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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태초부터 전개된 인류의 예술에 내포된 죽음의 미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를 심화시킨 후속 연구로,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 작품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의미를 연구하였

는데, 먼저 죽음의 미학적 특성을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알렉산더 맥퀸의 의상 작품에서의 죽음의 미학적 특성을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미학적 표현은 죽음의 재현성, 상징성, 및 종교성의 세 가지로 

나뉜다. 재현성 표현은 실질적 대상 재현과 상상의 대상 재현을 포함하며. 상징적 표현은 외면적 표현과 내면적 표현 

두 가지를 포함한다. 둘째,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죽음의 재현성은 주로 가상의 무대 장면과 복장을 통해 구현하였

다. 셋째, 죽음의 상징성은 육체적인 죽음과 직결된 해골, 혈액 등뿐만 아니라 죽음에 따른 다양한 정서와 심리상태도 

보여준다. 넷째, 죽음의 종교성은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십자가 등의 모티브로 종교적 내용을 재현한 것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죽음의 미학, 상징성, 재현성, 종교적 표현, 알렉산더 맥퀸

Abstract  This researcher has sorted 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ath aesthetics contained in 

human art through advanced research. This research is a follow-up study of related research, which 

studies the aesthetic meaning of death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works. This study first classifi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death, and then analyzes and sorts out the aesthetics of death in 

Alexander McQueen's clothing works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esthetic manifestations of death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reproducibility, symbolic and 

religious. Among them, the representation of reproducibility includes the representation of real objects 

and the representation of virtual objects, and the symbolic performance includes two types of external 

performance and internal performance. Second, in Alexander McQueen's works, the reproducibility of 

death was mainly reflected by virtual stage scenes and costumes. Thirdly, the symbolic death is not only 

reflected in the skeletons and blood etc. directly related to the death of the body, but also in the 

various emotions and psychological states caused by the death. Fourth, the religious nature of death 

was represented in Alexander McQueen's works through such representative things as crosses and 

religious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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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죽음은 정신적 활동의 종착지이자 강한 허무현상과 순

간적 체험의 심리적 현상으로 다른 현상보다 더 직접적

으로 단순하게 의식 속에 나타난다[1]. 또한, 죽음은 생존

해있는 사람들은 직접 체험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현상이

라는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인간들은 죽음을 탐구하고 

라스코 동굴벽화부터 상상, 추측, 재현 등의 방법을 통해  

예술화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직전 연

구를 통해, 고대 예술부터 현대 예술까지에 표현된 죽음

의 미학을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에 대해 

탐구하고, 마음 에서 느끼는 죽음의 이미지를 본질적인 

대상으로 하고, 각기 다른 체험과 상상의 심리기능을 주

요 인식방법과 이해수단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

화 효과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예술 

분야, 즉, 회화, 무용, 영화, 디자인 등으로 확장될 수 있

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 분야의 특정 디자이너

의 작품에서 표현된 죽음의 미학에 집중하고자 한다.

패션 분야에서는 16세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집권 시대 해골 반지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 내

면에는 죽음을 알리는 경고의 뜻이 짙게 담겨 있었다[2]. 

패션 분야 에서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작품

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해석한 바 있는데,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패션 디자이너는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이하 ‘알렉산더 맥퀸’)이다. 죽

음을 알렉산더 맥퀸 특유의 예술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의 특징은 영국 현대 

문화예술의 특징인 다문화주의, 예술의 사회적 소통과 대

중화,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 과거 전통과 현대 예

술의 절묘한 혼합 등의 요소가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디

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면면히 투영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가 

과장된 의상 디자인과 그로테스크적 표현으로 본인 내면

의 심각한 번뇌와 갈등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

다. 특히 그의 극적인 생애와 함께 자살로 목숨을 끊은 

스토리는 그의 작품에서 비극적인 죽음의 미학적 아우라

가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의 개념 및 예술적 표현 

형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

타난 죽음에 관한 예술적 표현 형식을 고찰하고, 알렉산

더 맥퀸의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죽음의 미학 매커니즘을 

조망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을 분석하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죽음의 원천과 그 개념을 

