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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the name ‘aesthetics’ implies, the meaning of ‘aisthesis’ or ‘sense' in 

Greek, is perceived as an important element in modern social design. Gilles 

Deleuze emphasized sensory expression over the rational side of the body, and 

argued for sensory theory, which is the theory of how painting produces new 

s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sensory 

theory of Deleuze, which has given new value to the senses, apply it to 

analyze the body expression method shown in the Iris van Herpen collection, 

and derive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his sensory theory, Deleuze argued 

that the senses can be expressed by the embodiment of force and rhythm, and 

one can only create art through the senses. To develop one's philosophical 

logic through Bacon's painting, we divided it into Hysteria, Cops sans organs, 

Diagram, Becoming, and Paired figure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visualization of the senses in Iris van Herpen fashion resulted in hysteria, 

organ-free body, diagrams, and heterogeneity combinations. Analysis of the 

method of expression revealed rhythmicity, atypicality, scalability, and 

reproducibility as expression characteristics. Applying Deleuze's sensory theory to 

access experimental Iris van Herpen's fashion could confirm that there was an 

open system's accessibility. Deleuze's sensory theory, which has given a new 

value to the senses, will further help to understand modern fashion design in a 

wide and diverse way and discover the intrinsic value with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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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사회에서 예술과 철학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은 철학적 논리를 통해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설명하며 

철학자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자신의 철학 논리를 설명한다. 

미학의 명칭에는 아이스테시스 즉 고대 그리스어로 감각‘ ’, ‘ ’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고대 철학자들은 감각을 (Kim, 2008).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고 오류의 근원이라고 규정하였, 

다 하지만 현대사회 디자인은 미적 가치의 다원화에 따라 . 

다양한 미적 관점을 추구하며 감성과 감각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들뢰즈는 신체의 이성적 측면보다 감각표현을 강. 

조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의 회화를 원용하여 조형예술에서 새로운 감각이 어Bacon)

떻게 생산하는가에 관한 이론인 감각론을 주장 철학적 논리, 

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이 이론은 예술 전반에 적용 가능한 . 

논리로 평가받으며 철학뿐만 아니라 회화 건축 음악 무용, , ,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들뢰즈의   

감각론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비정형 신체표현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연구와 들뢰즈의 기관 없는 (Kim, 2018) 

신체론에 기반을 두어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신체특성

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Lee, 2011) . 

션 작품 분석을 위해 들뢰즈의 감각론을 적용한 연구로써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감각론이 적용된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대에 이르러 패션디자인이 의복의 기능. 

을 넘어서 인체에 표현되는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서 실험적

인 표현이 많이 선보여지는 만큼 들뢰즈의 감각론을 디자인 

분석을 위한 체계로써 고찰하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

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의 감각론의 개념을 통해 조형예  

술 중 하나인 패션디자인 분석을 위한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아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Iris Van Herpen) 

션에 나타난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 그 표현 특성을 도출,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디자인 분석대상으로서 아이리. 

스 반 헤르펜을 선정한 이유는 년부터 파리 오트 쿠튀2011

르 의 게스트 멤버로 컬렉션을 전개하면서 (Haute Couture)

독창적인 자신만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프린. 3D 

팅 기술을 적용하여 가장 현대적인 소재 혁신과 형태 표현

을 바탕으로 오트 쿠튀르 혁신을 이룩한 디자이너로 평가받

고 있으므로 들뢰즈의 감각론을 적용하여 디자인을 분석하

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들뢰즈의 감각론을 고찰  

하였다 들뢰즈의 감각론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이나 서. 

적 학회지 인터넷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저서 중 감각론, , 

이 제시된 감각의 논리 와 들뢰즈가 감각론을 설명하기 『 』

위해 분석한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의 회화 분석 이론을 통해 감각론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 

개념을 바탕으로 패션 분석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아이

리스 반 헤르펜의 부터 까지 발표된 오트 2011 S/S 2020 S/S

쿠튀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연구를 하였다 이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패션디자인 사례 . 

