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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21
st

 century, technology is a tool for the expansion of the five senses and physical ability that             

works as an element for posthuman identity. This study analyzes and theoriz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human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The method of this study analyzes documentaries about posthuman             

and fashion illust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Posthuman body types are classed as hybrid body,             

plastic surgery body, and digital bo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human body are categorized as ultra-             

functional prosthetic, mythical undifferentiated, radical plastic surgery type and post-physical digitization          

type. The ultra-functional prosthetic type shows a restored body and upgraded functional body through a             

machine hybrid, cyborg suit and mannequin hybrid. It is a break from classical gender identity to form a             

nerve sense extension that displays physical and abstract power. The mythical undifferentiated type shows             

a therianthropic form, parts of an animal body, radical skin and gender bending. It represents the return to             

an undifferentiated world, the desire of a powerful being and the possibility of radical transformation. The             

radical plastic surgery type shows a photomontage of an ideal body, transgendered body, grotesque body             

marking, absence of partial or overall face organ and the expansion of abnormal body organs. It represents             

the expression of narcissism, unconscious desire, fantasy, fear and suggests an alternative ideality, sexual             

attachment and ambiguous gender identity. The post-physical digitization type shows an imperfect form or             

duplicated ego image through the omission of the body silhouette or detailed form, fragmented image             

using net, representative self like optical illusion using typography, an imperfect vague silhouette and             

immaterial body outline through the use of virtual light. It represents the lack of desire, narcissism, fluidity             

in a virtual space, the continued creation of a new self, ambiguous gender identity and the liberation of             

environment, sex, and race. Likewise, the posthuman in fashion illustration shows the absence of a species             

boundary, destruction of classical gender identity, a new personality and virtual self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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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테크놀로     

지는 또한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인간 신체 개념에도       

변화를 예고하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인 상상력의 모      

델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결      

합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쟁점은 아니다. 일찍이 17세       

기 계몽주의시대 이래 자동인형의 등장과 아울러 이      

성적 사고 주체로서의 전통적 인간(Human)에 대한 탈      

근대적인 인식의 틀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     

이합 핫산(Ihab Hassan)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발     

언을 통해 새로운 미래 인간 주체에 대한 비전이 제        

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후로 관심 있는 학자들이 테        

크놀로지 시대 속에서 몸과 자아의 상태에 대한 포스       

트휴먼의 미래적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Toffoletti, 2007). 최근에는 생명공학분야에서 인    

간 게놈(Genome) 지도의 완성과 인공장기와 이식수     

술의 발전, 줄기세포이식이나 배아복제의 가능성 그     

리고 인간이 노화된 기관을 교체하거나 뇌 속의 기억       

을 새 신체에 다운로드 해가며 영원히 산다면 전통적       

인 의미의 인간이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 도미니크      

바뱅(Dominique Babin)의 주장 등이(Mha, 2008) 인간     

진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분야와 더불어 상상력으로 집약된 소     

설, 영화 등에서도 포스트휴먼의 이미지는 문화적 상      

상력을 토대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월등한 강      

화 유전자를 지닌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으      

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물리적 신체 변형에서부터      

가상적인 신체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포스트휴먼 형상들은 인간     

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Toffoletti, 2007).

당대 유행하는 신체와 의복,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등을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전달하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에서도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는 사이    

버 페미니즘, 사이버컬처 속의 기계적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오가니즘의 합성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과학기술에 의해 체현된 형상을 총칭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새로운      

인간 주체로서 포스트휴먼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령,     

마쿠아드 스미스와 조안 모라(Smith & Morra, 2006)는      

타투잉, 피어싱, 상흔의 바디아트와 같은 모던한 원시      

장식의 대중화와 테크노페이거니즘(Technopaganism),  

그리고 1999년 알렉산더 맥퀸의 S/S 컬렉션에 등장      

한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의 인공보철물 등이     

포스트휴먼의 확장된 신체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이미지와 관     

련된 시각적 표현방법에서부터 문화적 담론과 연계된     

학제적 접근들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     

는 현시대의 화두인 테크놀로지에 의한 미래 인간으     

로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개념과 시각적인 신체 유형     

및 표현특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과 연계하여 표현 특징을 도출함     

으로써 여타 학문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인 발전     

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션 전공인들에게도 새로운 미적 경험     

과 미래 시대의 새로운 주체로서 패션 인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 관련 전문서적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작품을 토대로 한 실증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II.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포스트휴먼의 개념

오늘날 휴머니즘을 대체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    

은 인간과 기술의 공생으로서 정의되며(Haney, 2006),     

신체 개념으로서 포스트휴먼은 인공관절이나 인공장    

기 등을 이식 받은 인간을 통칭하는 것이다(Kim, 1998).     

가령, 심박조율기, 인공보철물, 성형, 또는 우울증치료     

제(Prozac), 성정체성에 맞는 외과수술과정, 체외수정,    

또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큰 사람은 포스트     

휴먼으로 간주할 수 있다(Kauffman, 1998).

