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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surveys the trend and dissolution characteristics in headdress that appear in Jean Paul Gaultier's

collection. Along with a related literature review, a total of 903 headdress pieces shown in collections 40

times (excluding the common caps and hats) were analyzed, covering from 2001S/S to 2010 F/W of Jean

Paul Gaultier's Haute Couture and Pret-a-Porter. The headdress trend indicated in his collections was divided

into such subgroup forms of folklore, usage of natural things, usage of artificial things, religion, retro, scarf,

variations in headgear, mask and veil, atypical type and abstract. Such an expression tendency was so unique

and mixed characteristic that it was hard to define its form and structure thanks to enlargement and exagger-

ation, extremity in ornaments, and use of foreign materials, which led to creative dynamics. Gaultier's head-

dress also reflec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expression of difference indicative of time decon-

struction; second, uncertainty of meanings via deconstruction; third, text interactivity via deconstruction of

gender and material adopted; fourth, decentralization through dissolution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Key words: Jean Paul Gaultier, Headdress, Deconstruction; 장 폴 골티에, 헤드드레스, 해체주의

I. 서 론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미적욕구는 항상 갈구되어

왔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미적가치들이 생겨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의복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문신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신체의 일부분이면서 약간의 변화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헤어부분이라 할 수

있다.

머리는 예로부터 그 신체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로서

중요시 여겨져 왔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권력을 상징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 머리 위로 펼쳐진 무

한의 공간은 인간에게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게 하는

(Yoo & Kim, 1999)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머리를 장식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표

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헤드드레스이다. 머리를 덮

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헤드드레스는 복식의 한 형태

로 착용되어져 왔으며, 사회적·종교적·문화적 산물임

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

로, 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다.

특히 오늘날 토털 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 및 헤어장식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으며, 패션뿐 아니라 헤어스타일은 극단적인 형

태의 변형과 장식 등 변화를 통해 기존의 관념을 탈피

한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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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장 폴 골티에의 해체적인

작품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현대패

션이 나타내는 불확정성, 탈 중심화, 상호텍스트성 등

해체적인 경향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 폴 골티

에에 관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7; Choi, 2001; Kim

& Bae, 2000; Kim, 2006; Moon, 1998) 역시 해체주의

와 연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매해 독특한 아이디어로 토털 코디네이션의 개념을 연

출하고 있는 그의 작품에 있어 헤드드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 외 헤드드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Chang & Yun, 2009; Kim & Bae, 2003, 2005;

Kim & Kong, 2008; Lee, 2008; Lee & Kim, 2009; Sung,

2009; Yang, 2010; Yang & Kwon, 2010)는 모자에 관한

연구, 또는 디자이너의 작품연구나 헤어스타일과 관련

된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헤어드레스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 폴 골티에의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경향과 해체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헤드드레스의 경

향을 가늠해보고, 향후 헤드드레스뿐만 아니라 의복과

연계된 다양한 액세서리 및 헤어장식에 관한 디자인

연출 및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헤드드레스와 장 폴 골티에의 작품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장 폴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1S/S부터

2010F/W까지의 장 폴 골티에 오트쿠튀르와 프레타 포

르테 컬렉션 총 40회를 조사하였다. 작품의 선정은 일반

적인 캡이나 모자스타일을 제외한 총 903점을 대상으

로 하였고,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인 스타일닷컴(www.

style.com)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화면상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디테일적인 측면은 패션컬렉션지

인 Gap, Mode & Mode, Fashion news 등을 사진자료

를 참고로 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각 컬렉션의 주제

나 이미지를 파악하되 의상과 연계하지 않고 헤드드레

스만을 분석하였으며, 2004년부터 그가 수석디자이너

를 맡고 있는 Hermes의 디자인은 제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헤드드레스의 개념

 Fashion dictionary editorial committee(1999)에 헤드

드레스(Headdress)는 ‘머리부분을 덮는 것의 총칭으로

캡, 보닛, 후드, 베일 등의 모자종류와 가발, 헤어액세

서리 등을 포함한 머리장식 전반을 가리킨다.’라고 되

어 있으며, Calasibetta(2003/2006)에 ‘헤드웨어는 머리

를 가리는 것, 장식적 기능, 실용적 기능 혹은 둘 모두

로 쓰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헤드드레스와 유사

한 용어로 헤드기어(Head gear)가 있다.