분석을 위한 디자이너 작품의 연구 범위는 2011 SS ~ 

까지의 발표된 오트 쿠튀르 컬렉션 총 회의 2020 SS 14 222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형예술로서 확장된 범위의 현대 패션디  

자인의 의미를 되새기며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 현

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을 분석하는 새로

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

조적인 디자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의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론적�고찰.�Ⅱ

감각론의�배경�1.�

감각론은 경험론의 일종으로 모든 인식은 감각에서 유래한

다고 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아리. , , , 

스토텔레스 등에서 감각론의 발단을 찾아볼 수 있고 아우구, 

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쳐 , 

다시 근세의 홉스 로크 버클리 흄 등 주로 영국의 경험론 , , , 

철학과 후설 메를리 퐁티에 이은 현상학에서 전개되고 구, - , 

조주의에서 심리학 과학 등의 관점으로 논의되면서 현재에 , 

이른다(Oh, 2010).

질 들뢰즈는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의   (post-structuralism)

사상가이자 철학가로 세기 형이상학을 대변한다 질 들뢰, 20 . 

즈에 의하면 감각 은 근대의 인식의 지각(sensation)

과 구별되는데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perception) , 

보를 인식하고 사고하는 인식론적 현상이 지각이라면 감각, 

은 직접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론적 사건이다(Won, 

예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의 생성과 논리를 감2019). 『

각의 논리 를 통해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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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감각론2.�

들뢰즈는 그의 미학 이론의 주요 주제인 감각론 을 주장하‘ ’

며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 의 작품을 , (Francis Bacon)

원용하여 철학적 논리를 구체화했다 그의 작품이 감각 즉 . , 

몸에 작용하는 힘들과 파장들의 만남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에 주목했다(Lee, 

들뢰즈는 베이컨 회화를 통해 히스테리 기관 없는 2009). , 

신체 다이어그램 생성 짝지어진 형상들로 분류하여 회화, , , 

의 표현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히스테리1) (Hysteria)

들뢰즈는 감각의 논리 에서 회화는 감각 그 자체 곧 히, 『 』

스테리라고 한다 기관 없는 신체에 어떠한 외부 자극이 가. 

해졌을 때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진동 또는 떨림을 히스테

리라고 부른다 신체 스스로가 자신으로부터 벗(Kim, 2018). 

어나려는 노력을 경련 혹은 히스테리 라고 하며 구토 배‘ ’ ‘ ’ , , 

설 성교 등도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경련이자 , 

히스테리다 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세 로 입을 벌. Figure 1 ‘ 10 ’ , 

리고 비명을 지르는 교황의 모습이다 작품에서 비명 근육. , 

위축 마비 감각 상실 등으로 전해지는 표정은 공포에 질린 , , 

듯한 히스테리를 보여준다 베이컨은 인간의 감(Kim, 2018). 

정인 공포 보다는 외침 즉 감각을 그린다고 말하고 언제‘ ’, 

나 미소를 그리려고 했다고 말한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 

에서 포착한 힘을 격리의 힘 변형의 힘 흩어지게 하는 힘, , , 

Figure� 1.
Study� after� Vel zquez's� Portrait� of� Pope� Innocent� X� in�á

1953� by� Francis� Bacon
(www.atlasofplaces.com)

시간의 힘으로 분류하는데 흩어지게 하는 힘은 얼굴을 사라, 

지게 하여 드러내는 미소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Park & 

이러한 형상은 유기체로서 존재 불가능할 때 Lee, 2012). 

히스테리와 함께 기관 없는 신체로 바뀐 상태를 그린 것이

다(Kim, 2018).

기관 없는 신체2) (Cops sans organs)

기관 없는 신체란 단순히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

적인 신체 로 한정되지 않는 신체이다 즉 입 은 음식을 먹’ . ‘ ’ ‘

기 위한 입 일 뿐 만 아니라 키스를 위한 입 말하기 위’ , ‘ ’, ‘

한 입 이며 장애인에게는 손을 대신하여 글이나 그림을 그’ , ‘

리는 입 이 되는 등 다양하게 변용된다’ (Choi & Choi, 

2013). 

그의 저서 안티 오이디푸스  (Deleuze & Guattari, 『 』

에서 기관 없는 신체 를 알 로 비유되어 진다1972/2014) ‘ ’ ‘ ’ . 