포스트휴먼은 생물학적 제한을 극복한 인간 뿐 아니라     

지적, 심리적 능력, 자가 프로그래밍(Self-programming)    

그리고 자기 정의(Self defining), 잠재적 불멸, 무제한     

적 개성의 사람 역시 포함된다(Bird et al., 1996). 즉, 신     

인류로 불리는 포스트휴먼은 유전공학, 신경과 컴퓨     

터의 통합, 생물의학,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재생 약     

품, 그리고 인지과학 등의 눈부신 발전(Cho, 2006)에     

의한 산물로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 기능의     

강화 혹은 변경, 신경학적 그리고 심리적 제한을 극복     

한 인간으로서 인공진화된 새로운 인류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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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도상으로서 포스트휴먼의 시대적 흐름

17세기 내내 동물과 인간의 구별에 대한 논의가 확       

장되었으며, 무엇보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몸의 이분     

법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      

한 명제가 지배적인 시기였다. 그러나 철학적인 관점      

에서 오토마타(Automata)라고 하여 인간 혹은 동물     

의 몸과 유사하며, 행동 또한 유사한 자동기계인형의      

등장으로 기존의 철학적인 관습에 새로운 영향을 주      

게 되었다(Grenville, 2002).

오토마타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의에 대한 인식변      

화는 예술작품 속에서도 새로운 형상의 인간 이미지들      

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판화작품 <L'Horlogère>     

에서는 몸체가 시계와 접목된 사이보그와 같은 형태      

로 나타났으며, 19세기에는 미래주의 화가들로서 라     

즐로 모홀리나기(Lázlo Moholy-Nagy)의 <광선-공간   

변조기(Light-Space Modulator)>, 프란시스 피카비아   

(Francis Picabia)의 <나체 상태의 어린 미국 소녀(Young      

American Girl in a State of Nudity>, <그 여인을 보라         

(Behold the Woman)>와 같은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      

지가 주로 기계와 결합된 모습으로 빈번히 등장하게      

되었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기계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룬 1818년 메리 셀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     

인(Frankenstein)은 기괴한 괴물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으    

며, 이후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마리아(Maria) 로    

봇, 1989년 비디오에 등장한 프랑켄후커(Frankenhooker)    

로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20세기 초 기계인간의 사이보그 이미지는 시각 혹은      

드라마틱한 패션 속에서 신체를 연장하는 것으로 사      

용되었으며, 화가, 영화제작자, 심지어 문화적 비평가     

들에게 흥미 있는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      

서 부터 인공심장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인공보철     

물의 형태들은 최근 보다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        

도로 진화발전 중에 있다(Smith & Morra, 2006).

휴먼 하이브리드(Human Hybrid)의 포스트휴먼 형    

상들은 문화적 상상력을 더하며 20세기 산업과 상업      

적 디자인에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으며, 특히 1960년      

대 맨프레드 클라인(Manfred Clynes)과 나탄 클라인     

(Nathan Kline)에 의해 새로운 인공적인 신체로서 사이      

보그라는 단어로 지칭되었다(Gray, 2002). 안드로이드,    

복제기, 또는 바이오닉휴먼으로도 불리는 사이보그는    

인기 있는 미국 대중문화의 한 형상이며, 더불어 포스       

트모더니티 속에서 포스트휴먼의 정체성 있는 형상이     

다.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SF영화들 즉, 블레     

이드 러너, 로보캅, 터미네이터 등 안드로이드, 사이보     

그, 로봇을 테마로 한 작품들, 그리고 1986년 미국 TV     

와 뉴스위크(Newsweek)의 커버에 맥스 헤드룸(Max    

Headromm), 같은 해 코믹북(Comic Book)에서의 프랑크     

밀러(Frank Millers)의 엘렉트라 어새신(Elektra Assassin)    

등의 사이보그 이미지(Balsamo, 1996)는 대표적인 대중     

문화 속 포스트휴먼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문     

화적인 모델로 사용되어 온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형상     

들은 최근 들어 재패니메이션과 같은 일본 만화영화에     

서도 등장하여 미래 인간 이미지의 전형(Grenville,     

2002)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로보캅, 터미네이터, 캡틴 피카드보    

그(Captain Picard's Borg)와 같은 대중화된 사이보그     

형 플라스틱 장난감과 더불어 인공적인 사이보기안     

으로서 사이버펑크가 테크놀로지적 산물로서 새로운    

신체 유형으로 등장하였다. 베로니카 홀링커(Veronica    

Hollinger)는 사이버펑크에 대해 테크놀로지와 인간    

이 반대의 개념이 아닌 인접한 개념으로서의 포스트     

휴먼으로 제안하였다(Balsamo, 1996). 이어 1996년에는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열리     

고, 2001년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인간     

유전자의 비밀이 풀리게 됨(Sin et al., 2007)으로써 포스     

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분야에서도 전시기획자인 다이치의 포스트휴먼   

전, 스텔락(Stelarc), 생트 오를랑(Saint Orlan)과 같은 아     

티스트들이 각각 공학과 성형수술을 이용한 퍼포먼스     

를 선보이며, 인간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기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DNA변     

형,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유전자 결합, 가상의 디     

지털화된 신체 등을 주요하게 다룬 스파이더맨, 엑스     

맨, 스피시즈, 아바타 등과 같은 영화에서도 보다 강력     

해진 미래 새로운 신체 개념으로써 포스트휴먼의 탄     

생을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 과학기술, 대중매체분야 등에서 논     

의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최첨단 미래사회에서     

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3. 포스트휴먼의 신체 유형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 경계가 끊     

임없이 새롭게 구성, 재구성되는 물질적, 정보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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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포스트휴먼(Joung, 2005)은 문학, 비주얼아트 등     

에서 사이보그라는 이름으로 묘사되어 온 바 있다. 이       

러한 사이보그에 대해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는 여러 다른 종의 복합물로서, 신체 기관의 대체 뿐 아         

니라 이는 자연적인 자아를 없애는 것(Haney, 2006)으      

로 보았다. 그리고 크리스 헤이블스 그레이(Gray, 2002)      