머리는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일차

적으로 시선이 향하는 대상이다. 인체의 가장 민감하

고 공격받기 쉬운 부분들은 항상 보호의 형태가 요구

되어졌으며, 헤드드레스가 발생하게 된 1차적인 동기

도(Yang, 2010)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후나 외계의 여러 가지 장해들로부터 머리부분을 물

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의 기능이 헤드드레스

의 착용동기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며 동시에 헤드

드레스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분 및 위엄의 상징이다. 왕관이나 판사의 가발,

자신이 포획한 짐승의 털이나 깃털로 장식한 헤어장식

등 서로 다른 헤드드레스를 착용함으로써 계급이나 신

분, 위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셋

째, 의식이나 제례의 목적을 상징하는 경우로 베일이

나 터번 등 종교적인 측면과 연관을 가지고 착용된 경

우이다. 넷째, 인간의 미적요구로서의 상징을 나타낸

다. 이는 인간의 복식착용에 있어 미적장식의 욕구와

같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Head gear”, 2007).

헤드드레스의 종류로는 헤드커치프(Head kerchief),

베일(Veil), 터번(Turban) 등의 스카프 형태, 보닛(Bon-

net), 햇(Hat), 캡(Cap) 등의 모자종류, 그리고 깃털 등

의 장식품을 꽂아 장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헤드드레스

로 구분할 수 있다.

2. 장 폴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1966년 Derrida를 중심으로 전개된 해체주의는 고정

화되고 획일적인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

고 해석의 불가능과 함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한

(Kim & Jeon, 1997)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해석의 다양성과 모호함을 동시에

내재한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열린 사고를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따라 각 개체의 자유와 차이, 타자, 역사성의 인

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고 철학뿐만 아

니라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장 폴 골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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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의 의상의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려

는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제3세대 디자이너의 선구자

로 평가되고 있으며(Teri, 1999/2001), 어떤 하나의 스

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인종과 종교, 문화 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한 골티

에 특유의 해체주의적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골티

에는 해체주의 문화현상을 패션에 반영한 디자이너의

대표라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의 문제, 시간

과 공간, 미와 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기

존의 착장방식이나 형식에서 벗어난 아방가르드적 해

체의 특성을 작품에 반영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Hermes의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역

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골티에는 첫 컬렉션의 시작과 함께 남녀양성을 주제

로 남성스커트를 발표하여 성의 경계를 해체시키거나,

클래식한 전통정장을 해체하여 다시 혼성시켜 표현하

기도 하였고, 몽고·에스키모·일본·멕시코·중국 등

다양한 민속풍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절충적인 스타일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1990년 가수 마돈나의 블론

드 앰비션 투어(Blonde Ambition Tour)를 위한 원뿔형

브래지어 의상은 공식적인 무대에 속옷을 겉옷화하여

드러냄으로써 의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반대되

는 일종의 폭력적 해체행위를(Kim, 1994)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골티에는 의복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의 문제나 착장방식에 관한 것 등 고정된 사고

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의복이 성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으며, 속옷

의 겉옷화를 구체적인 예로 나타내어 옷에 대한 새로

운 사고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그의 창작의 의지

는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의복소재가

아닌 밀가루를 이용하여 제빵과 쿠튀르의 조화를 나타

낸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골티에의 작품은 고정

관념을 탈피한 변형과 왜곡의 아방가르드적 해체의 특

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갈등

과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은 디자인 창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골티에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Kim and Bae(2000)는 장 폴 골티에의 작품에 나타난 해

체주의 양식의 특성을 시·공간의 해체, 착장방식과 용

도의 해체, 성의 해체, 속옷과 겉옷의 해체, 동·서양의

해체로 구분하였으며, Choi(2001)는 장 폴 골티에 작품

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을 해체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연, 착용방법의 불확정성,

성·소재·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를 통한 탈 구성적 경향으로

분류하였다. Kim(2006)은 장 폴 골티에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특성을 고정관념의 해체, 퇴폐성, 절

충성이라 하였고, Choi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장 폴

골티에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을 성의 해체를 통

한 상호텍스트성, 무형식의 표현기법이나 용도의 해체

등을 통한 의미의 불확정성, 속옷의 겉옷화 및 서양복식

에 동양적 이미지 조합을 통한 탈 현상,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차이를 통한 차연으로 구분한 바 있다.

