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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apply the theory of Brecht’s ‘Verfremdung’ or distancing effect to 
the process of fashion design. The distancing effect refers to an avant-garde artistic technique 
that enables artists to create their works by viewing particular objects separately from the 
phenomena that occur around those objects. Brecht encouraged a sense of purpose that involved 
shifting to the new society sought by modernism. He also suggested an artistic approach that 
isolates perception from judgment - ‘Verfremdung’ - which reflects his approach well. In this 
paper, with the distancing effect considered as a method for creation, the author identifies the 
system of thought associated with the distancing method and applies this system to fashion 
design. To this end, the author first reviewed the concepts of ‘Entfremdung’ (alienation) and the 
distancing effect and studied the backgrounds of the two concepts. Next, the author identified 
Brecht’s epic theory and its application. As a result, a method of perceiving objects as used with 
the distancing effect was noted, and this method was utilized to distingu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its clothes. Specifically of interest were parts of the human body and the 
related functions of clothes as well as the motor functions of the body and detailed decorations 
on clothes. Moreover, the author discovered a trend in the wearing of clothes that exists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changeability by examining Brecht’s work as it relates to the types of clothes 
that are worn. Finally, the author applied the distancing effect to fashion design in consideration 
of the discovere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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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예술의 가치와 개념은 시대정신 혹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인식되고 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새로

움을 추구하고 창작하는 방법적인 접근도 예술의 개

념 변화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시도 되어왔다. 패션

이 인간의 미적 추구와 미의식의 작동에 의해 그 역

할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를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논쟁조차 관심 밖이

었다면 현대에는 예술의 개념과 접근인식의 변화로

인해 패션도 하나의 미적 창작물인 조형예술로 바라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두 장르간의 조형적인 유사성 및 양식의 내적

인 요소인 내용과 정신의 반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이 규명되어1) 온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형예술 작품으로서의

미적가치를 가질 수 있는 패션 창작의 추구는 접목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보게 한다.

세기 전환기의 혼란과 무질서한 정신계로부터 이

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보여주었던 퇴폐

적인 상업주의와 내용 없는 가벼움에 젖어있던 예술

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면 포스트모

더니즘으로 사라졌던 이성주의를 시대의 요구로 재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탈모더니즘의 현상으로 나타

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이성에 대한 믿음

을 허구로 치부하며 감성을 강조했다면, 과거 모더니

즘 시대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새로운 변혁으

로의 시도를 지금의 시각으로 변화 적용해 보는 것

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방향모색이 되리

라 본다.

이 연구에서는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로의 변혁에 대한 목적의식과 함께 인식과 판단을

달리하는 예술 접근을 제시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t Brecht, 1898-1956)의 ‘낯설게 하기’(Ver-

fremdung)를 창작의 접근방법으로 보고 여기에 담긴

사유 체계를 패션에 적용해 보았다. 따라서 대상과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시각을 달리 함으로써 창

작의 방법을 모색하여 아방가르드(Avant-garde)한

예술기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낯설게 하기’ 이론을

패션 창작의 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외 개념을 적용한 ‘낯설게 하기’이론을 만든 베

르톨트 브레히트는 사회 개혁의 실천적 의식과 마르

크스 사상을 자신의 극 이론의 바탕으로 두고 독특

한 작품세계를 제시했던 독일의 극작가이자 연극 연

출가이며 이론가이다. 그의 서사극을 다루지 않고서

는 현대 연극에 대해 논할 수 없을 만큼의 업적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변증법과의

연관성이 가져오는 이해관계로 인해 과거 그의 연구

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회적 변

혁을 요구하는 지식층의 증가와 함께 1989년‘한국브

레히트협회’가 생기면서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

고 있다. 이는 세계는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브레히

트의 연극관이 시대 상황과 맞물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이다.2)

‘낯설게 하기’이론은 희곡에서 적용하는 논리를 중

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연극과 문

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창작기법으

로서의 이 이론을 패션 디자인에 적용한 연구는 아

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낯설게 하기’이론 관련 선행

연구로는 브레히트의 이론을 순수하게 미학적 관점

에서 다룬 손주현(1996)의 논문 외에 연극(이은주

(1984), 최홍근(1994))과 문학(정경미(2001), 윤한철

(2005))에서 다룬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낯설게 하기’이론을 패션에 적용하여 브레히트가 제

시한 사유체계를 공용하고자 한다.

