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1, No.4 (May 2011) pp.24-37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유형과 내적 의미

김 보 영*․금 기 숙**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강사*․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An Analysis of the Types & Internal Meanings 

of Objects Used in Fashion Design 

Bo-Young Kim*․Key-Sook Geum**
Instruct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8, 심사(수정)일: 2011. 4. 22, 게재확정일: 2011. 4. 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any possible expanded expression methods and diverse formative 
effects in fashion design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bjects that suggest new paradigms as 
a means of expressing aesthetic consciousnes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analogiz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bjects used in fashion and their significance. Accordingly,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and interpreting objects introduced to fashion design with a formative view 
by substituting the concept of an object that has take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contemporary 
arts for fashion. This study furth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objects by trend and their 
characteristics within a syntactical structure and come up with a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objects and a framework of analysis from cub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concept of 
an object began to appear in arts to Dadaism, Surrealism, Pop art, Land art, Environmental art 
and the present time. Finally,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objects in fashio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shion and objects through analyses on fashion objects and to suggest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interpret the contemporary fashion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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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패션은 전통적인 표현방식과 미의식을 초월

하여 개인의 개성표출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새롭고 창

의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게 하였으며 디자이너들은

그 일환으로 여러 예술분야, 특히 미술사조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패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

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사물을 도입하여 예술작품에 활용한

다다이스트들의 표현기법과 유사한 양식과 특징이

발견된다. 이미 20세기 초, 패션에 있어서 전통적인

소재인 직물에서 탈피하여 깃털, 비닐, 플라스틱, 금

속, 종이를 이용한 오브제들이 초현실주의나 팝아트

의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

다. 그러나 최근에 주목할 만한 양상은 의복의 일부

가 아닌 삼차원적이며 독립적인 오브제가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적이며 혁신

적인 미의식의 표현수단으로써 오브제의 역할이 중

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

각은 일상생활과 예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했

던 다다이스트들의 의도에서 더 나아가 초현실, 네오

다다, 팝, 개념미술, 대지미술 등 수많은 미술운동을

거치면서 오브제의 영역과 개념은 끝없이 확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미의식의 표현수단

으로써 오브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패션에 활용된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과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분

석하고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표현영역의 확대와 다

양한 조형 효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옷 자체에 집중하던 패션디자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

로 인해 21세기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패션연구에 있어서 자칫 간과될 수 있었던 ‘옷 이외

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도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 방법은 미술 및 패션 관련서적, 잡지, 논문,

디자이너의 컬렉션 등을 통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

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현대미술에서 오브제

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초 입체주의에서

부터 다다, 초현실주의, 팝아트의 시기를 거쳐 현재

까지로 각각의 사조별로 오브제의 개념과 그 특징을

통사론(統辭論)적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오브제의

분류 기준과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

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유형 분석을 위해

서 새로운 조형개념으로 입체적인 오브제가 등장하

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이전에

도 등장하였던 평면적인 표현방법의 사례는 제외하

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오브제의 개념
오브제(object)는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이며, 일반적으로 ‘물체 또는 객체’1)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브제의 사전적 의미는 오감(五感)으

로 포착할 수 있는 ‘물건, 물체’와 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다.2) 즉, 사전 속의 오브

제에 대한 정의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

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물체’라는 뜻과 인식

주체의 인식대상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또는 객체’라는 뜻을 가진다.3)

대상 또는 객체로서의 오브제는 미술사의 어느 부

분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전통미술에서 정

물화의 정물, 풍경화의 풍경, 인물화의 인물처럼 작

품의 대상이 바로 오브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

브제의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미술사

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오늘날 오브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에서 오브제의 표현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4)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물화

나 풍경화에서처럼 예술작품의 소재나 주제가 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입체파의 평면적인 콜라주 기법이

나 파피에 콜레 기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작품 자

체가 오브제가 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일상적인 사물

을 전시장에 갖다 놓는 행위를 통해 작품으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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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현 양상 사례

작품의 대상 예술작품의 소재나 주제 정물화나 풍경화

대상=물체
인위적으로 만든 작품 자체가 오브제가

되는 경우

입체파의 평면적인 콜라주 기법이나 파피

에 콜레 기법

작품으로서 의미 부여
일상적인 사물을 전시장에 갖다 놓는 행

위를 통해 작품으로서 의미를 부여
뒤샹의 샘

표현의 수단
오브제와 오브제, 오브제와 이미지와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

다다, 초현실주의, 팝아트, 네오다다, 누보

레알리즘

<표 1> 현대미술에서 오브제의 일반적인 표현 양상

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뒤샹의 샘(Fountain) 이 대

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다다, 초

현실주의, 팝, 네오다다, 누보 레알리즘 등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와 오브제, 오브제와 이미지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되며 뒤샹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브제에 양상이다.<표 1>

결국 미술에서 오브제는 그 양태와 존재방식의 다

양성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물을 일상적인 의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술사에 있어서

오브제라는 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입체주의를 시

작으로 뒤샹과 그 이후의 오브제들에서도 공통적으

로 관찰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삼차원적

이며 독립적인 특성이다.