정의하고, 각 예술 분야에 나타난 죽음의 예술적, 미학적 

특성을 분석하며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알

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예술적 표현 특성

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먼저 죽음에 

관한 철학과 그에 대해 예술표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를 고찰하였고, 국내외 논문, 단행본, 잡지 등을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Vogue, Style, Pop fashion 등의 웹사이

트 및 전문 매거진을 통해 알렉산더 맥퀸이 사망하기 전

까지의 모든 컬렉션인 1992-2010년 컬렉션 여성복 작

품 사진을 정리하여 죽음 미학의 예술적 특성에 따라 분

류하였다. 또한, Vogue, YouTube, Youku, QQlive등

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 동영상, 다

큐멘터리 등 영상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해체주의, 맥

시멀리즘(Maximalism), 기능성, 패션 퍼포먼스

(Fashion Performance), 하이브리드(Hybrid), 그로테

스크적(Grotesque) 특징을 위주로 분석한 논문이 대부

분이었다. 이 중, 영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배경으로 한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 정체성을 연구한 김현주(2005)

의 연구는 문화·예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알렉산더 맥퀸 

디자인의 본질적 미학과 철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알

렉산더 맥퀸 의 디자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큰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죽음의 미학 개념과 흐름

'죽음'은 생명을 잃고,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며, 생존

의 이면이다. 철학적으로, 죽음은 생명(또는 사물) 시스템 

소유의 본래 존재(생존)를 유지하는 속성의 상실이며 되

돌릴 수 없는 영구적 중지이다[4]. 마르틴 하이드겔

(Martin Heidegger, 1889-1976년, 독일 철학자) 로 대

표되는 현대의 '죽음의 철학'은 죽음을 중요한 존재로 보

는 생존론의 의미를 지닌다[5].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이

드겔은 "사람은 죽어가는 존재"(Being towards Death)

이라고 하였다[6].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가치와 의미 

및 창의력의 탄생이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사고는 예술

로 표현돼 죽음의 심미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과학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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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인간 인지의 진보에 따라 죽음의 미학은 예술에서 

표현도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죽음’에 관한 

논리의 범위는 예술 분야에서의 사망 현상의 표현으로만 

한정하였다. 죽음의 미학이 탐구하는 죽음의 심상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인물과 다른 생명체의 

죽음, 그리고 다양한 비실증적인 죽음, 가정적인 죽음, 초

현실적인 죽음, 신화적인 죽음, 비물질적인 죽음, 영혼 불

후의 죽음을 포함한다[7]

죽음의 예술적 표현은 구석기 시대 말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며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는 그 중 가장 대표

적인 예술작품 중 하나이다. 벽화에는 수렵과 유혈, 죽음 

등이 난무하면서 그림을 통해 현실의 다른 종에 대한 점

유를 시도하고 있었다.[8] 고대 예술작품의 죽음의 미학

은 강렬한 상징성으로 가득하다. 초기 문명시기에는 전쟁

이 빈발하였고 신분제도가 수립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으로는 피라미드, 사자의 서, 라오콘

과 아들들 조각상 등이 있었다. 이 예술작품들은 사후세

계와 신화 속의 인물들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상징성을 부여한 예술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영생을 

추구하려 한다. 이에 이 시기의 예술작품이 보여주는 죽

음의 미학은 강한 신비성, 영구적, 상징성, 그리고 재현성

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시대의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적이었기 때문

에 당대의 예술작품은 종교적 색채가 짙다. 종교 회화, 조

각들은 하나님, 천사와 같은 신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

간이 죽음의 질곡을 넘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중세시대 

예술작품에서 죽음의 미학적 표현은 전형적인 종교성을 

지니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작품에서의 죽음의 

주제는 여전히 종교적인 소재와 관련이 있지만 중세시대

보다 인문주의적인 사상적 구현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개인의 죽음에 대한 감정 표현은 더욱 중시되었다.

이후 17-19세기에 대두된 진화론의 발현으로 인해 종

교의 절대적 권위는 흔들렸고, 이에 이 시기의 예술작품

은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마라의 죽음, 죽음의 섬 등이 있는데, 작

품 속 죽음의 미학적 표현은 철학적 사상에 기초한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탐구, 그리고 죽음의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이후 20세기 초부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세계 인구

는 격감하였고 인류의 삶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

자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작

품을 통해 인간의 절망적 처지를 표현하고 생명의 본래 

의미를 더 탐구하였다. 