알은 하나의 신체지만 유기체를 형성하지 않은 특정 기관으, 

로 기관화되지 않는 신체를 말하며 이는 기관 없는 신체, ‘ ’

이다 기관은 제도화 관습화 되어있으며 안정화 (Lee, 2002). , 

되어 있다 강렬도에 따라 알에 담긴 에너지에 의해 신체 . 

분화가 이루어지며 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유기체를 형. 

성하지 않은 알은 하나의 신체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형성되

지 못한 기관들이 떠돌아다니며 어떠한 기관도 갖지 않는, 

유기적 조직이 없는 장소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상태를 추. ‘

상기계 라고 이름 붙였는데 내부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지 ’ , 

않은 기계처럼 인간의 사고가 주변 환경과 정보인지에 의해 , 

변화하는 기계와 같다고 하였다(Won, 2019).

베이컨은 회화에서 사람의 신체 변형을 통해 정육점에 걸  

린 고깃덩어리로 나타내거나 얼굴을 뭉개어 모양을 짓기 이

전의 살덩어리 자체로 보여준다 베이컨의 회화(Kim, 2018). 

에서 왜곡된 형상 자체가 기관 없는 신체이며 감각의 형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베이컨의 작품 는 . Figure 2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데 왜곡된 형상들이 바로 기, ‘

관 없는 신체 라는 것이다’ .

다이어그램3) (Diagram)

들뢰즈는 감각의 논리 에서 돌발 표시란 흔적들과 얼룩“『 』

들 선들과 지역들이 작동하는 총체이다, ”(Deleuze, 1981/ 

라고 말한다 재현된 이미지의 파괴를 위해 그2008, p.118) . 

려진 이미지 안에서 즉각적으로 자유로운 표시들을 하는 것

이다 이 흔적들은 우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Kim, 2018). 

비의미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혼동된 감각들의 얼룩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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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 in� 1944� by� Francis� Bacon

(www.francis-bacon.com)

Figure� 3.
Self-Portrait� in� 1971�
by� Francis� Bacon

(www.francis-bacon.com)

Figure� 4.�
Three� Studies� for� Portrait� of� George� Dyer� (on� Light� Ground)

� in� 1964� by� Francis� Bacon
(www.en.wikipedia)

이러한 돌발 흔적을 다이어그램 이라고 하며 공간(diagram) , 

의 어느 부분이나 영역들을 헝겊 비 솔 스펀지로 닦고 쓸, , , 

고 문지른 얼룩들 또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속도로 물감 , , 

뿌리기인 채찍질 등으로 표현된다 다이어그램은 구상과 ‘ ’ . 

형태를 넘어서는 해답으로 사용된 것이며 재현에서 벗어나, 

기 위해 손의 흔적을 이용한 것이다 손 적인 것과 시각적. 

인 것의 상호침투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이어그램은 감관 사

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회화를 눈으로 만지는 것 같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들뢰즈는 눈으로 만지는 이, ‘ ’

라고 한다 은 다이어그램의 표현으로(Cho, 2019). Figure 3 , 

감각적인 닮음을 가진 해체된 얼굴이 나타난다 는 . Figure 4

베이컨의 연인이었던 조지 다이어 를 그린 초(George Dyer)

상으로 감각적 닮음을 추구하며 다이어그램으로 기존의 관, 

람방식을 방해한다 지워지고 쓸린 얼굴 부분들은 감각에 의. 

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생성4) (Becoming)

생성 되기 은 동물 되기 무엇 되기 강렬하게 되기로 말할 ( ) , , 

수 있다 베이컨의 회화에서 되기 는 신체가 각(Lee, 2017). ‘ ’

각의 개성적 얼굴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이는 외침 비명 또, , 

는 미소 등으로 표현된다 회화에서는 (Choi & Choi, 2013). 

수많은 동물 되기 여성 되기 아이 되기 등이 있으며 베- , - , - , 

이컨의 작품에는 동물과 인간이 하나가 된 반인반수의 형태

가 많이 보여 진다 침팬지의 입을 가진 교황과 네발로 기. 