이외에도 유사한 의미로 오브제와 오브제의 결합

인 앗상블라주(assemblage), 앗상블라주의 대용물인

오브제 아트(object art), 기성품들의 조합인 브리콜

라주(bricolage) 등이 있다. 이들은 오브제와 같이 일

상적인 의미에서 떼어 놓아 예술의 영역으로 이입시

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이러한 의미가 중

요하게 부각된 다다 이후의 오브제들의 개념을 바탕

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오브제는 ‘대

상’이 아닌 물체, 즉 ‘사물’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는 의복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이며 입체적인 표현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용도를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와 상징성을 갖

는 오브제’, 즉 ‘디자이너가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패

션에 도입한 오브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델이 착

용한 옷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입는다’는 통상적

인 의미를 박탈하고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받은

옷은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2. 오브제의 형성과 전개
미술사에 있어서 오브제라는 용어가 적극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것은 입체주의부터이며, 피카소(P. Picasso)

와 브라크(G. Braque)의 작품이 그 연원이라 할 수

있다.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은 최초의

현대적인 오브제로 레몬, 오이, 유리잔, 파이프, 신문

등이 나오는 정물화에 등나무 의자 무늬가 인쇄된

천 조각을 붙여 만든 파피에 콜레 작품이다.<그림

1>5) 손으로 그리거나 만들지 않고 주위의 사물들을

임의로 선택해서 화면에 부착하여 만든다는 새로운

발상은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팝, 네오다다, 누

보 레알리즘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입체파가

시작한 화면 위에 사물을 붙이는 시도는 중요한 의

미를 가지나, 이것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면의 구성요소나 보조 수단으로 존재할 뿐

이다.

다다이스트들은 이와 같은 입체파의 오브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오늘날과 같은 의미 속으로 끌어

들였다. 뒤샹의 작품은 입체주의자들의 오브제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의 작품은 입체주

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13년 뒤샹이 만든 최초의 레디메이드 작품

인 자전거 바퀴(Bicycle Wheel) 는 그것을 보는 관

객에게 어떠한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객이 가진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자 관객의 사고를 미술 외적인 세계로 이끌려

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그림 2>6) 입체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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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가 화면의 일부로 종속되었다면, 다다의 오브

제는 캔버스와 대리석을 대체하면서 확실한 표현방

법으로 자리를 굳히며 독립적인 표현수단으로 인정

받았다.

다다와 입체주의의 오브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 짓는 것은 오브제의 확대와 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다다에서의 오브제는 기성품의 일상적인 위치

를 변질시킨 것7)으로, 작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혀 그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한층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오브제의 선택이

나 이용이 합리적인 과정이나 논리적인 선택을 배제

한 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도 드러난다.8)

초현실주의에서 오브제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잠재의식을 드러내고 형상화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다다와 차별성을 갖지만, 기본적으로 다다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달리(Salvador Dali)의 회고적 흉

상(Retrospective Bust) <그림 3>은 오브제를 본래의

자리가 아닌 전혀 엉뚱한 상황 속에서 위치시키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9) 등의 기법을 통해 현실

에 감춰진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 여

기에 사용된 오브제들은 일상적인 용도나 의미를 전

복해 새로운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되며 표현 수단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초현실주의에서는 전용(轉用)이라 하여,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

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 절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물들의 조합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잠

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 방법

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바로 언어의 무의식적인

합성에 의해서 새로운 시적 언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일치한다.10)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물체는 그 나

름의 용도나 기능, 의미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나, 이

러한 물체가 일단 오브제로 쓰이면 그 본래의 용도

나 기능은 의미를 잃게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연상 작용이나 기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11)