근대 예술작품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철학적 

사상의 완성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예술가들은 재현의 수법과 상징적인 

기호를 통해 죽음의 미학적 의미를 보다 다원화 하고, 그 

표현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죽음을 

주제로 한 현대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Joseph 

Beuys, Marc Quinn, Jake and Dinos Chapman, 

Damien Hirst, 그리고 Damien Hirst와 같은 예술가들

은 죽음의 심미적 의미를 많은 새로운 기법을 통해 표현

하면서도 내면의 사고와 인식에 더 신경을 쓴다.

2.2 죽음의 미학적 특성

2.2.1 재현성

죽음의 재현성은 죽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직관적인 방식으로, 죽음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죽음 자체를 환원하는 것 자체가 보는 이에

게 가장 직접적인 느낌을 주고 관객의 몰입과 공감을 유

도한다[9]. 이러한 재현적 표현은 다른 표현 방법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객관적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재현적 표현은 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실재 대상의 재현, 즉 직접 죽음의 광경을 관람자들 앞에 

나타낸다. 주로 사실적 회화나, 사진작품 등이 이런 기법

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상상하는 대상의 재현, 

즉, 예술가들이 죽음의 이미지에 대해 가장 많이 채택하

는 예술 표현 수법 중 하나이다. 즉 가상의 장면이나 이

야기를 상상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죽음의 의미에 대

한 관람자의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2.2.2 상징성

인간의 사회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죽음은 일정한 의식

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며 인간은 다양한 시각적 기호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죽음의 강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

에 대부분의 예술작품에는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예술표

현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의 미학적 상징 표현은 죽음의 

외부적 상징 표현과 죽음의 내면적 상징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예술에서 죽음의 외부적인 상징적인 표현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혈액, 뼈, 해골 등 육체가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모티브를 사용

한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체의 사망 과정 및 사망 후 관

련성을 나타내는 외부 장면, 혹은 무덤, 의료기기, 검은색 

또는 흰색 천 등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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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미학의 내면적 상징성 표현도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죽음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 상태와 내면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고 있고 공포, 불

안, 당황, 비틀림, 혐오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후세

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 영, 악마, 귀신 등을 그 모티

브로 한다.

2.2.3 종교성

인간이 과학에 실망하거나 과학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정신에 만족하는 위안을 찾을 수 없고, 어떤 현

상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석과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종

교는 정신의 대상과 보완이 된다. 종교가 우리에게 주입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며, 이성에 호소하지 않

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인류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

는 주요 수단이다[10].

종교 의식이 짙은 고전 예술에서는 종종 종교적인 장

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죽음을 표현하였는데, 현대 예술

에서 죽음을 통한 종교의 표현은 그 특성이 변하였다. 과

거의 다소 단순하였던 종교적 표현이나 의식과 달리, 현

대 예술작품은 십자가, 성모, 성령, 예수 등의 형상을 변

형 및 응용하여 죽음의 발생을 표현한다. 

고전 예술이 종교가 죽었을 때 집착에서 비롯된 신앙

과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현대 예술은 기민한 이

지적인 태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죽음의 종교적 표현

에 현대의 생존의 의미와 가치 관념의 상징성을 주입하

다[11].

3.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

3.1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세계

2018년 영국에서 개봉된 알렉산더 맥퀸의 일생을 다

룬 다큐멘터리에서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알렉산더 맥퀸의 

일생을 압축하였다. “No one discovered Alexander 

McQueen. Alexander McQueen discovered himself.”

알렉산더 맥퀸의 일생은 짧았지만 화려하였다. 알렉산

더 맥퀸은 일생동안 총 4번의 영국 올해의 디자이너 상

과(1996년, 1997년, 2001년, 2003년) 1번의 미국 올해

의 디자이너 상(2003년), 및 대영제국사령관 훈장

(Command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을 받았다. 그는 항상 기존의 패션계를 고전이라고 비웃

기라도 하듯, 패션계의 상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만의 반

항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27살에 지방시의 수석디자이너가 되어서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미지를 선보여서 패션계 원로들의 원성과 언