어 다니는 아이 멧돼지의 어금니가 자라는 여인이 보여 지, 

며 투우장의 투우사는 소와 한 몸이 되고 십자가 위의 예, 

수는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가 된다 동물적 (Lee, 2017). 

특색이나 표시들은 동물적 형태가 아닌 기로부터 온 것이다. 

베이컨의 작품에서 인간의 동물 되기는 근본적인 동일화이

며 그저 외적 모방이 아니다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몸의 , .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론적 닮기 이다(mimesis)

들뢰즈의 생성 은 본래 사유와 삶 다시 말해 (Lee, 2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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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udy� for� Crouching� Nude� in� 1952� by� Francis� Bacon

(www.en.wikipedia)

Figure� 6.
� Lying� Figure� in� a�Mirror� in� 1971� by� Francis� Bacon

(www.bbc.co.uk)

사유함과 존재함의 분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한 역전을 가, 

능하게 하는 공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략적인 개념이다

(Lee, 2009). 

는 제한된 내면적 공간에서 벌거벗은 채 억압된   Figure 5

동물과 같은 괴상한 형상을 그리고 있다 동물(Kim, 2018). -

되기는 베이컨의 회화에서 동물이나 인간도 아닌 창조적으

로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하나의 정, 

체성에 제한하지 않고 서로 다른 대상과의 결합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확장시킨다(Kim, 2018). 

짝지어진 형상들5) (Paired figures)

베이컨의 회화에는 복수의 형상들이 뒤엉켜 하나의 짝으로 

된 형상을 만드는데 이를 짝지어진 형상들 이라고 부른다, ‘ ’ . 

은 혼자일지라도 형상은 둘인데 두 개의 형태가 중Figure 6 , 

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로 비정형적으로 형상을 뒤틀어 형, 

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첩되어 나타(Yim, 2013). 

난 두 개의 형태 자체는 각각의 동일성을 지닌 대상이 아니

며 하나의 동일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Seo, 

2013).

지금까지 살펴 본 들뢰즈의 감각론 개념과 그에 따른 베  

이컨 회화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아이리스�반�헤르펜�패션�분석을�위한�체계3.�

본 절에서는 들뢰즈의 감각론을 적용하여 패션 디자인을 분

석하고자 선행 연구를 통해 패션 분석을 위한 체계를 마련

하고자 한다 들뢰즈는 감각론 개념을 베이컨 회화를 통해.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다이어그램 생성 짝지어진 형상, , , , 

들로 분류하여 회화의 표현방법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을 적. 

용하여 다양한 조형예술분야에서 예술 현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분석 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패션 분석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선정 기준은 국내에 발. 

표된 관련 논문 중 학회지에 발표되었으며 패션과 관련된 

조형예술 분야의 분석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들뢰즈. 

의 감각론을 적용하여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석의 연구와 

융합형 공간 설치를 분석 뮤직비(Kim, 2018) (Won, 2019), 

디오 영상 디자인을 분석 한 연구를 선정하였고 (Koh, 2006)

각 조형예술 분석을 위해 사용한 들뢰즈 감각론 분석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선행연구에서 히스테리, . , 

다이어그램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생성과 같은 개념인 

동물 되기는 의 연구에서 기관 없는 Kim(2018), Koh(2006) , 

신체는 의 연구에서만 공통으로 나Won(2019), Koh(2006)

타났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내용은 와 같다 선행연. Table 2 .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다이어, , 

그램 생성 되기 을 분석 틀로 정리하되 감각의 논리에서 , (- ) , 

주장한 짝지어진 형상들을 다른 개체의 조합으로 패션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추가로 하여 패션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 개의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감각론을 . 5

살펴보고 생성과 짝지어진 형상은 새로운 개체와 만나 전혀 ,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질적 조합이라는 넓은 범위

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분석틀로 연결하였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다이어그램, , , 

이질적 조합으로 분석 체계를 정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를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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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 of� Deleuze's� Sensory� Theory� and� Images� of� Francis� Bacon's� Painting

