이용하

면서도 훼손하고,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보존하는 모순

된 인간상을 표현하였다. 버려진 자연의 일부인 잔디

와 바디스에서 등까지 연결된 소용돌이현상은 복잡한

인간사회의 모순과 혼돈을 상징한다. <Fig. 19>는

Nina Ricci의 2007년 F/W 컬렉션에 등장한 모델들과

그의 헤어스타일이다. 전체 컬렉션은 모델의 머리스

타일부터 의상에까지 부드러운 소재인 니트와 실, 가

느다란 깃털 등을 사용하였다. 디자이너는 빙하가 녹

아내린 곳에 드러난 자연의 지층이나 광물에서 영감

을 받아 소재나 니트의 텍스쳐 감으로 유기적인 형태

를 표현하였다(Park, 2011). 이 컬렉션에서의 의상들

은 대지의 무채색 톤에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자연의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벌키하게 짠 니트로 구성되

었고, 주름이 층층이 겹친 효과의 트위스트 된 니트

의 구조로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자연의 형태를

보여주어 새로운 텍스쳐 형상을 제시하였다.

2) 소재와 형식

소재는 패션컬렉션과 예술모두 인간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 피, 뼈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관객이 작품관람에 있어 좀 더 혐오적이고 허무하게

느끼도록 동식물, 인공품등도 함께 사용되었다. 동물

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함께 배치하기도

하여 생명과 죽음의 대비를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

거나, 죽은 사체를 적나라하게 단독 사용하여 죽음의

허무함, 폭력과 파괴의 두려움, 공포를 표현하였다.

인공품은 인간 생명과 초인이 사는 대지, 지구를 저

Theme
Material,

Form

Sex

Reification &

Violence

(body’s

commodification,

sex violence)

<Fig. 8> Indecent exposure

2004 S/S, Jeremy Scott,

(vogue.uk, n.d-a.)

<Fig. 9> sexual Action

2004 S/S, Jeremy Scott

(vogue.uk, n.d.-b)

Relative

maximum,

distortion,

omit

Decomposition

/Transition

Unrealistic

show’s effect

Contrast with

life and death

(Physical death,

psychological

death)

Physical

death <Fig. 10> death, skull

2001 F/W, Alexander McQueen

(vogue.uk, n.d.-c)

<Fig. 11> pain

1996 F/W,

Alexander McQueen

(vogue.uk, n.d.-d)

Psycho-

logical

death <Fig. 12> identity concealment

2013 F/W, Masion Martin Margiela

(vogue.uk, n.d.-e)

<Fig. 13> igmored face

2010 F/W, Alexander McQueen

(vogue.uk, n.d.-f)

<Table 3> Expression on Nihilism in Fash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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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각종 공업, 산업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전쟁

과 범죄의 부산물들 또한 미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었다.

형식은 극대화를 공통으로 예술에서는 극소화까지

해당되었고, 패션컬렉션에서는 왜곡과 생략을 사용하

였다. 극대, 극소, 왜곡, 생략은 인간의 고정관념 속

에 자리 잡은 미의 기준 형태를 뒤바꿔 버렸다. 바뀐

형태는 관객이 느끼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고 추하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굳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

명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작가의 무의식이 반영된

상태 그대로를 표현하여 창조자로서의 적극성과 대

담함을 나타내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현을 동시대의 예술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허무주

의는 니체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달해왔으며, 철학,

언어학, 문학, 예술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미

쳤다. 허무주의 현상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간 삶을

유발하나, 니체는 역으로 허무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았다. 니체는, 나약한 인간이 극단적 상황에서

실존에의 의지 즉, 스스로 생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

를 가지는 창조적인 초인이 될 수 있다 하였으며, 이

초인의 역할이 바로 예술가라 하였다. 예술가는 창조

의 주체자로서 생동하는 인간 삶을 위한 모든 노력

을 기울이며, 내면의 무의식에 집중하고, 본능에 충

실한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생을 초월하고자 한다.

예술가의 이러한 태도는 예술작품의 주제, 소재선택,

형태구현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창조자인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처한 상황, 그들의 본능, 예술 창조로 허무를 극복하

려는 의지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작품의 시리즈물,

Nihilistic Reality

(Reification,

War & Crime)

Materia

-lism

<Fig. 14> sexual materialism

1995 F/W, Thierry Mugler

(style.com, n.d.-a)

<Fig. 15> product materialism

2013 S/S, Masion Martin Margiela

(style.com, n.d.-b)

War,

Crime

<Fig. 16> war, crime 1

2013 F/W, Hexa by Kuho

(Samsungfasion, n.d.)

<Fig. 17> war, crime 2

2008 S/S, John Galliano

(vogue.uk, n.d.-g)

Returning to

nature

(Recovery,

Natured

Übermensch) <Fig. 18> thrown nature

2001 S/S, Arkadius

(vogue.uk, n.d.-h)

<Fig. 19> natured texture

2007 F/W, Nina Ricci

(elle.co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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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패션 컬렉션과 예술

에 나타난 허무주의는 외형적인 표현이 혐오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면이 있어 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으나, 작가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출발한 심오한

미의 절정체로 구현됨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내면세계까지 창조 원천영역을 확장하여

추후 패션디자이너를 향한 디자인 의미해석과 비평

의 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계속해서 등

장하는 허무주의 작가들의 심오한 작품세계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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