예술 작품은 창작의 형식을 통한 창조물이며 이를

위해 장르간의 융합을 통한 창작 작업은 디자인 작

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여러 시도 중 하나이다. 그 중

연극에서의 이론인 ‘낯설게 하기’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유체계가 극에 적용되는 방법은 패션이 컨셉과 디

자인 철학으로 창작되는 방법에서 표현의 도구와 대

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창작을 위한 사고의 흐름은

서로 같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낯설게

하기’를 단지 연극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예술의

창작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해 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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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서 ‘낯설게 하기’에 의한 창작이라는 방법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찾아보겠다. 이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간의 사유체계를 공유함으로써 패션 창작의 방

법에 있어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므

로 이 연구는 브레히트 이론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사상의 줄기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예술기법

의 시각에서 창작적인 방법에 대한 이론을 논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은 브레히트의 이론과 소외 개념을 다룬

문헌과 연극, 문학, 철학에서 다룬 소외, 서사극 이론

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먼저 브레히트의 극 이론의 바탕이 되었던 ‘소

외’(Entfremdung)와 ‘낯설게 하기’(Verfremdung)의

개념과 그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브레히트가 주장하는

‘소외’의 개념이 가지는 미학적 위치를 짚어 보고 브

레히트의 서사극 이론과 그 적용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같은 용어로 번역되어 혼돈이 일고 있는 브레

히트의 ‘낯설게 하기’(Verfremdung)와 러시아 형식주

의자들의 ‘낯설게 하기’(ostranenije)를 비교하여 그들

의 연관성 내지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낯설게 하기’가 가지는 미학적 의미와 함께 ‘낯설

게 하기’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 두 용어의 경계

를 규명하였다. 여기서 도출해낸 ‘낯설게 하기’ 예술

기법이 가지는 인식의 개념과 방법을 패션에서 관계

의 전환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이 이론이 적용된 ‘낯

설게 하기’ 작품들을 통해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낯설게 하기 이론이 적용되는 패션의 사례

분석 연구대상으로는 해석에 부합되는 2005년도 이

후 발표된 서승희 작품으로 한다. 연구자 본인의 작

품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창작 작업의 과정

에서 고려했던 ‘낯설게 하기’의 인식방법과 디자인으

로 적용하는 사고의 흐름을 왜곡 없이 분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외’와 ‘낯설게 하기’개념과 배경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연극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

던 의식은 ‘소외’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소외, ‘소격’, ‘이화’, ‘생소화’, ‘낯설게 하기’로 혼용되

는 Verfremdung3) 용어는 “잘 알려진 것은 그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인식되지 않고 있

다”4)고 말하는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말처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일깨워 인식의 세계로 끌어들이도록 놀라움

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소외’(Entfremdung)와 연

결될 수 있다.

철학에서 소외(Entfremdung)라는 용어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헤겔의 ‘소외’

개념은 인간이 자연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사회를 형성해내고 있다. 이 자연성

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소외’라고 했으며 헤겔에서

소외 개념이 단순히 자기 부정을 통해서 대상화시키

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화를 통해 다시금 자체로 되

돌아옴(부정의 부정)으로써 변증법적인 인식을 지향

하고 있다.5) 헤겔의 소외 개념은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의‘노동의 소외’, 포이에르

바하(Ludwig Andreas Feuerbach, 1804-1872)의‘종

교의 소외’,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아우라의 상실’에게로 그 개념이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헤겔의 변증법적 소외 개념이 마르크스에게 유

물론적 변증법으로 적용되어 노동자들의 경제적 소

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소고’에서 언급하기를, 사

적 소유로 정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

신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 즉 노동의 대상

화에 의해 부의 편중을 만들고 그들 자신은 이로부

터 멀어지는 상황이 형성된다 하였다. 노동의 결과물

이 많아짐은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상품 가

치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노동의 결과물은 결국

노동과 대립을 이루고 이를 노동의 소외로 볼 수 있

다. 노동은 그 자체가 욕구의 목적이 아니라 노동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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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함으

로써 노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

기소외를 이끌며 이는 결국 인간 자신의 본질로 부

터의 소외를 의미한다.