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알렉산더 맥퀸은 꾸준히 해골이

나 박제, 죽음 등의 어둡고 무거운 모티브와 가학적 무대

장치, 퍼포먼스 등 강렬하고 파격적인 작품을 영국 현대

예술과 접목시켜 현대패션 및 하이패션화 하였고, 이를 

통해 알렉산더 맥퀸은 한때 침체되어 있던 영국의 패션 

산업을 생기 있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그는 기

괴하고 터무니없는 것, 파멸 등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그만의 방식으로 예술화 하여 아름다움을 갈구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휩싸여 있었다. 더군다나 매형의 누나에 대한 폭력을 목

격하였고, 본인마저 매형에게 성폭행 당하였다. 즉, 그의 

성장은 어두움과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은 많은 디자인들을 그의 누나에게서 영

감을 받아 만들었는데, 그는 이 여인, 즉 누나를 보호하고 

싶었으며, 그의 패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의 디자인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금

속 갑옷은 여자를 위험으로부터 모면시키기 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성장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알렉산더 맥퀸은 다중 인

격의 사람이었으며,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만, 본질을 거

스를 수 없었다.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은 이와 맥을 같

이하여, 화려해 보이지만 항상 죽음과 고독의 기운을 가

지고 있다. 즉, 강인과 연약함의 공존은 알렉산더 맥퀸디

자인의 본질이다. 즉, 그의 작품의 영감과 아이디어의 근

원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이 표현하고자 하는 미는 미학적 범주 

내에서 숭고(Erhaben)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미학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숭고를 미학의 범주로 확립한 것은 

영국의 18세기 미학자 에드먼드·버크(Edmund Burke, 

1729년-1797년)이며, 버크는 숭고한 대상이라면 모두 

공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죽음은 두려움을 일

으키는 것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이며, 그것은 어디

에나 존재한다. 죽음에 대해 알렉산더 맥퀸은 일찍 죽음

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죽음은 삶

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은 하나의 순환의 끝이고, 생명의 순환의 끊

임없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새

로운 것이 탄생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12]. 2007년 그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던 ’이사벨라 블로우‘의 자살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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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2월 3일 어머니의 부고를 겪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알렉산더 맥퀸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아름다운은 가장 괴상한 곳, 심지어 가장 역겨운 곳에서 

온다.('from heaven to hell and back again, life is 

a funny thing. beauty can come from the most 

strangest of places even the most disgusting 

places.')'고 하였다[13].

이렇듯 알렉산더 맥퀸의 인생과 패션 철학은 어두움과 

죽음이 면면히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죽음의 미학을 그만의 것으로 승화시켜 동시대의 패션 

규칙을 깨었고, 비즈니스와 예술을 융합하였으며, 어둠과 

광야, 퇴폐와 죽음,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있는 로맨틱한 

디자인 작품을 설계하였다. 

3.2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 미학

3.2.1 죽음의 재현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 세계에서 죽음은 주로 전쟁 장

면, 폭력 괴롭힘, 빈사상태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상 

재현의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1992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교(Central 

Saint Martins)의 석사 졸업 패션쇼에서 알렉산더 맥퀸

은 첫 공식 작품인 '희생자를 쫓는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 Stalks His Victims)를 선보였다. 그는 19세기 

런던 동구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의 빈민가 매춘부 학

살사건을 주제로 컬렉션 전체를 완성하였다. 컬렉션은 검

은색과 어두운 빨간색을 위주로 하고, 치맛자락이 미란하

고 들쭉날쭉하며 윗옷은 몸을 감싸지 않으며, 원단에 실

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꿰매서 가시덤불 같은 문양이 만

들어졌다. 핏빛으로 물든 원단에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듯한 패턴은 강한 시각적 효과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실

핏줄의 통증을 느끼게 하듯 19세기 런던 살인광이 빈민가 

매춘부를 학살했다는 소문을 재현하는 듯하였다. Fig. 1

1994년 ‘니힐리즘’(Nihilism) 컬렉션에서 선보인 랩

으로 만든 미니스커트는 진흙과 피로 반투명한 직물을 

바른 듯한 패턴으로 피부가 얇은 실 아래에 선명하게 드

러나고, 옷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다가 응고된 장면을 

정지시킨 것과 같이 만들었다. 얼굴은 다친 모양으로 화

장되어 상처가 잔뜩 나고, 피범벅이 된 모습은 그와 누나

가 당했던 폭행을 재현하는 듯하였다. Fig. 2 

1995년 '하일랜드 강간'(Highland Rape) 컬렉션에

서는 모델들이 찢어진 레이스(lace) 원피스를 입었는데, 

찢어진 네크라인과 실밥이 터진 치맛자락이 모델의 가슴

과 음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모델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절망적인 피해자와 같았다. 알렉산더 맥퀸은 찢어진 러플 