Contents Image� of� Francis� Bacon's� Painting

Hysteria -Vibrations or tremors between external stimuli

Cops sans organs
-Having no organs

-Being with all potential

Diagram

-Sudden outbreak mark to destroy repeated images

-Brush with a brush or brush or wipe with a 

sponge, rubbed stains, spraying paint at various 

speeds

Becoming

-To be an animal, to be intense, or to be created

-Extend the value and meaning of existence by 

combining with heterogeneous objects

Paired figures

-A single-matching figure with multiple figures 

intertwined

-One identical image appears

Table� 2.� Comparison� of� Deleuze‘s� Sensory� Analysis� System� of� Precedence� Studies

Prior� Study
Analytical� Framework� of� Deleuze's�

Sensory� Theory
Derived� Result

Kim(2018)

-Hysteria

-Diagram

-Segmentation

-Becoming-animals

-Sensory experience

-Significant of abstraction

-Separation & reconstruction

-Heterogeneous combination

Won(2019)

-Cops sans organs

-Hysteria

-Diagram

-The eyes and the hand

-Examine the sensory theory of each of the three works 

of Kryzysztof Wodiczko

Koh(2006)

-Cops sans organs

-Hysteria

-Becoming-animals

-Diagram

-Cops sans organs

-Hysteria

-Diagram

-Key through the Chris Cunningham video world 

analysis based on three log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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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sualization� of� Sensory� Expression

Sensory� Theory� in�
Bacon's� Painting

Contents
Visualisation� of� Sense�

in� Fashion

Hysteria

- Vibrations or tremors between external stimuli

- An atypical body expression represents the body experiencing 

the sensation

Hysteria

Cops sans organs
- Self-destructive de-organization

- Distorted shape itself
Cops sans organs

Diagram

- Accidental suddenness

- The destructive form of modern reproducibility model

- Free marks inside the image drawn to destroy the repeated 

image

Diagram

Becoming

- To be an animal, to be intense, or to be created

- A hybrid body whos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animals 

have been destroyed. Heterogeneous 

Combination

Paired figures - A result of overlapping two forms

아이리스�반�헤르펜�패션�사례�분석.Ⅲ

본 장에서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이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선보인 패션 작품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하고자 한다 네. 

덜란드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 은 (Iris Van Herpen)

아른헴 종합예술대학교(Artez Institute of the Art Arnhem)

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고 클라우디 용스트라(Claudy 

알렉산더 맥퀸 의 디자인실Jongstra), (Alexander McQueen)

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년 독립된 자신의 브랜드, 2007

를 열었다 그녀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Kim, 2012).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각종 매체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이력에 있. 

어 많은 매체에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브랜드와 맥퀸에서

의 실무경험을 중요하게 거론하는데 자연탐구 및 새로운 소, 

재 실험이 특징인 클라우디 용스트라 의 (Claudy Jongstra)

작업으로 볼 때 반 헤르펜의 작업태도에 유의미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녀는 년부터 (Lee, 2014). 2011

파리 오트 쿠튀르에 참가하면서부터 고유한 자신의 작품세

계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실험적이고   , 

독특한 조형성이 나타났으며 특유의 창작기법이 보여진다, . 

독창적 기법에 의한 새로운 조형적 형태는 헤르펜의 스타일

을 대표하는 매체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분석 대상은 까지 총 회의 오트   2011 SS ~ 2020 SS 14

쿠튀르 컬렉션 개의 작품으로 하였다 들뢰즈의 감각론222 . 

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 

다이어그램 이질적 조합의 개의 분석틀 기준으로 개의 , 4 13

작품을 선정하여 패션 사례분석을 하였다. 

히스테리1.�

들뢰즈는 감각이란 신체 위에 작용하는 힘들과 파장과의 “

만남으로서 감각적인 체조 이고 외침 숨결이다 라고 말한, ‘ ’ - ”

다 감각은 곧 힘과 파장이 만날 (Deleuze, 1981/2008, p.58). 

때 생기는 운동이고 이것이 히스테리인 것이다 아이리스 반 . 

헤르펜의 컬렉션에서는 유동적인 선의 흐름과 진동으로 감

각체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히스테리의 표현이 나타난다.