초현실주의 오브제들의 범위는 무한하다. 달리의

일반적인 카탈로그, 즉 상징적 기능을 지닌, 변질된,

투시된, 감싸인, 기계, 주형 오브제들과 브르통이 분

류한 수학적, 자연적, 원시적, 발견된, 비합리적, 레디

메이드, 해석된, 혼합된, 모빌 오브제,12) 이외에도 꿈

의 상태에서 상상된 행위나 관능적 욕망을 구현하는

몽환적 오브제13) 등이 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오브제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물이나 그 한 부분

을 일상적인 용도나 의미를 전복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기능

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용도나 기능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상용품들은 일단 오브제로 쓰

이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

운 의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누보 레알리즘, 네오 다다, 팝아트 등은 다다가 가

졌던 반예술,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예술적인 표현 수

단으로 전환시켰다. 누보 레알리즘의 이론적 리더였

던 레스따니는 ‘일상생활 속에 획일적인 제품이나 폐

품, 대량 생산된 물품들을 오브제로서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예술의 측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르망(Arman Fernandez)과 라우센버그(Robert Rau-

schenberg)는 대량생산된 상품들과 그 상품의 죽음

인 폐품을 미학적으로 의미있는 물건으로 전환시킨

다.14) 아르망은 주로 한 가지 사물을 많이 모으거나,

다른 사물들을 끌어모아 놓는 앗상블라주 기법에 의

해 대상물의 성격과 의미를 바꿔 버린다. 그의 쓰레

기 청소 <그림 4>는 페인트통 등의 각종 폐품들을

한데 모아 캔버스에 부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개념미술, 대지미술, 환경미술, 신체미술 등에서 오

브제는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된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대지미술이나 환경미술에서 오브제는

이제 단순한 사물이나 인공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들에게 오브제는 세계 자체이며 환경과 지구, 더 넓

히면 우주가 그 대상이 된다. 그 대상들은 그 때까지

의 오브제들과 달리 거대한 규모의 복합적인 오브제

이다.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의 포장된 국회의

사당(Wrapped Rechstag) <그림 5>15)은 오브제 영역

의 확산과 확대에 기여했으며, 이동 가능한 예술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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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입체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누보레알리즘,

네오다다, 팝아트
대지미술, 환경미술

표현

방법
콜라주, 파피에 콜레

콜라주, 프로타주,

앗상블라주, 레디메이드

데페이즈망,

앗상블라주

앗상블라주, 정크

아트, 컴바인 페인팅
공간의 확대와 활용

특성

∙독립적인 역할이

아닌 화면의 전체

구성요소 또는

단순한 보조수단

으로 존재

∙평면적인 표현

수단

∙기성품 본래의

위치를 변질시킴

∙메시지 전달

∙독립적인 표현

수단으로 확립

∙작품과 일상과의

거리 좁히고자 함.

∙반예술, 비예술적

수단

∙꿈, 욕망, 무의식의

세계 표현

∙성적 욕망과

환상을 불러일으킴

∙실제와 상상의

경계 무너뜨림

∙관계없는 사물들의

조합

∙오브제의 위치전환

∙일상생활 속의

획일적인 제품,

폐품, 대량생산된

물품들을 오브제

로서 표현 가능성에

주목, 예술의

측면으로 표현

∙미적인 의도 없이

끌어 모아짐

∙단순한 사물,

인공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자체,

지구, 우주가 대상

∙미술관에서 벗어난

확대된 규모

∙기존 오브제의

개념을 깨고

환경과의 조화 꾀함

출현

시기
1912년 1913년 193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대표

작가
피카소, 브라크

뒤샹, 아르프,

만 레이, 슈비터스

달리, 브르통,

자코메티, 로트레아몽

아르망, 라우센버그,

앤디 위홀
크리스토, 스미드슨

사례

<그림 1> Picasso,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2001, p. 193.

<그림 2> Duchamp,

Bicycle Wheel, Dada

& Surreal ism, 1997,

p. 100.

<그림 3> Dali,

Retrospective Bust,

Dada & Surrealism,

1997, p. 317.

<그림 4> Arman,

쓰레기 청소,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2001, p. 213.