는 기계인간을 이르는 사이보그를 보다 상세히 분류하      

여, 복원하는 것, 정상화하는 것, 변경하는 것, 강화하       

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수많은 에세이에서 포스       

트휴먼 존재의 형상을 논의한 킴 토폴레티(Toffoletti,     

2007)는 구체적으로 돌연변이체, 에일리언, 괴물, 그     

리고 사이보그의 형태와 같은 하이브리드 형상을 지      

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형상들이 더 이상 미래의 이상,        

유토피아의 신화 혹은 악몽 같은 판타지가 아니며,      

오히려 리얼과 판타지, 사실과 픽션 사이의 전통적인      

이분법을 흩트리고 새로운 이미지의 인간에 대한 가      

능성, 잠재성,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본 볼카르      

트(Yvonne Volkart) 역시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온 인     

간-기계 사이의 결합인 사이버네틱스 유기체 즉 사이      

보그의 이미지에 대해 하이브리드, 괴물, 기계 같은 것       

외에도 복제된 것, 디지털화된 것, 네트워크화된 것,      

세포조직에 의한 것, 트랜스 젠더화된 것과 같은 판       

타지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Cyborg bodies”,    

2005).

트랜스휴먼 아티스트인 나타샤 비타-모어(Natasha   

Vita-more)의 <프리모(Primo)>는 포스트휴먼의 가설   

적 모델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준 바 있다. 두뇌는 나        

노-테크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눈에는 네트워크 소나 센서를 이용해 맵 데이터가 투영       

된다. 다리는 터보엔진으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태     

양광으로부터 안전한 피부는 언제라도 색깔과 질감     

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프리모의 두뇌는 1000조개       

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     

다. 또한 나이를 먹지 않으며 심지어 성(性)도 마음대       

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Technology”, 2007).

한편, 미학적인 차원에서 포스트휴먼에 접근한 제     

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는 대중문화의 이미지와    

화학적 진보, 성형수술, 포토샵, 컴퓨터와 생명공학의     

융합, 가상현실과 유전공학을 동반한 기술로서 진화     

된 신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Cho, 2006). 그리고 몸      

의 분리와 재조립을 통해 자아의 해체와 재구성을 거       

듭하는 포스트휴먼, ‘과거, 현재, 미래의 공존’을 통해      

단선적 시간개념을 초월하는 포스트휴먼, ‘인간과 다     

른 존재들의 결합’ 통해 인간의 순종성(Purity)을 혼     

종성(Hybridity)으로 대체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Mha,   

2008). 데이비드 토마스(David Tomas)는 역시 미용적     

으로 재디자인된 얼굴, 근육이식, 인간과 동물의 이식     

에서부터 급진적으로 인간의 몸이 기능적으로 변경     

된 것에 이르는 것을 테크노필릭(Technophilic) 바디     

또는 사이보그로 정의하고 이를 미적·기능적 변형의     

산물로 보았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SF의 영역이긴 하나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포스트휴     

먼 낙관론자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인간한     

계를 초월하는 인간성의 본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고 보았다(Haney, 2006).

일반적인 포스트휴먼의 유형을 제시한 학자들과 달     

리 포스트휴먼의 유형을 발전적인 단계의 시각으로     

본 학자도 있다. 마이크 페더스톤(Mike Featherstone)     

과 로저 부로스(Roger Burrows)는 첫째 단계로, 미용     

성형, 근육이식, 그리고 동물 또는 인간 신체 이식을     

통한 신체 표면의 미학적 변형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모호한 시각적인 차이, 둘째, 더 본질적인 인     

간 신체 내부 속 기능의 변경-바이오칩 이식, 업그레     

이드된 센서들과 인공보철물 삽입, 셋째, 하드웨어와     

접속하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아바타, 디    

지털화된 신체 대표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는 더 이상 정체성 또는 주체성에 대한 한계가     

없고, 새롭게 육체로부터 분리된 주체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Nayar, 2004)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시대의 주요한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신체에 대해 그 유형을 범주화하면     

<Table 1>과 같다.

III. 포스트휴먼의 신체 유형에

따른 표현특성 

본 장에서는 장에서 범주화된 하이브리드 신체, 성     

형 신체, 디지털 신체를 토대로 신체를 주요하게 다     

룬 예술분야에서 시각적인 표현특성을 도출하였다.

 

1. 하이브리드 신체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휴먼의 주요한 신체 형상으     

로서 테크노화된 하이브리드 신체를 손꼽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의학적 수단에 의한 진보되고 확대된     

것임과 동시에 포스트휴먼의 정체성 그 자체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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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고 있다. 예술분야에서도 기술적으로 기계     

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신체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소     

재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아티스트 이불은 갑옷      

으로 무장한, 순결한, 그리고 섹슈얼화된 인간과 기계      

접속의 조각들로서 괴물화된 신체를 발표하였으며, 일     

본 만화영화를 소재로 작품을 발표해 온 네오팝 아티       

스트 타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는 변형과    

분산이라는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항공기로 변형되는    

사이보그 여성의 조각작품을 발표하여(Grenville, 2002)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계와의 접목은 직접적인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로도 표현되었다. 피터 스큐빅(Peter Skubic)    