은 인간의 형상 진화와 신화 속의 여성의 혼합이   Figure 7

나타나는 년 의 컬렉션이다 프린팅을 2019 ‘Shift Soul' . 3D 

이용하여 정교하게 물결치는 형태의 드레스로 무아레

무늬가 나타나며 시각적 착시현상이 보여 진다(moir ) . é
은 년 전압 컬렉션으로 생체에 흐르Figure 8 2013 ‘Voltage’ 

는 전류를 표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연성 아크릴의 입체 , 

아플리케들을 전략적으로 컷팅하여 모델의 워킹에 따라 미

세한 털처럼 흔들리는 떨림을 보여주었다 아크(Lee, 2014). 

릴과 실리콘의 이질적 소재결합으로 울림이 있는 유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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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ris� Van� Herpen� 2019� S/S

(www.vogue.com)

Figure� 8.
Iris� Van� Herpen� 2013� S/S

(www.vogue.com)

Figure� 9.
Iris� Van� Herpen� 2011� S/S

(www.vogue.com)

Figure� 10.
Iris� Van� Herpen� 2016� F/W

(www.vogue.com)

Figure� 11.
Iris� Van� Herpen� 2011� F/W

(www.vogue.com)

Figure� 12.
Iris� Van� Herpen� 2011� F/W

(www.vogue.com)

Figure� 13.
Iris� Van� Herpen� 2011� F/W

(www.vogue.com)

형물로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스케이피즘 .

컬렉션의 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기괴‘Escapism’ Figure 9

한 생명체를 보는 듯 한 탈정형 형태이다 움직임에 의해 .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관�없는�신체2.�

기관 없는 신체는 내재성과 잠재력의 상태인 자기 파괴적 

탈 기관화 상태를 의미한다 왜곡된 형상 자체인 기관 없는 . 

신체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컬렉션에서는 일반적인 의복

구성에서 벗어난 탈 정형 형태를 추구하며 차별성을 보인다.

은 정숙 의 주제로 사이매틱  Figure 10 ‘Seijaku' (Cymatics)

이라는 학문에서 영감을 받아 진동을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시각화한 컬렉션이다 일반적인 의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 

돌출과 함몰이 나타나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년 도. 2011

약 컬렉션의 은 오간자 소재를 뭉쳐 스‘Capriole’ Figure 11

커트를 과장하여 의복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보여 진다 아이. 

리스 반 헤르펜의 컬렉션에서는 감각과 감정의 시각화 등의 

내면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은 . Figure 12, 13

년 도약 컬렉션의 작품으로 자유낙하의 상2011 ‘Capriole’ , 

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특수 가죽이 이루고 있. 

는 안정되지 못한 선형 배치 뾰족한 삼각 플레이트의 돌출 , 

반복 블랙 컬러의 아크릴이 구불구불하게 휘감긴 형태 등에, 

서 뛰어내릴 때의 다양한 순간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상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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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한다 이러한 감각 표현은 괴기한 형태를 (Lee, 2014). 

띄며 구조화되지 않은 추상적 특징을 가진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슬로건에   ‘ ’

반하고 있다고 오피셜 홈페이지에 밝히면서 형태와 구조는 , 

부차적 요소가 아닌 고유한 감각적 세계 표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명시한다 탈 정형 형태는 예측 (Lee, 2014). 

불허한 이미지로 이성적 인식에서 벗어난 기이함으로 감각, 

을 자극한다 실루엣을 왜곡 과장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 

이러한 형태로 인해 시각적 자극과 긴장감을 부여한다.

다이어그램3.�

다이어그램은 재현 이미지를 파괴하기 위한 돌발 흔적이다. 

구상과 추상을 함께 벗어나려는 모순적 효과를 위하여 사물

과 세계를 이어주는 코드 및 배치의 전략이며 이것은 형상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서 주체를 해체하는 인표적 배치의 해

체로 말할 수 있다(Won, 2019).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컬렉션에서는 쓸거나 닦거나 흩뿌  

린 흔적들의 다이어그램이 움직임의 표현과 물과 꽃을 흩뿌

린 표시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구상적 형태에서 . 

독창적인 표시들로 인해 새로운 형상과 질서를 창조한다 또. 