일련의 소외가 근본적으로 사적소유로부터 야기되

었으며 소외의 개념이 근대, 헤겔 이후 강력하게 대

두된 것은 결국 시민혁명, 산업혁명, 종교 개혁과 같

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던 사건

들로 인해서이다. 소외된 현실에 대한 강렬한 인식은

브레히트에게는 해결해야할 과제였으며 자신이 몸담

고 표현할 수 있는 연극을 통해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현

상과 마르크스의 소외이론은 브레히트가 소외를 극

복해야할 현실로 인식하는 ‘낯설게 하기 이론을 정립

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

브레히트의 소외 개념은 ‘낯설게 하기’라는 형식적

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소외 대상을 파악

한다는 내용 인식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데6) 여기

서 브레히트는 세계의 모순성은 필연적인 변화를 가

져온다는 명제를 이끌어낸다. 헤겔의 소외개념이 변

증법적 세계관을 인식하는 관념론에 해당한다면 브

레히트의 개념은 인식한 대상화를 통해 사회를 변화

시키려는 실천적 이론으로 가변적인 역사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브레히트에게 예술은 현실의

제반 모순을 발견케 하고, 그것의 변화가능성을 모색

하며,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극대화

하는 수단이었다.7)

2. 브레히트의 ‘낯설게하기(Verfremdung)’과 러
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하기(Ostranenije)’
‘낯설게 하기’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그 용어의 번

역으로 인해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Os-

tranenije)와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Verfremdung)

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때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건축에서 다루는 ‘낯설

게 하기’이론은 주로 러시아 형식주의를 다룬 연구

(권유경 외(2000))이다. 이들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

써 차별화되는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가 가지는

미학적 위치를 알아보았다.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Ostranenije)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명하게 보여 지는 것, 이미

잘 알려진 듯한 것 등의 허상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 이를 배제하여 어떤 대상을 재

인식이 아닌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는 문학 이론이다.8) 습관적으로 인식한 사물을 새롭

게 인식하는 관점은 브레히트 이론의 바탕이 되었던

헤겔의 소외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러시아 형식주의자,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 1893-1984)는 비창조적인 경직된 예술형

식을 몰아내고 현존하는 모든 규범을 부정하며 관습

적인 사고방식을 타파하고자, 특히 기존하는 형식을

개선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경직된 예술형식의

틀을 파괴하고자 하였다.9) 이를 통해 지각자에게 자

동화를 통하여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되어버린 사물을

예술을 통하여 새롭게 보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자기

목적이며 원초적인 소박성의 회복이 문제였으며 현실

과는 무관하게 예술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10) 이는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여 독자적인 문학작품의 역

사를 가짐으로 현실의 역사, 사회적 관계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11) 반면에 브레히트에게는 소외된

현실의 인식과 그 제거가 문제였으므로 근본적으로

현실성의 인식 차이에서 이 두 ‘낯설게 하기’이론은

대립된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

한 습관적 시각을 달리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그 용어

에서 오는 동일성만큼이나 그 관계성을 찾을 수 있겠

으나 근본적으로 예술의 형식에 중요도를 두는 러시

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Ostranenije)는 현실을

벗어난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한 반면 브레히트의‘낯

설게 하기’(Verfremdung)는 현실의 인식과 판단을

통한 예술의 사회참여와 변화를 요구하였다.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이 가져오는 예술의 절대적 자율성을

지양하고 기존의 예술개념 속에서 사회와의 연관성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브레히트는 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복

잡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의 관계망들을 은폐하는 하

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보고 넓게는 예술로

부터 유용성을 분리시키지 않은 미학을, 좁게는 기존

의 감정이 입극을 대체하는 연극을 제안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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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낯설게 하기’의 서사극 이론과 기법 적용