스커트와 피를 연상시키는 검붉은 색채 및 상처 등을 표

현하여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 가한 피비린내 나는 침

입을 재현하고 그들의 땅에 대한 잔혹한 약탈과 국민을 

죽이는 온갖 악행을 풍자하였다. Fig. 3

1996년 추동컬렉션 '단테'(Dante) 에서 알렉산더 맥

퀸은 유명한 사진가인 돈·메쿠닌（Don McCullin,영국

의 전지 기자, 1935년-) 이 베트남에서 찍은 전쟁 장면

의 사진 몇 장을 실사로 의류에 프린팅 하였다. 모델들의 

얼굴은 핏기 없이 매우 창백하였으며, 강렬한 헤어와 검

고 진한 메이크업은 공포스러운 전쟁의 죽음 을 표현하

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이 컬렉션을 표현함에 있어서, 죽

음은 죽음이 우리 사이에 있고 생사가 공존하는 것과 같

다고 하였다. Fig. 4

2001년 춘하 컬렉션 '보스’(Voss)의 퍼포먼스 장소는 

거대한 거울 입방체 안에서 진행되었다. 알렉산더 맥퀸은 

모델들에게, 정신병원에서 이성을 잃고 몸부림을 치며 죽

어가는 것 것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

였다. 모델들은 중세풍의 두건을 감싸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넋을 잃고 비틀거리며, 정신병자처럼 웃기도 하며, 

뼈아픈 치료 과정 중 죽어가는 변두리 하위층의 어두운 

삶을 허우적거리며 표현하였다. 컬렉션 마지막 무대 중앙

에 있는 검은 유리 상자에서는 심전도와 같은 심장박동

소리가 흘러나왔고, 갑자기 장내의 모든 사운드가 꺼지자 

유리 상자가 산산조각 나면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

린 것처럼 수천 마리의 나방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와 

현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은 갑자기 공포에 질렸다. 유리 

상자 중앙에는 방독면을 쓴 전라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Fig. 5, 나방이 그녀의 몸에 떨어졌으며, 퇴폐와 쇠락의 

기운이 흘렀다. 이는 알렉산더 맥퀸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죽음과 고통을 딛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

를 전달하는 듯하였다. 

Fig. 1. 1992 

Jack the 

Ripper Stalks 

His Victims 

Fig. 2. 1994 

Nihilism

Fig. 3. 1995 

Highland 

Rape

Fig. 4. 1996 

F/W Dante

Fig. 1-4. Source: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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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001 S/S Voss 
Source: http:///www.style.com

3.2.2 죽음의 상징

(1) 외부적 상징성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 작품

에서 죽음의 외부적 상징성은 주로 혈액, 해골 또는 뼈와 

같이 직접 죽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1996년 춘하 컬렉션은 ‘갈망’(The Hunger)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죽음'이라는 은유를 표현하기 위해 투명

한 흉갑식 상의를 만들어 가슴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으

며, 흉갑의 2단 플라스틱 겹 사이에 살아있는 곤충들을 

넣었다. Fig. 6

1996년 추동컬렉션 '단테'(Dante)는 '신곡'의 '지옥'을 

영감으로 하였다. 모델들은 머리에 사슴뿔을 다거나, 가

시덤불 왕관을 쓰고 있거나 하였고, 누렇게 마른 손뼈가 

볼에 닿아 있는 겉모습은 괴이하였지만 매우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컬렉션은 공포와 낭만을 결합한 빅토