한 이미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파괴적 이미지로 혼란을 

주며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준다. 

의 주제로 전개된 는 미국 키네틱아트  ‘Hypnosis' Figure 14

작가 앤서니 하우 의 작품에 (Kinetic Art) (Anthony Howe)

영감을 받아 팽창과 수축의 우주 사이클을 표현한 컬렉션이

Figure� 14.
Iris� Van� Herpen� 2019� F/W

(www.vogue.com)

Figure� 15.
Iris� Van� Herpen� 2017� S/S

(www.vogue.com) 

Figure� 16.
Iris� Van� Herpen� 2017� F/W

(www.vogue.com)

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깃털로 된 구조적 요소와 . , 

함께 새의 날개짓의 움직임이 돌발이미지로 표현된다. 

는 의 컬렉션 은 Figure 15 ‘Between the Lines’ , Figure 16

의 컬렉션 작품으로 물과 꽃이 퍼지는 듯한 형상‘Aeriform’

을 띄며 예상치 못한 자유로운 표시들로 인해 혼동된 이미

지와 감각이 나타난다. 

이질적�조합�4.�

패션디자인에서 생성과 짝지어진 형상들은 이질적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는 리좀 및 기계라는 개념과 일맥상통 하는데. , 

이질적 결합은 일반적 인식 범위에서 벗어난 전적으로 다른 

것과의 결합을 말하며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닌 동일한 위치

에서 합해져 또 다른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Kim, 2018). 

이질적 대상물의 조합은 기존의 형태에서 탈피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며 연관성의 파괴를 통해 신비로운 시각적 효과

를 준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은 인체와 자연에 대한 관심으. 

로 원리적 표현과 재해석한 작품들이 컬렉션 전반에 나타나

는 동식물과 자연과의 결합으로 되기 가 나타난다 실험적‘- ’ . 

인 소재와 이질적 조합으로 표현된 형상은 창의적 조형방식

으로 극대화되며 흥미를 유발시킨다.

은 나뭇가지가 뻗어가는 형상으로 오래된 나무   Figure 17

조각 세공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은 . 

패션은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술의 표현이며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야생의 구현 컬. ‘Wilderness Embodied’ 

렉션의 작품인 는 자연의 새와 나무의 형상을Figure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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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한 의상을 보여준다 실리콘을 사용하여 깃털을 표현. 

하여 신체 위에 새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레이저 컷팅, 

을 이용하여 야생의 힘을 보여주는 듯한 나무(laser cutting)

의 긴 가지와 잎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은 감각. Figure 20

의 바다 컬렉션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심해속‘Sensory Sea' , 

Figure� 17.
Iris� Van� Herpen� 2012� S/S

(www.vogue.com)

Figure� 18.
Iris� Van� Herpen� 2013� F/W

(www.vogue.com)

Figure� 19.
Iris� Van� Herpen� 2013� F/W

(www.vogue.com)

Figure� 20.
Iris� Van� Herpen� 2020� S/S

(www.vogue.com)

Table� 4.� Characteristics� of� Iris� van� Herpen's� Expression� in� Sensory� Theory

Visualisation�
of� Sense

Fashion� Collection
Expressive�Method� of�

Expressi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Hysteria

- Visual tremor caused by 

movement

- Expression through 

visualization of sensory state

Rhythmicity

 Atypicality

Cops sans 

organs

-Unformal form

-Distortion, protrusion, 

exaggeration, cave in

 Atypicality

Diagram

-Boundary of ambiguous image

-Image representation of 

extension

Rhythmicity

 Atypicality

Scalability

Heterogeneous 

combination

-Human and natural

realistic re-creation of animals 

and plants

Atypicality

Reproducibility

의 히드로충류 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해양생물의 (hydrozoa) . 

실루엣과 비늘을 형상화했으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체적

인 율동감이 나타난다. 

감각론으로 본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표현특성을 정리하  

면 와 같다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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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반�헤르펜�패션에�나타난�신체표현�특성.�Ⅳ

이상에서 아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에 나타난 신체표현 방법

을 바탕으로 신체표현 특성을 율동성 비정형성 확장성 재, , , 

현성으로 도출하였다.