브레히트는 당시 파시스트 정권(Partito Nazionale

Fascista)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의 감정이입을 통한 연극 비법을 동원하여 국민

들이 비판의식과 자기 관점이 없이 맹목적으로 몽유

병 환자처럼 이끌려 가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또한 당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이론을 정립

하던 시대와는 달리 과학시대라고 전제하고 전통적

감정 이입극이나 환상극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이었

던 마음의 정화작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도피의

소모적 계기로밖에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

다.13) 따라서 브레히트의 이러한 생각이 적용된 ‘낯

설게 하기’ 이론은 당시의‘희곡적 연극’과 대비되는

개념의‘서사적 연극’(epic theatre)혹은‘서사극’이라 칭

한다. 이는 이전의 연극이 지켜야 했던 일련의 규칙,

즉 집약된 줄거리, 작은 부분들의 유기적 구성, 실제

와 똑같은 재현 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어쩌면 공연

상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낯설게 하기’

의 한 방식으로 이용한다.14) 이를 통해 브레히트는

극의 각 장면이 사건의 진행을 위한 다음 장면으로

의 연결 구도보다는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독특한 연극이론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희곡적 연극에서 적용되는 이론은 아리스

토텔레스가 정립한 것으로 연극 무대 위의 인물과

극의 상황 속으로 관객의 감정이 몰입되어 현실과

구분이 안 되고 연극이라는 환상의 세계에 자신이

빠져있는 상태를 통해 감정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

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론의 기본 틀이다. 이를 위해

극의 각 장면은 사건이 진행되도록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극무대

는 현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설치하고 배우도 극중의

인물로 감정이 이입되어 연기를 한다.

반면에 서사극은 배우와 관객이 진행되는 극의 내

용에 거리를 두고 연기하고 비평함으로써, 다시 말해

배우는 연기하는 역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배우임을 관객이 인식하도록 하고 관객은 이를

통해 무대 위의 상황을 인식함과 함께 극중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함으로써 관객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

식하고 보여 지는 이면의 진실을 의구심을 가지고

찾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즉, 연극의 허구적인

위치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관객은 비평적이고 탐구

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관객은 현실을 망각하면

안 되고 또한 현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

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외’ 개념처럼 일상

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인식으로 현실을 보게 하

는 ‘낯설음’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감정이입’을

부정하는 것이다. 종래 연극에 대해 깨어있는 의식,

즉 연극에 몰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극과의 거리감을

통해 비판의식을 가질 것을 주장한 브레히트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내린 연극이론과 대치되어

이를 ‘비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서사극에서 소외의 대상은 관객이며 이들에게 인

식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배우와 연출자로 이러한 관

계 속에서 여러 기법들이 적용된다. 먼저 관객의 극

에로의 감정 이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는 일단 극의

주인공은 비극적이지 않아야하며 편하게 즐길 수 있

는 내용이어야 한다. 즉, 서사극의 희극성은 관객이

비극에서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인물의 결함이나

비천함에서 웃음을 자아냄으로서 극중 현실과 관객

의 현실 사이의 벽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웃음을 통한 거리의 획득은 무대 위의 인물이나 사

건을 낯설게 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15)

또한 연극에 참여하지 않는 해설자가 극의 시작을

알리고 극의 사건을 해설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역할

을 하거나 연극이 시작되기 전 참여하는 배우나 작

가가 나와서 극의 줄거리나 등장인물 등을 설명하여

사건 진행의 시간적 연속성을 파괴함으로써 연극이

실재가 아닌 허구임을 알려 관객이 환상 속으로 몰

입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연극의 구성요소로서 노래

를 부를 때 무대를 바꾸거나 조명을 바꾸어 극의 사

건과 진행을 세분하거나 관객에게 호소하는 형식을

취해 관객의 인식을 이끌게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자막이나 플랜 카드를 이용하여 각 장면의 제목이나