리아 시대의 고딕 스타일처럼 모순된 관계를 보여주며 

생명과 죽음, 광명과 어둠을 상징한다. Fig. 7, 8

1997년 지방시를 위해 디자인된 추동 컬렉션 'Eclect 

Dissect'는 살해된 뒤 토막 내고 재구성해 부활해 반인반

수 생물이 되는 어두운 동화를 표현하였다. 모델의 어깨

에는 가젤의 뿔이 꽂혀 있는데, 알렉산더 맥퀸은 동물의 

골격을 통해 인간의 생과 운명을 상징하였다. Fig. 9 이

러한 동물의 골격 이미지는 맥퀸의 의상이나 잡화 등에 

면면히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Fig. 10은 2001년 춘하 컬렉션 '보스'(Voss)에서 발표

된 작품이다. 이 드레스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염색된 

타조의 깃털로 만들어졌고, 코르셋은 혈액 검사용 검경판

으로 만들었으며, 꼬임은 등까지 이어져 있어 붉은 혈액

과 함께 상징적인 방식으로 인체 해부를 보여주었다. 

Fig. 11은 같은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인데, 치마 전체

가 바닷가에서 이미 죽은 조개의 패각으로 만들어졌고 

패션쇼에서 모델은 그것을 파괴했다.

2001년 추동 컬렉션 ‘대단한 회전목마’(What a 

Merry-go-round)는 1988년에 개봉된 공포 영화 "사탄

의 인형"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릿광대 화장을 한 모델들

이 빅토리아 시대의 장난감 가게를 배경으로 회전목마에 

의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였는데, 이는 마치 영화 

속 살인자가 추적을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인형에 부착해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의 저주를 

안겨주는 이야기 같았다. Fig. 12의 검은색 바이어스 원

피스를 입은 모델의 발 뒤에는 금색 플라스틱 해골이 늘

어져 있어 마치 무서운 여악마가 유령을 데리고 있는 듯

하였다. 

특히 해골은 맥퀸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대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해골 모티브는 그의 손을 거쳐 현대적으

로 재해석 되며 상업적으로 빛을 발하였다. 특히 해골 무

늬가 새겨진 스카프는 알렉산더 맥퀸의 대표적인 히트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Fig. 13

Fig. 13. Skull scarf Fig. 14. 2007 S/S Sarabande

Fig. 13-14. Source: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Fig. 6. 1996 S/S 

The Hunger

Fig. 7. 1996 

F/W Dante

Fig. 8. 1996 F/W 

Dante

Fig. 9. 1997 

F/W Eclect 

Disset

Fig. 10. 

2001 S/S 

Voss

Fig. 11. 

2001 S/S 

Voss 

Fig. 12. 2001 

F/W What a 

Merry-go-ro

und 

Fig. 6-12. Source: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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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맥퀸은 2007년 춘하 컬렉션 ‘사라방

드’(Sarabande)에서 줄곧 어두운 아름다움(미의 이면), 

에 빠져들었다고 밝혔다[14]. 이 컬렉션에서는 플람스 회

화(Flemish Painting,15-17세기의 회화유파)의 고딕적 

분위기, 까마귀가 수놓아진 검은 치마, 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죽음의 미감 등 다양한 요소를 회화적으로 녹

여내었다. 겹겹의 실크와 얇은 실크 주름 사이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더 맥퀸은 인터뷰에서 그가 꽃

을 선택한 것은 그 꽃이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패션쇼는 바로 ‘부패’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15] 

Fig. 14

(2) 내면적 표현

죽음의 내면적 상징성은 황당무계, 유령, 불안, 두려움

과 같은 정서 및 심리적 요인에 주로 나타난다. 맥퀸의 

컬렉션에서는 죽음의 내면적 표현을 표현함에 있어서 과

장되거나 허황된 이야기나 줄거리를 연상시는 퍼포먼스

를 시도하여 디자인에 창의성을 더한다. 모델의 창백한 

얼굴, 푸석푸석한 헤어스타일, 검은색과 빨간색 및 흰색

의 동시 운용, 허황된 장면 표현 등을 통해 음산한 죽음

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1999년 추동 컬렉션의 주제는 ‘오버룩’(The Overlook)

으로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1928년-1999년)

의 영화 '샤이닝'(The Shinning) 에서 인디언 무덤 위에 

세워진 파노라마 호텔을 표현하였다. 하얀 눈을 덮은 무

대 위에 유기（PMMA,perspex) 벽이 세워졌고, 뒤에는 

수천 개의 향초가 타고 있었다. 천장에는 눈송이가 내려

와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배경 

음악은 나지막한 늑대의 울부짖음과 맴도는 바람소리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Fig, 15의 두 빨간색 가발을 

쓴 모델들은 영화에서 살해된 자매를 상징하였다.