율동성1.�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컬렉션에서 진동의 히스테리는 움직

임에 따라 리듬감 즉 율동성이 나타난다 무아레 무늬나 입, . 

체 아플리케 유연하고 입체적 형태의 떨림으로 표현되며, , 

시선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연속적인 . 

운동감이 느껴지며 불규칙적인 떨림으로 인한 시각적 효과

를 극대화하여 즐거움과 경쾌한 느낌을 준다 또한 흩뿌린 . 

표시들로 나타난 다이어그램은 헤르펜의 패션에서 물과 꽃 

등이 자유롭게 퍼지는 형상으로 확장의 이미지가 나타나며 

율동감이 느껴진다.

비정형성2.�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패션에서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 

다이어그램 이질적 조합의 표현특성으로 비정형성이 나타난, 

다 히스테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있어 비정형성이 나타. 

나며 흥미를 유발시킨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에서 왜곡. 

된 형상 자체를 기관 없는 신체라고 설명했다 기관 없는 . 

신체는 신체의 일부와 전체의 비정형적인 형태의 왜곡으로 

나타나는데 헤르펜이 형태와 구조는 고유의 감각적 세계를 ,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기, 

존 전통적 고정관념을 부정하고 추상적 형태로 감각을 자극

한다 확장된 이미지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다이어그램은 구. 

상적 형태에서 새로운 형상 만들어내며 비정형성이 나타난

다 동식물의 사실적 재현으로 일반적인 신체의 형태에서 벗. 

어난 비정형성이 보여 진다 이로 인해 독특한 형태요소를 . 

제공하며 패션 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대시킨다.

확장성3.�

우연적 돌발흔적인 다이어그램은 베이컨의 회화에서 닦고 

쓸고 문지른 얼룩들 혹은 다양한 속도로 물감 뿌리기로 나, 

타나는데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패션에서는 흩뿌린 움직임, 

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확장된 형태가 나타나며 . 

모호한 이미지의 경계로 인해 이미지의 혼란을 준다.

재현성4.�

들뢰즈의 생성과 짝지어진 형상들의 개념은 패션에서 이질

적 조합으로 나타난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은 자연의 대한 . 

관심으로 동식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의상들이 다수 보여 

진다 실리콘을 얇게 깎아 새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조각이나 . 

레이저 커팅 프린팅 등 기술과 과학을 결합하는 작업으, 3D 

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의상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실험. 

적 소재의 사용과 표현방법으로 섬세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

며 신비로운 시각적 효과를 준다, .

결론.�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재현의 논리를 거부하며 직접적인 감각

을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한다 전통적 미학의 틀에. 

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

구로 현대사회의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감각들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질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통적인   

재현을 거부하고 자신의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분석하여 감, 

각론을 펼쳤다 감각론에서 감각은 힘과 리듬을 형상화에 의. 

해 발현될 수 있으며 감각을 통해서만 예술을 창조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철학적 논리를 베이컨의 회화를 통해 . 

전개하는데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다이어그램 생성, , , , (-

되기 짝지어진 형상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성과 짝지), . 

어진 형상들은 이질적 조합이라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연

결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아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 

에서의 감각의 시각화 결과 히스테리 기관 없는 신체 다이, , 

어그램 이질적 조합으로 도출되었다, .

히스테리는 움직임으로 인한 시각적 떨림 표현으로 나타  

났으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기관 없는 신체는 왜곡. , 

과장 돌출 함몰 등의 탈 정형 형태의 예측 불허한 이미지, , 

로 나타났으며 다이어그램은 모호한 이미지의 경계와 확장, 

적 이미지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질적 조합은 자연에 . 

대한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관심으로 나무 되기 동식물 되, 

기를 통한 사실적 재현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체는 살아있는 

듯한 율동감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들뢰즈의 감각론의 관점으로 본 아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에 관한 연구이다 실험적인 아이리스 반 헤르펜. 

의 패션에 접근하는데 들뢰즈의 감각론을 적용하는 것은 열

린 체계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들뢰즈의 감각론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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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 디자인을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안의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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