은 1998년과 2002년 인공두뇌 칩을 팔에 이식하여 인       

간과 컴퓨터가 직접 교신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스텔      

락은 1995년 퍼포먼스 작품 <Ping Body>에서 컴퓨      

터 제어 시스템과 연결된 제3의 손을 신체에 부착하여       

실제 상호작용하는 근육 자극 시스템<Fig. 1>을 만들어      

보다 과학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냈다(Paul, 2003/    

2007). 그리고 2009년에는 자신의 ‘세 번째 귀’를 왼쪽       

팔에 이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블루투스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청취하는 기능을 보여주었다(“Aus-    

tralian artist”, 2009). 이러한 스텔락의 기계를 통한 신체       

의 확장 퍼포먼스는 신체와 기계가 하나의 합일체로서      

동작하는 새로운 신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계와의 접목과 달리 인간과 유기체와의 접목을 시      

도한 하이브리드 신체 또한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      

달과 아울러 여러 아티스트들의 창작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을 결합한 마이크 켈리(Mike Kelly),      

환상과 픽션, 신화와 실재를 혼융한 <Cremaster series>     

<Fig. 2>의 매튜 바니(Matthew Barney)는 개인 정체성     

의 복합성과 나아가 자아의 재창조를 시도하였다(Choi     

et al., 2008). 1997년 올라프 브루닝(Olaf Breuning)은     

<Sibylle>라는 작품에서 반은 여성이고 반은 동물인     

기괴한 괴물과도 같은 신체를 선보였으며, 그리고 최     

근 주목받고 있는 호주의 작가 페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는 기술과 생명의 그로테스크한 결     

합을 실물로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생명공     

학예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하이브리드 신체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다 극적이고 리얼한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1995년     

이네즈 반 람스위어드(Inez Van Lamsweerde)는 <The     

forest>라는 작품에서 남성의 주된 신체적 골격과 함     

께 여성의 손, 글로시한 입술과 눈으로 순수한 남성     

Table 1. Categorization of posthuman body types

Body Type 

Scholar
Hybrid body Plastic surgery body Digital body

Katherine Hayles Hybrid Elimination of Natural body

Chris Hables Gray Human machine

Kim Toffoletti Mutant, Alien, Monster

Yvonne Volkart Hybrid, Machinelike Transgendered
Duplicated, Digitalized, 

Networked

Natasha Vita-more
Compound of computer,
Biological transformation

Jeffrey Deitch Fusion of computer and biotechnology Plastic Surgery
Using of Photoshop,

Virtual reality

David Tomas Transplant of human and animal
Redesigned face,

Transplantation of muscle

Mike Featherstone &  
Roger Burrows

Transplant of human and animal, 
Implant of biochip or sensor in human body

Cosmetic Surgery,
Transplantation of muscle

Digitalized body

Fig. 1. Ping body.

From Paul. (2003/2007). p. 190.
Fig. 2. Cremaster 4.

From Hopkins. (2000).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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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벗고 신화적 신체를 표현하였으며, 2001년      

다니엘 리(Daniel Lee)는 <Manimals>라는 작품에서 컴     

퓨터 그래픽을 도구로 인간과 동물로 나눠지기 이전인      

미분화된 신화적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신화적인 미분     

화의 이미지는 신체 퍼포먼스로 유명한 아티스트 오를      

랑을 통해 헤르메스(Hermes)와 아프로디테(Aprodite)   

의 결합인 헤르마프로디테(Hermaphrodite)의 양성적   

인 모습(Featherstone, 2000)으로도 표현되었다.

남성과 여성이 미분화된 양성적 이미지는 고전적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를랑의 작품      

에서와 같이 신체의 양성성은 이미 트랜스 젠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젠더 경계의 붕괴로서의 양      

성성은 곧 다중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미르체아 엘리아데(Eliade, 1995/2006)는 이러한    

양성성이 일찍이 모든 존재의 원본이며 근원인 수많      

은 신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인류의 신화적 조상인 최       

초의 인간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곧 창조적 권능,      

완전함을 의미하고 총체성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여     

겨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도 있다.

 

2. 성형 신체

신체 성형에 대해 앤 발사모(Anne Balsamo)는 시각      

적 테크놀로지화로서, 고립된 부위를 변형시키고 다     

시 새기는 문화적 의미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즉, 성        

형은 단순한 물질적인 몸이 문화의 기호로 변형되는      

것이다(Balsamo, 1996).

성형에서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얼굴의 모양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바꾸는 임플란트는 사이보그의     

모습을 창조하고자 하는 모던한 소비자 문화의 일부      

분으로 보편화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몸이 더      

차별화되고 새롭고, 더 급진적이길 원하고 있으며, 때      

로는 외모와 신체적 구조가 영원하게 수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서 실제 극단적인 얼       

룩말의 귀, 도마뱀과 같이 갈라진 혀 등의 얼굴 부위의        

변형은 현대 사회와의 단절감(Sanders & Vail, 2008)      

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통한 유일함, 개성       

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신체 변형은 소외감의 기호뿐       

만 아니라 다름, 자신을 바꾸려는 욕망, 복합적인 자       

아로서의 힘의 인식 요컨대, 젠더, 인종, 종, 나이 그        

리고 계급에 대한 초월을 암시한다(Badley, 1995).

얼굴 성형을 통한 문화적 의미의 새로운 포스트휴      

먼 신체를 보여준 아티스트로는 오를랑이 있다. 그녀에     

게 얼굴은 뗄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마스크, 인공보철     

물(Ince, 2000)이며, 새롭게 재 디자인된 외형은 자연     

신체의 생물학적 열악함을 벗고 시대를 관통하는 미     

적으로 보다 우월한 신체를 의미하였다. 카널 아트라     

고도 불리는 그녀의 성형 퍼포먼스는 인간의 보편성과     

이성을 관통하고, 초월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점, 진보된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신체기능과 삶의 조     

건들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의 한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신체 변형과 변     

신을 통해 신체라는 것도 상품화되어 계속적으로 재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Cho, 2006).