2006년 추동 컬렉션 ‘컬로든의 미망인’(Widows of 

Culloden)은 슬픔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Fig. 16의 이

번 컬렉션은 폐막할 때 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는 

거대 홀로그램 이미지로 변신해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혼과의 사랑을 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의 주제곡을 배경으로 진행된 홀로그램 쇼에서 케이

트 모스는 겹겹이 겹쳐진 흰색 치마를 입고, 물밑 거품처럼 

서서히 떠다녔고 소멸하였으며, 축소된 유리 피라미드에 

나타난 모습은 마치 피라미드 안에 갇힌 유령과 같았다.

2009년 추동 컬렉션은 ‘풍요의 뿔’(The Horn of 

Plenty)라는 주제로, 이는 런던의 한 술집의 이름이며, '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의 마지막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목격당한 장소였다. 

따라서 이 이름은 곧 일어날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모델들은 모두 과장된 메이크업과 하얀 얼굴, 눈썹이 완

전히 가려진 채 직사각형의 큰 빨간색 입술을 그리며 기

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Fig 17

2010년 춘하 컬렉션 ‘플라톤의 아틀란티스’(Plato's 

Atlantis)는 알렉산더 맥퀸 생전의 마지막 패션쇼였다. 

이 컬렉션의 죽음의 미학은 의상에서가 아니라 주제 자

체에서 표현되었다. 이 컬렉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세상

은 미래 세계인데, 그곳에서 빙하는 이미 모두 녹았고, 모

든 육지 생물들은 해저에 있을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인간이 또 다른 방식으

로 죽음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Fig. 18. 이 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Fig. 15. 1999 

F/W The 

Overlook

Fig. 16. 2006 

F/W Windows

of Culloden

Fig. 17. 2009 

F/W The Horn 

of Plenty

Fig. 18. 2010 

S/S Plato's 

Atlantis

Fig. 15-18. Source: http:///www.style.com

The aesthetic expression of 
death

The expression of death 
aesthetics in Alexander 

McQueen's clothing

Reprodu

cibility

representation of 
real objects

Dead bodies of animals, 
insects, etc.

representation of 

symbolic objects

Virtual stage scenes, movies / 
historical events / wars and 

other scenes and costume 
representation

Symbolic

external 
performance

Skull, blood, etc. directly 
related to physical death

internal 
performance

Various emotions and mental 
states brought about by death

Religious Crosses, religious stories, etc.

Table 1. The expression of Death Aesthetics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Design 

3.2.2 죽음의 종교적 표현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는 십자가, 예수, 종교적인 사

건 등 죽음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요소가 자주 등장하였

다. 이는 당대 영국 현대예술의 조류와 그 맥을 같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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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추동 컬렉션 ‘단테‘(Dante) 에 그리스도의 수

난을 담은 마스크 아이디어는 조 피터 위킨（Joel-Peter 

Witkin，미국 촬영가, 1939년-)의 1984년 작품 자화상

에서 나왔다. Fig. 19. 또한, 플라스틱 해골 골조가 패션쇼

의 앞줄에 배치되었고, 그 옆에는 유명 언론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설치는 인간의 운명적인 죽음을 표현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1998년 추동 컬렉션은 ‘잔(Joan)’이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모든 모델들이 빨간색 콘택트렌

즈를 착용하였고 의상에 체인과 갑옷, 암수한몸 등 단으

로 등장하였다. 패션쇼 말미에, Fig. 20의 모델은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종교재판에 의해 ‘남장죄’와 ‘마녀죄’로 화

형을 선고 받은 잔 다르크를 연기하며 등장했는데, 순간 

그녀의 곁에는 훨훨 타오르는 불길이 치솟았는데, 쇼 장 

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귀엽고 편안한 음악이 울려 마

치 어린 아기를 달래는 듯 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2000년 추동 컬렉션 ‘에슈(Eshu)'는 또 다른 '죽음'을 

주제로 한 패션쇼이었다. ‘에슈’는 신과 인간을 잇는 죽음

의 여신이다. Fig. 21의 에드워드 시대의 서아프리카 여

성 선교사 스타일의 데님 원피스, 치맛자락에 뿌려진 붉

은 물감은 아프리카의 붉은 흙을 대표하였다. 컬렉션의 

모델은 바로 '부두교'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낭만적이고 무

고한 원시인들을 상징하였다.