<그림 5> Christo,

포장된 국회의사당,

1971-95

www.art2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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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술 사조별로 본 오브제의 특성

3. 미술에 활용된 오브제의 유형
1) 자연물의 재현과 모방

현대미술에서 자연물의 오브제는 식물, 동물, 광물

따위의 자연물이나 그 일부를 차용하여 활용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여 표현된다. 라우센버

그는 오달리스크(Odalisque) <그림 7>16)에서 자연

물의 오브제로써 암탉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침

대를 암시하는 쿠션과 나무상자 등 인공물과의 조합

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물의 오브제는 다다 이후 초현실주의에

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으며, 대지미술이나

환경미술 등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표현된

다. 그 사례로 대지미술가 스미드슨(Robert Smithson)

은 뉴저지 지역의 버려진 채석장이나 오래된 광산

등에서 채취한 고고학적 샘플, 즉 암석들을 실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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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auschenberg,

Odalisque,

1955-1958

www.museenkoeln.de

<그림 8> Robert Smithson,

Non-site, 1968

The American Century; Art

& Culture 1950-2000, 1997,

p. 199.

<그림 9> Jeff Koons,

Two Balls 50/50 Tank,

1985

Contemporary Art, 1994,

p. 195.

<그림 10> Joan Miro,

도망치고 있는 처녀,

1967

www.artknowledgenews.

com

가지고 와 자신이 논 사이트(Non-site: Palisades,

Edgewater, N.J.) 라고 칭한 연작 작업을 시작했

다.17)<그림 8>18) 그는 대지의 암석들을 그의 작업실

로 가져옴으로써 오브제가 단순한 사물이나 인공물

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나 환경이 대상이 되는 오브

제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2) 기성품의 차용과 활용

미술에서 ‘차용’은 ‘빌린다’는 의미가 시사하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

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합성하여 또 다른 새로

운 작품을 만드는 표현방법19)으로, 독창적인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대신 빌린 이미지에 인위적

조작을 가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0/50 수조의 두 개의 공(Two Balls 50/50 Tank)

<그림 9>20) 의 어항 속에 둥둥 떠있는 농구공에서

볼 수 있듯이 제프 쿤스(Jeff Koons)는 팝아트 작가

들처럼 소비상품들을 선택하고 차용해 크기와 재료

를 바꾸는 방식으로 변형했다. 그는 이렇게 탈기능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은유적으로 가공품으로

바꿔 놓았다.

호안 미로(Joan Miro)의 도망치고 있는 처녀 <그

림 10>21)는 금방 달려 나갈 것 같은 자세인 허리 아

래 부분이 사실주의 기법으로 조각되어 있고, 상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도꼭지가 달린 얼굴 가

면, 네모난 또 하나의 가면 조각이 추상도 구상도 아

닌 형태로 조각되어 접합되어 있다.22) 빨강, 노랑, 파

랑 삼원색의 유치한 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본

래의 기능이 상실된 수도꼭지와 부재하는 상체로 인

한 육체의 형태를 파괴 등 아이러니한 조합을 한 공

간에 모아놓은 유머러스한 작품이다.

3) 의미 전복된 오브제

의미 전복된 오브제란 오브제들을 기존의 현실과

는 거리가 먼 또 다른 현실에 위치시킴으로써 일상

적인 용도나 의미를 전복해 새로운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연히 발견한

습득물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의미의 변화를 꾀하

는 것, 또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브제들의 위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의 나의 여자 가정

교사(My Governess) <그림 11>23)에서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하이힐이 가정부의 프릴장식을 하고 로스

트 된 칠면조처럼 노끈으로 꽁꽁 묶인 부조화스러운

모습24)은 오브제가 본래의 기능에서 해방되어 새로

운 의미, 즉 전통규범과 관습에 의해 억압된 여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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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eret Oppenheim,

My Governess, 1936

www.modernamuseet.se

<그림 12> Andre Masson,

Mannequin with Bird

Cage, 1938

Fashion and Surrealism,

1988. p. 193.

<그림 13> Duchamp,

회전하는 유리판, 1920

마르셀 뒤샹,

2006, p. 78.

일반적인 사물의 용도를 상실한 채 지각 대상과 사

건을 암시하는 서정적인 기능은 머리에 새장이 씌워진

채 입에 팬지꽃을 물고 있는25) 앙드레 마송(Andre

Masson)의 새장 속의 마네킹(Mannequin with Bird

Cage) <그림 12>26)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마네킹

은 사물로서의 일반 법칙을 위반하는 기능 상실이라

는 소멸을 통해 시적인 특질이 부여된, 새로운 개체

로서의 이미지를 대신하는 기호27)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4) 기계 조작의 수용