신체 성형은 사진예술에서 보다 급진적으로 표현되     

고 있다. 이는 특히 신체 일부의 왜곡을 통한 성형화     

나 얼굴 기관 및 성적 기관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 정체성의 표현인 얼굴을 그래픽 도구로서 극단     

적으로 왜곡한 1994년 마르쿠스 쾌흐(Markus Käch)     

의 프로젝트 <Pathologien medialer konstitutionstypen>    

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새로운 생명체와 같은 신     

체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Cyborg bodies”, 2005), 안     

소니 아지즈와 새미 쿠쳐(Anthony Aziz & Sammy Cucher)     

의 1994년 <Dystopia series>에서는 눈과 입을 제거한     

마네킹과 같은 신체<Fig. 3> 표현을 통해 익명성과 순     

응성이라는 테크놀로지 환경 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92년 <Faith, honor and     

beauty>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외음부의 부재로 미래 포     

스트휴먼의 모호한 젠더성을 제시하였다. 람스위어드    

역시 1993년 <Thank you tighmaster>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두와 외음부의 부재로 젠더 위     

반에 의한 언캐니한 신체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신체 기관의 부재에 대해서 라깡은 욕망의 결여로 인     

해 생겨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들뢰즈와 가타리는     

탈기관화하는 것, 즉 기관으로 고착화된 신체의 일부     

분을 다시 기관화되기 이전의 신체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과 거부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     

전의 기관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즉, ‘기관없는     

신체’의 욕망은 ‘대상-결핍’의 욕망이 아니라 ‘대상-창     

조’의 욕망이며, 긍정적인 생성의 에너지인 것이다     

(Lee, 2002). 새로운 신체로의 창조를 꿈꾸는 포스트     

휴먼 역시 이러한 신체 기관의 부재는 욕망의 결여와     

동시에 하나의 창조적인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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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신체

가상이라는 단어는 부재를 나타내며, 앞으로 받게     

됨 또는 환상의 개념이다. 스콜라 철학에서는 실행      

상태가 아니라 잠재된 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       

상적이라고 한 바 있다. 가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       

으로 구현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재적으로 혹은 형      

태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는(Levy, 1995/2002) 비물    

질적인 디지털 이미지를 생산하며, 무한복제가 가능     

한 것(Y. J. Kim, 2007)이 특징적이다.

가상현실은 육체에서 해방된 환경, 성과 인종의 신      

체적 구현에서 탈출한 장소이다. 가상세계에서는 성     

을 바꾸어 나타나는 젠더 벤딩(Gender Bending)을 통      

해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의 느낌으로 감        

촉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상인간의 대표적인 예로 아      

바타(Avatar)를 들 수 있다(Joung, 2000). 아바타는 성      

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의 육체 안에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지닌 현실적 자아의 대체      

물이며(Kim & Yang, 2004),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      

다. 이러한 아바타는 현실세계에서의 육체적 제약을     

넘어서는 탈육체성으로서 인간의 결핍된 욕망을 반     

영하고 있다.

디지털 신체 예술가 티나 라포르타(Tina Laporta)는 네      

트워크 상의 여성의 몸과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실제적      

인 신체가 사라지는 동안 비물질적인 아웃라인(outline)     

의 현존으로 대체된 가상신체를 표현한 바 있다. 그       

녀의 작품 1999년 <Future body>는 이미지 맵핑에 의       

한 신체 구조를 띠고 있으며<Fig. 4>, 끊임없이 복제       

될 수 있는(“Cyborg bodies”, 2005) 인간 신체의 탈육       

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탈육화된 디지털 신체는      

원격현전의 개념으로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게 된      

다. 오늘날 인터넷 상의 원격현전의 신체는 다중적이      

고 분산적이며, 몸이 없는 자신의 지속적인 재생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리적 신체의 한계와 약점     

을 벗어난 자유로운 신체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물리적인 신체의 가상적 확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빅토리아 베스나(Victoria Vesna)의     

바디즈 사(Bodies Inc.)는 방문자가 각기 다른 구성요소     

를 가지고 가상의 신체를 만들어 그것을 온라인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신체의 한 사례를 보여주     

었다.

원격조정의 훨씬 행위 예술적 접근은 ‘파크벤치(Park-     

Bench)’라는 이름으로 웹 퍼포먼스의 두 선구자인 니     

나 소벨(Nina Sobell)과 에밀리 하르첼(Emily Hartzell)     

에 의해서 발전된다. 뉴욕대학의 선진기술센터에서 소     

벨과 하르첼은 웹을 통해 격주로 행해지는 생방송 퍼     

포먼스를 전송하기 위해 센터의 텔레로보틱 웹카메라     

를 사용하였다. 1995년 그들은 무선 텔레로보틱 카메라     

를 갖추고 휠체어 모양의 품위있는 의자로 구성된 ‘무     

선, 모바일, 컨텐츠 모집 차’인 <버추엘리스(Virtualice)     

>를 만들었으며, 이 차는 인터넷을 통해 조정됨으로써     

(Paul, 2003/2007) 탈육화된 가상의 신체 개념을 보여     

주었다. 다음 <Fig. 5>는 포스트휴먼의 신체 유형을     

토대로 예술작품에 나타난 신체의 표현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IV.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반영된

포스트휴먼의 신체 표현특징

본 장에서는 장에서 분류된 포스트휴먼의 표현특성     

을 토대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반영된 포스트휴     

먼의 신체 표현특징을 분석하였다.