Fig. 19. 1996 

F/W Dante

Fig. 20. 1998 

F/W Joan

Fig. 21. 2000 

F/W Eshu

Fig. 22. 2007 

F/WIn Memory 

of Elizabeth 

Howe, 

Salem, 1692 

Fig. 19-22. Source: http://www.style.com

2007년 추동 컬렉션의 주제는 ‘1692년 세일럼에서 

죽은 엘리자베스 하우를 추모하며’(In Memory of 

Elizabeth Howe, Salem, 1692)인데, 그 컬렉션은 맥퀸

이 자신의 한 조상이 1963년에 살렘 재판에서 무고한 죽

음을 당한 것을 발견한 데서 유래하였다. 이 컬렉션에는 

고대 이집트의 무술과 이교도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 

Fig. 22의 모델들이 '이집트 염후' 속 고딕풍의 특이한 화

장을 하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요소가 녹아 있는 녹색 

견직물 재킷을 입었고, 재킷 안에는 원주민의 몸 문양을 

본뜬 점프슈트를 매치하였다.

상기의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의 

내용을 Table 1로 정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죽음의 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에서 죽음의 미학의 흐름

을 정리하고 현대예술분야에서의 죽음의 미학의 표현 형

식을 분류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에 관한 예술적 표현 

형식을 고찰하였다. 알렉산더 맥퀸 1992년-2010년의 

모든 컬렉션의 여성복 작품의 정리에 따라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현대 예술작품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표현 형

식은 주로 죽음의 재현성 표현과 죽음의 상징적 표현 및 

죽음의 종교적 표현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표현 형식은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 작품에서 모두 나타났다.

두 번째,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재현성 표현은 두 유형

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실재 대상의 재현, 둘째는 상상의 

대상의 재현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는 패션 디자

인 예술의 특수성 때문에, 죽음의 재현성은 주로 가상의 

죽음의 장면에 대한 상상 재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

로 살인사건, 전쟁 침략, 가정 폭력, 질병 및 빈사의 상태

에 대한 재현 묘사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 현대 예술에서 죽음의 상징적인 표현은 주로 

외부적인 표현, 내면적인 표현의 두 분으로 나뉜다. 알렉

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이 두 가지 죽음의 상징성이 교차

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죽음의 외부적 상징적인 표현은 주로 육체는 죽

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는 사망 후에 나타난 혈액, 뼈 

등 주요 외적 표현을 말한다. 알렉산더 맥퀸은 동물 골격, 

특수 재료, 해골 패턴, 동식물, 혈액 등의 요소들을 활용

하여 죽음을 상징하였다.

다음으로 죽음의 내면적 상징성은 주로 죽음으로 인한 

공포, 불안, 괴이한 감정과 분위기를 말한다. 알렉산더 맥

퀸은 패션 작품에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뼈를 상징하는 

흰색, 두려움을 상징하는 검은색 등을 그리고 과장되고 

괴상한 메이크업, 기괴하거나 처절한 음악, 신비로운 무

대 배치 등을 결합하여 죽음에 담긴 처절하고 우울한 내

면의 의미를 표현하고 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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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죽음의 종교성의 의미는 십자가, 성모, 성령, 

예수, 성당 등과 같은 종교적 이미지의 운용을 통해 예술

작품의 죽음에 대한 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 작품에서 예수 수난도, 종교재판, 죽음의 여

신, 전통 무술, 이교도와 같은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

용되었는데 이 모티브들에서도 죽음의 심미적 의미는 빼

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요소이다.

알렉산더 맥퀸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의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사고와 깨달음을 패션미의 형태로 보

여주며 오늘날의 패션 브랜드에 끊임없는 영감과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디자인에 담긴 

죽음의 미학적 의미를 대중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창조자들이 감성적인 예술 창작 

전개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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