기계 조작에 의한 오브제는 자동인형이나 풍차,

칼더의 모빌처럼 움직이는 오브제28)를 의미하여, 인

공적이며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전하

는 유리판(Rotary Glass Plates) <그림 13>29)은 뒤샹

이 처음으로 만든 움직이는 기계로 다섯 개의 판에

그려진 선들이 회전하면 연속적인 동심원을 보이는

지각과 운동의 효과를 실험하는 작품이다.30) 이처럼

뒤샹은 레디메이드에 인공적인 움직임을 가미하여

오브제의 새로운 표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Ⅲ.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유형

현대패션에서의 오브제는 오브제와 오브제, 오브

제와 이미지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

게 되며, 옷이 착장되는 순간 삼차원적인 조형물로

전환되는 속성으로 인해 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

가들이 사용한 오브제의 표현방법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패션의 전통적인 소재에서 일상적인

소재로의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의미한 일상품들

을 예술품으로 대치시킴으로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

를 파괴하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의 전

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자연물의 재현과 모방
패션에 활용된 자연물의 오브제는 있어서 실제의

식물, 동물, 광물 따위의 자연물을 패션의 한 부분에

도입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여 표현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형태를 왜곡하고 실제 재료나 그 일부만

재현하거나, 형태만을 모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해

당된다. 패션디자인에 등장한 자연물의 오브제는 나

비, 새, 쥐, 꽃 마른 들풀과 꽃다발, 식물의 뿌리 등

이 활용되고 있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이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유형과 내적 의미

- 31 -

<그림 14> Kei

Kagami, RTW, Milan,

2006 S/S

www.firstview.com

<그림 15> Undercover,

RTW, Paris,

2005 S/S

www.firstview.com

<그림 16> Alexander

McQueen, RTW, Paris,

2008 S/S

www.style.com

<그림 17> Manish Arora,

RTW, Paris,

2008 S/S

www.firstview.com

라는 소재의 한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

으므로 미술의 오브제보다 소극적으로 표현되는 경

향이 있다.

케이 카가미(Kei Kagami)는 2006년 S/S 컬렉션

에서 살아 있는 꽃 화분, 즉 생명력이 있는 식물의

모습을 그대로 컬렉션에 옮겨 놓아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오브제를 재현하였다.<그

림 14>31) 또한 언더커버(Undercover)는 나뭇가지의

일부를 몸의 복부 부분에 부착시켜 식물의 오브제를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었다.<그림 15>

반면 동물 오브제를 재현한 사례도 있는데, 알렉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08년 S/S 컬렉

션에서 나비의 형태를 모방하여 마젠타 색상의 화려

한 꽃밭을 연상하게 하는 수십 마리의 나비들을 오

브제로 활용<그림 16>32)하였으며, 마니쉬 아로라

(Manish Arora)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뱀의 모습을

재현하여 모델이 목에 걸었다.<그림 17>

2. 기성품의 차용과 활용
패션에서 기성품을 차용하여 활용된 오브제는 우

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용품, 즉 산업화로

인해 대량생산된 기성품을 패션의 영역으로 도입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다의 레디메이드처럼 일상

생활에서 나온 요소를 패션과 결합하거나 또는 그

자체를 한 작품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철사나 밧줄,

봉투, 상자, 금속 틀, 금속 조형물 등의 완제품의 부

속물이나 바이올린, 액자, 베개, 헬멧, 인형, 전구 등

실용을 목적으로 만든 기성제품을 그대로 패션에 도

입하여 예술품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샤넬(Chanel)이 오브제로 차용한 액자 속 여인의

모습은 사진이 아닌 실제 사람의 얼굴로, 이 때 액자

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호로써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현대 물질문화에 비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풍자적인 모습으로 전달한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18> 또한 존 갈리아노는 2004년 S/S

컬렉션에서 현대 소비문명의 상징인 산업쓰레기인 코

카콜라 캔을 오브제로 차용<그림 19>하였는데, 이는

우리와 친근한 일상적인 요소를 새로운 맥락에 재배

치함으로써 삶과 패션과의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와

소재의 확대와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안토니오 베르라디(Antonio Berardi)가

도서관에 있을 법한 고서적들을 패션쇼에 도입해 모

델의 머리 위에 놓게 쌓아올린 사례<그림 20>와 빅

터 앤 롤프(Viktor & Rolf)의 컬렉션에서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옷차림과 표정을 하고 있는 모델의 머

리 뒤에 부착한 베개<그림 21> 등은 실용을 목적으

로 만든 기성제품을 그대로 패션에 전이시킴으로써

본래의 기능과 용도는 상실되고 새로운 의미와 상징

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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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hanel couture,

Paris,

2008 F/W

www.style.com

<그림 19> John Galliano,

RTW, Paris,

2004 S/S

www.style.com

<그림 20> Antonio Berardi,

RTW, Paris,

2005 S/S

www.firstview.com

<그림 21> Viktor & Rolf,

RTW, Paris,

2005 F/W

www.style.com

3. 의미 전복된 오브제
패션에서 의미가 전복된 오브제는 사물이 갖는 고

유의 용도나 의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위치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개체가 탄생되는 것을 말한다.