1. 초기능적 인공보철화

기계인간으로 사이보그는 유명한 페미니스트 학자    

하라웨이를 통해서 고전적인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리고 이항대립적인 권력     

체제에 도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많은     

인공보철물의 이미지에서도 주로 여성의 신체가 근     

간이 되어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 기능의 한계를 넘     

는 초기능적 인간으로 표현된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     

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초기능적 인공보     

철화의 포스트휴먼은 하라웨이의 고전적 이항대립의    

권력체제에 저항하는 강인한 여성으로서 신체 기능     

Fig. 3. Dystopia series.

From Cyborg bodies. (2005). http:// 

www.medienkunstnetz.de

Fig. 4. Future body. 

From Cyborg bodies. (2005). http:// 

www.medienkunstnet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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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 혹은 확대된 기괴한 신체로 표현되고 있다.       

<Fig. 6>에서 이뻬이 교우부(Ippei Gyoubu)의 <Franken     

lily>는 바늘로 짜깁기 한 초록색 및 푸른색의 피부와       

더불어 인공 호스와 지퍼로 연결되어 프랑켄슈타인의     

신화를 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젠더 정체성을 탈피     

하고 문화적 상상력이 발휘된 포스트휴먼의 이미지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Fig. 7>에서는 속눈썹에 이       

식된 금속성 소재, 기괴한 눈동자의 색상과 안대 그리       

고 실버 색상의 입술을 가진 사이버해적의 이미지가 초       

기능적 인공보철물의 새로운 미래 포스트휴먼의 모습     

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이보그 여전사와 같은       

프랑켄 릴리와 해적의 모티브는 새롭게 복원된 신체      

를 통한 고전적 여성성에 반하는 강인한 새로운 여성       

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초기능적 인공보철화는 특히 최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위반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무 경계성 즉, 신체-        

기계의 합일로서 새로운 인간 신체 개념으로 확장되      

었다. 컴퓨터 제어 기술과 인공두뇌분야는 새로운 미      

래 사회에서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킹의 한 방       

법으로 사이보그적 형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케빈 워      

릭과 같은 학자들은 신체 내부에 컴퓨터와 연결된 칩       

의 삽입으로 주변 기기와의 보이지 않는 인터랙티브      

(Interactive)한 포스트휴먼으로서 인간 신경 감각의 확     

장을 꾀하고 있다. <Fig. 8>에서는 이러한 기계 이미지       

와 결합된 여러 인체 두상들이 상호 네트워킹하는 듯     

표현되어 신경 감각의 확장을 통한 인터랙티브한 모     

습의 포스트휴먼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보철물의 형태는 <Fig. 9>에서와 같이 실제 인     

체와 유사한 마네킹의 인공적인 손과 팔로 대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권력과 부의 이미지로서 모피패션     

과 함께 묘사된 인공보철물은 장애에 대한 보조 도구     

로서가 아닌 추상적 힘을 과시하는 대체물이며, 미적     

기능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인공보철화는 실재 사이보그 슈    

트의 개발과 더불어 <Fig. 10>에서와 같이 인간 신체     

가 가진 물리적인 힘을 극단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최첨단 슈트 스타일로도 표현되고 있다.

2. 신화적 미분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는 다양한 인간과 동     

물의 결합체가 등장한다. 상징적이고 성스러운 신화     

적 형상들은 인간 본연의 순종성을 벗고 생물 간의     

경계를 와해시키며, 자연의 범주로서 인간 신체의 한     

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개개     

인이 가진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원시적인     

정신의 표식이며(Kearney, 2002/2004), 미분화된 세    

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Fig. 5. The expressive method of the posthuman body type i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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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인간과 동물의 결합체는 사자, 말, 소, 뱀,        

염소, 물고기, 산양, 독수리, 올빼미 등이 소재가 되어       

동물고유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스핑크스(Sphinx), 켄    

타우로스(Kentauros), 미노타우르스(Minotaur), 에키드  

나 (Echidna), 메두사(Méduse), 사티로스(Satyr), 사이렌    

(Sirène)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서의 신화적 미분화 역시 이러한 신화 속 주요한 동        

물들이 인체와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11>은      

상반신은 인체, 하반신은 물고기인 신화 속의 사이렌      

으로 묘사된 반인반수의 형태이며, 성적 상징인 버섯      

과 포식자로서 상어를 배경으로 하여 매혹적이고 악      

마적인 속성의 팜므 파탈을 연상시킨다. 페미니즘과     

연관된 팜므 파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성      

적으로 치명적이며, 미약한 인간의 존재를 보다 강력      

하게 만듦으로써 인간 내부의 욕망에 대한 새로운 탈       

출구를 제시한다(Choi, 2007). 이는 포스트휴먼의 우     

월하고 강인한 신체, 신화적 완전함에 대한 인간 본능       

의 메타포로서 같은 맥락에 있다.

반인반수와 달리 동물의 일부분을 신체와 접목한     

<Fig. 12>는 에스다 마렌(Esdar Maren)의 작품으로     

산양의 거대하고 힘 있는 뿔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     

른 얼굴이 꼴라주로 접목되어 비정상적인 인체로 표     

현되었다. 그리고 <Fig. 13>은 동물의 뿔과 귀,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새로운 피부 질감의 표현으로 신비스     

러운 미지의 생명체로서의 포스트휴먼을 그리고 있다.     