내용을 설명하거나 배우가 극 중 관객에게 말을 건

다거나 반 커튼을 사용하여 무대에서 다음 장면을

위한 준비과정을 관객이 보게 됨으로써 무대 위에서

사건이 준비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의 존재와 깨어있는 의식을 상기시키

도록 하는 소외기법을 제시하였다. 반면 배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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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uhseunghee, Seoul, 2009 F/W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2> suhseunghee, Seoul, 2009 F/W

http://www.suhseunghee.com

에서도 자신의 역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역을 객

관화 시켜 관찰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구현한다.16) 이

를 통해 관객에게는 극중 인물의 환상을 깨뜨림으로

써 배우와 관객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다.17) 이러한 관계 구도를 이 연구에서는 주목하

고 이어지는 패션 디자인에서의 인식의 전환을 관계

의 구도 속에 적용하였다.

Ⅲ. 패션 디자인에서의 ‘낯설게 하기’ 
적용 사례

브레히트가 인식한 사회적 상황과 연극을 통해 이

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가 ‘낯설게 하기’이론의 핵

심이며 서사극에서 그 방법적인 표현을 보았다. ‘낯

설게 하기’이론에서 사물과 대상을 보는 시선과 인식

을 달리하는 점은 예술 창작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연극에서의 표현 대상이 관객과 무

대, 배우라면 패션에서는 표현 대상이 몸과 복식으로

인식논리를 표현 적용할 수 있다. 서사극 이론이 배

우와 관객,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기존의 희곡연극과

는 차이를 둠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예술기법을 찾았

다면 이러한 관계성을 패션에 적용함으로써 그 관계

의 연결에 따라 다른 인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낯설게 하기’의 인식이 표현 대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하여 몸과 복식의

관계, 그리고 몸의 기관과 복식의 기능의 관계 속에

서 인식을 환기시켜보았다.

또한 ‘낯설게 하기’이론이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혁신적 변화와 인식을 통해 얻고자 했던 사회적 변

혁과 역사적 가변성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에서는 작

품이 창작에 따른 실루엣의 가변성, 그리고 착장방법

자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형태의 변형을 가져오는 점

으로 인식의 가능성을 보았다.

1. 인식의 관계성
1) 몸과 복식의 관계

브레히트가 실험적인 연극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

으로 보여준 배우와 관객의 위치와 관계를 패션에서

는 표현의 대상인 몸을 가진 주체와 몸을 감싸는 복

식의 관계로 전도하여 패션디자인에 적용해 보았다.

시대에 부응하는 이상화된 몸을 부각하기 위해 형

성된 복식의 형태는 일반화되고 습관화되어 몸에 대

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옷의 형태 구조의 확

장변형은 원래가 가진 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일

깨우게 하는데 이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이었던 몸

에 대한 인식이 낯설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복식의 변형된 형태는 몸과 일종의 거리감을 형

성하고 이는 복식의 형태구조가 낯설음으로 다가와

몸에 대해 암묵적으로 정의하고 기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시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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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hseunghee, Seoul, 2010 S/S,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4> suhseunghee, Seoul, 2010 S/S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5> suhseunghee, Seoul, 2010 S/S

http://www.suhseunghee.com

로 이상화된 몸의 형태가 창작의 범위를 제한함을

인식하게 한다. 사회적 인식의 비판을 이끌고자 하는

관점에서 몸과의 거리감을 둘 수 있는 복식의 형태

변형에는 몸의 일부를 확장, 왜곡시켜 몸의 곡선을

무시한 구조적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2009년 F/W 작품인 <그림 1>, <그림 2>18) 와

2010 S/S 작품인 <그림 3>, <그림 4>19)는 의복이 몸

을 감싸고 이상적인 몸의 형태를 부각하는 대신 부

분적인 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통해 사회적, 통념적으

로 이상화된 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자하

는 의도에서 작업된 것이다. 여기에서 몸의 형태를

무시한 구조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관습화된 몸에 대

한 인식은 때로는 착장인의 자아를 표현하는 요소로

서의 복식이 아니라 규격화된 틀 속에 갇혀있는 자

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몸에 대한 인식의 틀 속에

서 벗어난 자아의 표현의 도구로서의 의복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2) 몸의 기관과 복식의 기능의 관계