오브제의 위치 전환은 초현실주의 패션의 ‘구두 모자

(Shoe hat)’처럼 의복 내에서의 위치 전환뿐만 아니

라 일상 안에서 본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떼어내 의

복이라는 새로운 맥락 안에 재배치하는 물체의 비현

실적인 배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위치 전환을 통해

오브제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의

미와 상징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이 의외의 장소에 있어도 조화로울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데페이즈망 기법과도 유사

하다.

선택된 사물이 어떠한 문맥에 놓이는가에 따라 의

미가 결정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의복 내에 종속된

사물이 본래의 성격을 상실한 채 패션과 패션이 아

닌 것의 경계를 묻는 대상이 되어 재배치됨으로써

패션의 범주를 다시 규정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사물

은 패션의 속성과 관습 자체를 문제 삼는 또 다른

의미의 전달체이자 물리적 위치가 전이된 주체로서

기능하다.33)

알렉산더 맥퀸은 유럽의 성(城)을 축소하여 모델

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고,<그림 22> 마니쉬 아로라는

회전목마를 축소시켜 스커트로 변형하였으며,<그림

23> 까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은 뼈다

귀의 형태를 차용한 오브제를 눈속임 기법을 이용하

여 머리로의 위치 이동을 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예

상치 못한 의외성과 웃음을 선사한다.<그림 24> 이들

은 모두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오브제의 위치와 기능

의 전복으로 통해 무의식의 연상 작용을 제공하며,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새로운 개체의 탄생 및 다의

성을 가진 열린 개념으로서의 오브제를 의미한다.

또한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2005년

S/S 컬렉션에서 모델이 구두를 신지 않고 목에 걸고

무대에 등장<그림 25>하였는데, 이는 의복 안에서의

사물의 전치를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두의 위

치 전환을 통해 구두는 발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

이기 위해 신는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새로운 시각으로써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4. 기계 조작의 수용
패션에서 기계 조작된 오브제는 주로 무대 위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오브제를 통해 표현되며 때로는

의상의 일부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퍼포먼스나 해프닝의 형식으로 표현

되며, 그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연속적인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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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lexander

McQueen, RTW, Paris,

2001 S/S

www.style.com

<그림 23> Manish Arora,

RTW, Paris,

2009 S/S

www.firstview.com

<그림 24> Castelbajac,

RTW, Paris,

2007 S/S

www.firstview.com

<그림 25> Martin

Margiela, RTW, Paris,

2005 S/S

www.firstview.com

<그림 26> Viktor & Rolf,

RTW, Paris, 2007 F/W

www.style.com

<그림 27> Alexander McQueen,

RTW, Paris, 1999 S/S

Fashion at the Edge, 2003, p. 179.

<그림 28> Kei Kagami,

RTW, Milan, 2007 S/S

www.firstview.com

직임이 주된 표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

례는 텅스턴 조명기구를 사용한 빅터 앤 롤프의 컬

렉션<그림 26>으로 조명기구는 본래의 용도를 상실

하고 모델의 옷자락을 매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어 위치의 전환을 통한 기능의 전복을 보여주는 사

례이자 물질문화에 대한 풍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은 마치 액션 페인팅의

장면을 연출하는 듯한 기계장치와 움직이는 회전목

마를 패션쇼 무대 위에 등장시켰다.<그림 27>34) 맥퀸

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델이 입고 있는 옷에 염

료를 분사하여 프린트가 완성되어지도록 연출하였는

데, 그의 컬렉션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옷만을 패션

쇼에 등장시켰던 기존의 고정관념과 제도에 대해 일

격을 가하고 관람자에게 충격을 가져다준 새로운 도

전이라 할 수 있다.