부분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Fig. 14>에서는 새     

의 눈과 부리를 융합함으로써 극명하게 이식된 포스     

트휴먼 신체를 보여준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융합에 있     

어 리얼리티를 특징으로 한 현대 신체 예술 작품과 달     

리 동물 기관의 일부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인간과 동물의 신화적 형상과 달리 아나벨 브     

라이언스(Annabel Briens)의 <Future><Fig. 15>에서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수염과 넥타이, 여성성을 상징하     

는 불룩한 배의 형상을 통해서 헤르마프로디테의 신     

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래 생명공학이 유전자     

Fig. 6. Ippei Gyoubu art

works.

From. Gyoubu. (2010). http:// 

www.001.upp.sonet.

ne.jp/ippei_gyoubu/

menu/gallery.html

Fig. 7. Vladimir Dubko.

From Victionary. (2008).

p. 241.

Fig. 8. Artist's collection.

Form Borrelli. (2004). p. 110.

Fig. 9. Richard Gray. 

From Borrelli. (2004). p. 78.
Fig. 10.  Ippei Gyoubu art

works.

From Gyoubu. (2010). http://  

www.001.upp.sonet.

ne.jp/ippei_gyoubu/

menu/gallery.html

Fig. 11. Kustaa Saksi.

From Klanten. (2007). p. 66.
Fig. 12. Esdar Maren.

From Borrelli. (2004). p. 60.

Fig. 13. Kazuki  Takama-

tsu.

From Klanten. (2010). p. 146.

Fig. 14. Linn Olofsdotter.

From Klanten. (2006). p. 24.

Fig. 15. Annabel Briens.

From Klanten. (200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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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을 통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융합된 젠더 벤딩과      

같은 혁신적인 형질전환 신체로서 모호한 젠더 정체      

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급진적 신체 성형화

미와 성형의 확장에 대한 글로벌한 관점과 국제적      

인 바이오약물의 확산이 증가하고(Chen & Moglen, 2007)      

신문과 잡지들은 사람들에게 성형수술로 바뀐 외모     

와 몸의 경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이상화된 자아 이미       

지로 대중들을 사로잡는다. 건강과 성형수술, 바디빌     

딩 등과 같은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화제들은 오늘날       

모던함을 지향하는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     

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Shilling, 2003),     

이러한 신체들은 개인의 욕구 및 시대의 문화적 기호       

에 따라 급진적인 형태로도 변화하고 있다.

인간이 욕망하는 신체로서 <Fig. 16>에서는 전신을     

포토 몽타주화하여 조합한 신체로서 결핍된 인간의     

욕망과 함께 새로운 신체 기관의 재창조에 대한 욕망       

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Fig. 17>에서는 포니테일      

과 짧게 깎은 머리, 메이크업한 얼굴, 스커트 그리고       

넥타이를 통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징적인 이미지     

들이 충돌하여 트랜스 젠더화된 모호한 정체성의 포      

스트휴먼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문화에서 신체 외형과 기능은 아이덴티     

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신체 외형       

의 변화로서 바디 마킹(Body marking)은 선택적, 자      

발적이거나 나르시스틱한 것이 되었다(Nayar, 2004).    

이는 자신이 욕망하는 신체로 인공 진화하고자 하는 포       

스트휴먼의 또 다른 표현방법이기도 하다. <Fig. 18>에      

서는 모호함이 지닌 무경계성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를 반영한 기괴한 식물 이미지를 피부에 그로테스크      

하게 마킹한 것으로 자연신체가 아닌 개인의 욕망하     

는 급진적인 신체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 성형의 또 다른 급진적인 표현방법으로서 신     

체 기관의 부재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과 상호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얼굴 신체 기관의 부재는 결핍된 자     

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며, 이는 곧 새로운 신체 이미지로 진화된 포스     

트휴먼으로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에서도 신체 기관의 부재는 주로 얼굴에 속     

한 기관의 일부<Fig. 19> 혹은 전체를 생략하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어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급진적인 신     

체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신체 예술에서도 이러한 급     

진적인 신체 성형의 기괴함은 경직된 현실을 파괴하     

고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Kwon, 2001).

신체 성형은 개인적인 이상향으로서 아름다운 신체     

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는 종종 성적 매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Nayar, 2004). 즉, 미숙     

한 신체에 대한 완벽한 미를 꿈꾸며, 기존의 생물학     

적 신체가 지닌 미적인 열등함을 벗고자 하는 포스트     

휴먼의 의지와도 연결된다. <Fig. 20>에서는 성적 상     

징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으로 긴 속눈썹과 비대칭형의     

거대한 한 쪽 가슴의 형상을 통해 욕망하는 신체에     

대한 작가적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 기관의 비정상적인 확장은 억눌린 자아에 대한     

잠재의식과 신비스러운 판타지적 감성으로 현실에서    

의 대안적 이상을 은유한다.

 

4. 탈육체적 디지털화

포스트휴먼은 실재 현실에서 벗어나 멀티미디어의    

현란한 이미지가 넘쳐흐르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     

Fig. 17. Louis Rodriguez.

From Dawber. (2006). p. 123.

Fig. 18. Leslie Clerc.

From Delicatessen. (2007). 

p.  131.

Fig. 19. Valentin Fischer.

From Klanten. (2010). p. 96.

Fig. 20. Gary Fernandez.

From Page one. (2010).  p. 214.

Fig. 16. Ingird Baars.

From Klanten. (2009).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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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상현실과    

도 직접 연결된다(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2001). 현실의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벗어난 가상적 디       

지털 신체는 툼 레이더의 여주인공 라라 크로포드와      

같이 강하고 독립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섹시      

한 이상적인 이미지로, 본래의 자신의 성과는 다른 성       

으로, 혹은 실물과 똑같은 3차원의 홀로그램 등의 아바       

타 신체로 대체된다. 대부분 휴머노이드(Humanoid)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바타는(Hawthorne & Klein, 1999)      

전자적 화신, 정보의 육화 등 자아를 표상하는 능동적       

도구이자 자기표현욕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Lee, 2007),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반영과 사랑에      

빠지는 고전적인 나르시스의 신화로 요약될 수 있다      

(Paul, 2003/2007).