‘낯설게 하기’이론에서의 배우와 관객의 관계를 몸

의 기관과 의복의 기능의 관계로 대치해 놓고 보면

여기서 의복의 기능이란 신체 보호라는 근본적인 역

할을 의미한다. 몸을 보호한다는 의복의 기본적인 역

할 수행에 충실한 의복의 각 부위들이 그 기능을 삭

제하거나 해체함으로써 몸의 기관에 대해 낯설게 인

식하게 하고 이는 의복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 일종의 옷의 구조를 해체

하고 재조합해 봄으로써 그 기능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5>20)의 작품은 서승희의 2010 S/S 작품으

로, 잘 인식되지 못하는 몸의 뒷모습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고자 부분적 폐기를 한 것이다. 의복이 가지

고 있는 기본적인 보호의 역할에 충족하기 위한 디

자인을 포기함으로써 몸의 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을 가져올 수 있고 창작적 경계를 허무는 방법적 해

석이다. 또한 인체의 부위에 대한 형태 인식과 복식

의 기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2. 역사적 가변성
이전의 미학이 관념론에 의해 현실과 유리되어버

린 이론이라면 브레히트는 현실과 불가분리한 이론,

현실에 파고드는 사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21) 브레

히트는 서사극이론을 통해 인간이 관계하는 사회의

본질을 인식하여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현실의 변화 가능성은 변화를 이끌려는 의

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정반합 어느

것도 진실이란 없으며 정과 반이 함께 변화를 이끌

어낸다는 헤겔의 변증법적 이론은 브레히트의 “세계

는 그 모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한다.”는 변증

법적 명제가 되고 있다.22) 여기서 ‘세계의 모순’은 명

백한 것, 알려진 것을 제거하여 놀라움과 호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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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uhseunghee, Seoul, 2010 S/S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7> suhseunghee, Seoul, 2010 F/W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8> suhseunghee,

Seoul, 2005 F/W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9> suhseunghee,

Seoul, 2005 F/W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10>

2010. 10. 1. 촬영

<그림 11>

2010. 10. 1. 촬영

자아내어 정확한 인식을 이끎으로써 인식 가능하며

이를 '역사화'라 하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와는 다른

의미이다. 묘사된 사건이나 인물에 역사적 성격을 부

여함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인간상을 관객에게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자세를 고취시키고자 함이며, 역사의 존재방식이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뜻이다.23) 즉, 인식의 전환 속에 현실

의 모순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의지와 또 그로 인한

변화를 기대한다. 따라서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

이 역사화이며 변증법적 논리로 역사화 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역사의 존재방식이다.

역사의 존재방식이 현실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패

션에 있어 존재방식은 크게는 트랜드라는 마켓의 변

화를 또는 작게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작품의 유연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

인의 창작에 제한된 범위, 즉 디자인적 요소의 측면

에서 적용하였다.

1) 착장 유동(流動)에 의한 가변성

역사의 존재방식을 패션의 디자인 측면에서의 존

재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의복이란 착장 시 고정

되어 있는 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움직임에 의해 가

변성을 가진 형태로 보여 질 수 있다. 즉, 의복은 인

체에 입혀져 기능을 하는 목적이라 한다면 인체의

동작을 통해 의복의 형태는 결정된다 하겠다. 착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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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uhseunghee,

Seoul, 2007 S/S

http://www.suhseunghee.com

<그림 13>

2010. 11. 29. 촬영

의 움직임이나 보는 시선의 각도에 따른 의복의 형

태 변화를 보여주는 가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형된 형태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유

연한 조형미를 보여주는 <그림 6>24)은 고정된 형태

가 아닌 스스로 변화하고자하는 성질을 보여주며, 이

는 착장을 통해 변화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창작의

아이디어로 활용한 것이다.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

낸 입체적인 패턴과 함께 뻣뻣한 소재와 드레이퍼리

(drapery)한 소재를 매칭(matching)하여 각 부분의

서로 다른 소재 특징으로 인해 보여지는 시선의 각

도와 착장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형태와 변화하는

실루엣이 만들어 진다. 또한 <그림 7>25)은 부분적인

입체구성을 통한 조형성과 턱(tuck)작업을 통한 부

분적 드레이프리 형태로 <그림 6>과 같은 효과를 만

들었다.