케이 카가미(Kei Kagami)는 2007년 S/S 컬렉션

에서 기계 조작을 통한 독특한 오브제들을 자주 등

장시켰는데, 2007년 밀라노에서 열린 F/W 컬렉션에

서는 링거의 원리로 구성된 오브제를 모델의 어깨

부분에 부착하여 가늘고 긴 튜브를 통해 액체가 흐

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그림 28> 그는 이러한 장치

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변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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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례 표현 특성 내적 의미

자연물의

재현과 모방

•창작이 아닌 우연히 발견한 사물의 ‘선택’으로

인해 재배치

•미적인 의도가 없는 사물을 차용함으로써 전통

적인 미적 가치의 부정

•평범하고 일상적인 요소를 패션과 결합

일상성의

재조명

기성품의

차용과 활용

•일상적인 요소를 새로운 맥락에 재배치하여

패션과의 경계 모호하게 함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새로운 상징 및 개체 탄생

•소재의 확대와 확장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

의미 전복된

오브제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위치 전환

•질서와 규칙의 부재로 인한 불일치와 의미 충돌

•의외성에 의한 유머와 풍자 표현

•다의성을 가진 열린 개념

유머와

풍자의 표현

기계 조작의

수용

•시간성과 공간성이 개입

•공간의 확장과 활용

•퍼포먼스나 해프닝의 형식으로 표현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연속적인 움직임 제공

미학적

무관심

<표 3>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내적 의미

가는 과정과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관람

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Ⅳ.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내적 의미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다양한 오브제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유형과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브

제의 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표 3>

1. 일상성의 재조명
현대패션에서 활용된 오브제는 주로 우리 주변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의 오브제 또는 일상생

활 속의 획일화된 제품이나 대량생산된 물품들로써

현대패션을 ‘일상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들은 가방, 구두, 책

등의 기성품 뿐 아니라 심지어는 쓰레기, 폐품 등 하

찮고 버려진 오브제들까지도 패션에 도입시킴으로써

일상과 예술, 즉 일상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

였다.

이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낯선 장소에 대입시킴으

로써 그 자체의 본질보다는 새로운 의미 변화를 통

해 일상적인 것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닌 새로운 의

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평범함과 일상성에 가치를

두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

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일상성의 재조명은 패션에 대한

전통과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감각

적인 의도와도 연결된다. 감정을 예술형식으로 표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

을 발견하는 것이다.35) 갈리아노의 코카콜라 빈 깡통

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진 실을 감는 실패들의 조

합, 베르라디의 크고 작은 낡은 고서적들의 조합 등

특정한 감정의 형식에 대응하는 일련의 사물들이나

상황, 또는 사건의 연쇄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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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일상적인 오브제의 도입은 일상적인 사물에 너

무 익숙해져버린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어 감

성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활용되고 있다.

2. 고정 관념에 대한 도전
뒤샹은 예술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손

수 만들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오브제를 선택했

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샹은 기존

미술이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으며, 부패한 사회

의 미술보다는 오히려 우연이 더 많은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36) 이는 기존의 전

통적인 미의식과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의

예술적인 태도는 단순히 미적 감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한 감정37), 즉 역사적

발전 속에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 창작

에 있어서 형식과 질료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연의 효과는 패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패션 컬렉션의 테마나 의상의 컨셉과는 관계없는 오

브제를 도입해 무작위로 배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예술은 창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브제들의 선

택과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사례로 본래 있어야 할 위

치가 아닌 모델의 목에 걸쳐있는 마르지엘라의 하이

힐, 모델의 머리 뒤에 위치한 빅터 앤 롤프가 차용한

베개, 샤넬의 눈속임기법을 이용한 액자, 베르라디의

높게 쌓인 고서적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브제들은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채 엉뚱한 자리에 위

치함으로써 의미를 전복하고 새로운 의미로 다시 전

환된다.

3. 유머와 풍자의 표현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방대한 시

각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의 홍수로 인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관습적

인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38) 현대패션에서도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존

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아이템을 패션으로

끌어들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머와 풍자를 표현하

고 있다.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이한 모습은 사람들

에게 호기심, 흥미, 긴장감, 충격, 미적 쾌감을 불러

일으키고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이는 오브제의 확대나 축소 등 과장과 변형, 비례

와 균형의 불일치에 의한 왜곡이나 부조화, 그리고

오브제의 위치 전환을 통해 엉뚱한 곳에 재배치하여

기능과 의미의 전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머

와 익살적인 표현은 단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는

의도만 갖는 것이 아니다.

브르통(Andre Breton)에 의하면 유머는 특히 현

실의 조건들이 가장 험악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

쾌락의 원칙에 따라 역설적으로 그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머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 짓눌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39)

따라서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익은 물건

이나 그 한 부분이 뜻하지 않는 장소에 놓이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

을 유발40)하고, 반어적이며 모순된 아이러니를 표현

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며 기존의

전통과 관념을 비판하고 풍자한다.