탈육체적 디지털화를 통한 아바타 신체는 일반적으     

로 한 개체의 마음의 분할에 의해 다중자아 현상으로       

설명된다. 프로이트(Freud)는 여기서 또한 무의식 이론     

과 초자아/자아/이드 이론으로 마음의 분할을 조명하     

였으며, 초자아/자아/이드라는 마음의 세 가지 부분들     

은 서로 각기 구분되는 것으로 그것들의 내적 충돌에       

의해 자아가 분열된다고 보았다(M. J. Kim, 2007). 자아       

분열의 이미지를 표현한 <Fig. 21>에서는 신체 실루      

엣을 제외한 나머지 실체의 세부적 형태들을 생략하      

여 불완전하게 유동하는 신체, 그리고 네 개의 모호한       

복제된 신체가 디지털 매체 속에서의 자유롭게 생산      

될 수 있는 다중 자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가상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탈 인체미      

는 가상적, 파편적, 절단적 이미지의 포스트젠더를 구      

현하고, 다변성, 개인적 주체성을 표현한다(Kim, 2002).     

<Fig. 22>에서는 네트를 이용한 3D 아바타형의 가상      

신체로서 절단되고 분열되어 사라지는 비물질적인 유     

동적 신체를 보여주며 모호한 젠더 정체성을 나타낸      

다. 그리고 <Fig. 23>에서는 섹슈얼한 가터벨트와 함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여 3차원의 착시적인 대리자    

아를 구현하고 있다. 투명 인간을 재현한 것과 같은     

<Fig. 24>는 뚜렷하게 체화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신     

체 이미지로 실재하는 공간과 달리 가상의 모호한 공     

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신체 개념을 보     

여준다. 그리고 <Fig. 25>에서는 블랙의 배경을 바탕     

으로 가상의 빛을 활용한 모호한 비물질적인 신체 아     

웃 라인을 통해 환경 및 성, 인종으로부터 해방된 디     

지털 신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 <Table 2>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반영된     

포스트휴먼의 신체 표현특징과 내적의미를 분석정리    

한 것이다.

V. 결  론

21세기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오감과 신체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이며, 이는 곧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하는 미래 신체 이     

미지로서 포스트휴먼은 하이브리드 신체, 성형 신체,     

디지털 신체로 분류하였으며, 신체 예술에 나타난 표     

현 특성을 초기능적 인공보철화, 신화적 미분화, 급진     

적 신체 성형화, 탈육체적 디지털화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포스트휴먼의 4가지 표현특성은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능적 인공보철화는 부분적으로 기계와    

의 접목을 통해 신체 복원, 신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것, 사이보그슈트, 유사 신체인 마네킹의 일부분을     

접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페미니즘을 토대로     

한 고정된 젠더 정체성을 탈피하고, 신경 감각의 확     

Fig. 21. Clarissa Tossin.

From Klanten et al.  (2005). 

p. 18.

Fig. 22. Solve Sundsbo.

From Sanders. (2000). p. 153.

Fig. 23. Sean Freeman.

From Wiedemann. (2009). 

p. 167

Fig. 24. Shiv.

From Borrelli. (2004). p. 146.

Fig. 25. Touratier Maxime.

From Borrelli. (2004).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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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안하며,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화적 미분화는 신화 속 동물과       

인체가 결합된 반인반수형과 함께 동물의 일부분을     

신체와 접목하여 장식적 효과를 더하거나 신체 질감      

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 헤르마프로디테적 형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혼합한 젠더 벤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미분화된 세계로의      

회귀욕구, 힘 있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욕구, 그리고       

모호한 젠더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급진적      

신체 성형화는 이상화된 신체 일부분을 포토몽타주화     

한 것, 트랜스 젠더화된 신체, 신체에 그로테스크하게      

마킹한 것, 얼굴 기관이 일부 혹은 전체로 부재한 것,        

비정상적인 신체 기관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      

르시시즘의 표현,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판타지, 공      

포 등의 감성을 전달하며, 현실에서의 대안적 이상을      

제시하고, 성적으로 매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탈 육체적 디지털화는 인체 실루엣 혹은       

세부적인 형태의 생략으로 인해 불완전한 형태이거     

나 복제된 다중자아 이미지, 네트를 이용한 절단되고      

분열된 이미지,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착시적인 대     

리자아, 그리고 불완전 체화된 모호한 실루엣, 가상의      

빛을 활용한 모호한 비물질적인 신체 아웃 라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결핍된 욕망과     

나르시시즘, 가상공간 속에서의 유동성, 새로운 자아     

의 지속적 생산 가능성, 모호한 젠더 정체성 그리고 환        

경, 성, 인종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반영된     

포스트휴먼의 신체 표현들은 인간과 동물, 기계 등과     

의 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이라는 이분법의 파괴, 시대의 이념을 초월한 차별화     

된 미의 인식,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새로운 개념의 자     

아이미지를 표방하며 새롭게 진화된 인간에 대한 가     

능성과 잠재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대의     

유행하는 신체와 패션이라는 미적 코드를 반영하는     

매체로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욕망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 문화적 상상력이 반영된 예술 및 대중     

매체와 함께 시대의 담론을 담고 있는 시각적 매체임     

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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