2) 착장 연출(演出)에 의한 가변성

‘낯설게 하기’의 가변적인 역사의 존재 방식은 의

복의 착장에 있어 새로운 의식의 전환으로 착장의

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착장 형태를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으로 현실의

변화를 꾀했던 브레히트의 의도는 그가 고안한 서사

적 기법을 통해 보여 졌듯, 패션에서는 하나의 의상

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착장함으로써 디자인의 형태

를 달리 연출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8>, <그림 9>26)의 디자인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착장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시 말해 착장 시 팔

이 들어가는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그림 10>, <그림

11> 의상의 형태로 변화를 준 것이다. 반면 <그림

12>27) 작품은 착장 시 어깨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그림 13>에서는 홀터(halter)로 활용되어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Ⅳ. 결론
예술이 서로 그 장르는 다르다 하더라도 창작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유하는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기

에 패션에서도 사유를 공유하는 타 예술 분야와 관

련된 다양한 창작 활동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러나 시각적인 미적 개념을 공유하는 예술과 패션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연극에서 정립된 이론이 패션에

접목되어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며, 특히나 모더니즘

극 이론의 하나인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기법의

사유 체계를 패션에 접목하여 패션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정리하고 창작에 적용하여 보는 것은

타 예술장르에서 정립한 미학적 관점을 패션에 적용

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미는 이념의

가상적 현현‘이라는 헤겔의 말처럼 객관적이고 실제

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미적

형식의 하나인 패션을 해석해 보는 시도로 이 연구

에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이론’을

적용하여 보았다.

헤겔의 관념적인 ‘소외’ 개념과 마르크스의 사회적,

실천적인 ‘소외’개념에서 영향을 받아 20세기 전반에

실험적인 연극창작 이론을 정립한 베르톨트 브레히

트는 극의 인물과 상황으로의 감정이입을 통한 카타

르시스를 연극이론의 핵심으로 정의내린 ‘아리스토텔

레스 이론’에 반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허구임을 강

조하여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객은 현실을 인지하여 비평적이고 탐구적인 태도

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순된 사회의 변화를 이

끌어야한다는 ‘서사극 이론’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익

숙하고 낯익었던 사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관객이 무대로 부터의 소외를 인식하게 하는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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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게 하기(Verfremdung)’ 기법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무대와 관객, 배우와 관객과의 관계를 달

리함으로써 인식을 이끌어내는 형식을 패션에서 몸

과 복식, 몸의 기관과 복식의 기능, 몸의 활동 기능

과 복식의 디테일의 관계로 적용하여 인식의 체계를

해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몸과 복식에 거리를 둠으로써 몸을 인식하

게 하는 의복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

상화되고 사회화된 몸의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조형적인 창작의 시도에 하나의 틀로서 작용했던 규

칙을 깨고 현실적인 실재 몸의 형태를 공간적인 거

리감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형태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몸의 기관을 인지하게 하는 의복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해체함으로써 복식의 기능을 인

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서사극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정확한 인식의

도구로서의 역사성에 주목하여 역사의 가변성은 패

션이 보여줄 수 있는 착장이 가져다주는 형태의 가

변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착장자의 움직임과, 그리

고 보여 지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보여

지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변적인 역사

의 존재방식을 패션에서의 착장 방식의 변화, 즉 하

나의 디자인 작품이 착용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디

자인적 형태 자체가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극에서 정립한 예술기법인 브레히트

의 ‘낯설게 하기’를 패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라는 방법을 패션 디자

인에 적용해 봄으로써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논리를

다각도로 모색해보고 디자인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극 이론

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 ‘배우-무대-관객’과

‘몸-복식’의 메커니즘을 대응시키는 관계성에서 해석

하는 사례로 연구자의 작품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해석의 보편성을 획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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