4. 미학적 무관심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예술의 미학

에 대해 ‘우리는 아름다움이나 추함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없을 때 무관심에 빠져들게 되는

데, 이 무관심을 넘어서게 되면 미적 쾌락을 대신하

는 다른 매혹이 나타난다.’41)고 말한다. 이는 본래 실

용적인 의도를 가진 있었던 기성품도 자체의 구속으

로부터 넘어서면 예술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예술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어서는 반

미학적인 사물에 대해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패션에서도 몇몇의 디자이

너들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서 일부러 유행과 트렌드를 피하고, 전위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접근법에 의지하여 기이하고 독특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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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을 선보인다. 이들은 의상의 특정 아이템에 부여

된 통상적인 의미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사물을 의

상의 한 부분에 접목시켜 본래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대중의 기대를 위배한다.42) 그러나 이

들의 독특한 사고와 표현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

이 역으로 유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브제의 선택이 결코 어떤 미학적 즐거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취미판단 하에 이루어진 ‘시각적 무심함’

에 의한 것이라는 뒤샹의 말처럼, 현대패션에서 오브

제는 미에 대한 관습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 잠재적인 미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 ‘반미학적인’

사물로서 선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오브

제는 그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의미를 박탈당하고 새

로운 문맥으로 이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학적 무관

심에 바쳐진 평범한 사물은 미학적 수법의 전통과 근

본적으로 관계를 끊는 의도적 효과에 따른 것이다.43)

21세기에 들어 패션디자이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에서 볼 수 있는 비닐봉지, 밧줄, 전구, 바구니, 인형,

심지어는 산업사회가 배출한 폐품이나 폐기물인 빈

깡통, 쓰레기 등 저속하고 미적인 가치가 없는 사물

들을 패션에 도입하였다. 이는 삶과 패션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 다다이스트들이 새로운 예술이란 ‘생

(生)과 결부된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

통한다. 이처럼 패션 오브제도 ‘발견’과 ‘선택’이 새로

운 표현수단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예술

과는 단절된 반예술의 개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반미학적 태도는 할 포스터(Hal Foster)

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미

학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예술은 이제 상호주관적이

면서도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4) 따라서 패션에 도입된 가치

없고 미천한 오브제들 또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미학적 관점이 아닌 현재에 대한 문화적인 입장, 즉

평범함의 재발견과 미학적 무관심을 야기하고자 하

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

는 각 시대에 따른 미술 사조별로 그 의미와 쓰임이

달랐으나, 다다 이후의 오브제는 일상적인 기능과 용

도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다는 중요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다다이스트들이 ‘창작’ 아닌 우연히 발견한

사물의 ‘선택’함으로써 예술로 승화시킨 것처럼, 현대

패션에 활용된 오브제 또한 디자이너의 ‘창작’이 아

닌 일상성을 지닌 사물의 ‘선택’에 의해 패션의 영역

에 이입된다. 또한 패션 오브제는 옷의 일부나 옷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표현수단

으로 존재하며, 옷과 오브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로써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 현대미술과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브

제의 특성은 자연물의 재현과 모방, 기성품의 차용

및 활용, 의미 전복된 오브제, 기계 조작의 수용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

인에 활용된 오브제의 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상성의 재조명’을 통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통

적인 미의식과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다. 셋째, 엉

뚱하고 기이한 사물을 예술의 영역에 도입한 ‘유머와

풍자의 표현’이다. 넷째, 미와 추함을 넘어서 반미학

적인 사물을 예술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미학적 무관

심’이다.

본 연구는 패션에서 오브제의 도입과 형성 과정을

다다의 그것을 표방하여 통사론적인 구조 속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결국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오

브제는 본래의 사물이 갖는 보편적인 의미, 즉 하나

의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의복, 공

간, 디자이너의 조형 의지, 관람자와의 소통 등 다양

한 상호교류를 통해 창출됨에 따라 비언어적인 기호

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지금까지 현대인은 인간의 내재적 세계에만 치중

하고 실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물건, 사

물, 물질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

기고 그것들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 인색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패션 연구에 있어서도 옷이 아닌 사물,

즉 패션 오브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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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의를 가진다. 현대사회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

는 사회로 물질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세계를 반영하는 패션에 활용된 오브제

는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상이나 이론의 관점에서 본 오브제에 관한 연

구를 후속 연구로서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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