골티에가 “나는 어떤 것도 창조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옷을 입어야 할지 문제를 제기할 뿐이

다.”(Rasara educational development, 2000)라고 한 것

처럼 골티에의 작품은 반 구조, 파괴를 특징으로 하여

기존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체계를 역전

시키며,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

등 해체주의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패션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III. 장 폴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해체적 특성

1. 장 폴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외적 경향

장 폴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분석을

위해 2001S/S부터 2010F/W까지 오트쿠튀르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총 40회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캡이나

모자스타일을 제외한 총 903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렉션과 헤드드레스의 작품 수는 <Table 1>과

같다. 골티에의 헤드드레스는 과도한 장식과 확대와

과장, 추상적, 해체적인 표현으로 형태나 구조를 명확

하게 구분지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냈다. 또 헤어스타일과 헤드드레스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그 경계의 모호함을 나

타내며, 하나의 헤드드레스 안에서도 소재나 형태 등

에 있어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고정관

념을 탈피한 골티에 특유의 독창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헤드드레스의 외적 경향은 선행연구(Sung, 2009;

Yang, 2010; Yoo & Kim, 1999)와 골티에 헤드드레스

분석결과를 참고로 하여 민속적 형태, 자연물 이용 형

태, 인공물 이용 형태, 종교적 형태, 복고적 형태,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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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형태, 모자변형 형태, 마스크와 베일 형태, 비정형과

추상 형태로 분류하였다.

민속적 형태는 <Fig. 1>과 같이 고대 중국의 헤어스

타일과 장식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것, <Fig. 2>와 같이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목

걸이 장식과 몽골풍의 헤드드레스로 혼성적인 이미지

를 나타낸 것, <Fig. 3>의 러시아 민속인형을 연상하게

하는 바부슈카(Babushka) 스카프 장식, <Fig. 4>와 같

이 미세한 털실로 아프리카풍의 부풀린 헤어스타일로

장식하거나, <Fig. 5>와 같이 터번을 활용하여 아랍권

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들, 그리고 이외에도 인디언·멕

시코·북유럽·동유럽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민속적

요소와 각 나라 고유의 헤드드레스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각지의 민속적 조형의 요소들이나 각 민족을

대표하는 고유의 헤드드레스는 그대로 재현된다기보

다 골티에 특유의 해체적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

다.

자연물 이용 형태는 식물과 동물 등 자연물을 소재

로 사용하거나 그 형상을 이용한 것들이다. 식물을 이

용한 것은 <Fig. 6>과 같이 꽃다발을 이용해 장식하거

나, <Fig. 7>과 같이 가모를 이용해 쌓아 올린 야자수

의 형태와 야자수 잎으로 장식하는 등 다양한 꽃과 잎,

열매 등을 소재로 이용하였고, 레이스, 망사, 가모 등을

이용해 꽃의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Fig. 8>과

같이 동물의 털이나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장식하거나

모자의 형태로 나타낸 것, <Fig. 9>와 같이 동물이나

새의 박제를 이용한 것들로 원시자연의 이미지를 나타

내기도 하였다.

인공물 이용 형태는 <Fig. 10>과 같이 여러 개의 장

식용 머리빗을 꽂아 이용한 것, <Fig. 11>과 같이 부채

살의 형태를 이용한 것, <Fig. 12>와 같이 머리카락을

단추와 함께 땋아 흑인들의 헤어스타일인 콘 로잉

(Corn rowing) 형식으로 장식한 것, <Fig. 13>과 같이

반짝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으로 장식하여 투구

형식으로 나타낸 것, <Fig. 14>와 같이 샹들리에를 그

대로 머리에 얹어 과거 로코코시대의 과장적인 머리장

식의 이미지를 모방함과 동시에 사물의 위치전환으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헤

어드레스로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구슬·우산의 뼈

대·깨진 도자기·퐁퐁 등의 인공적인 일상용품들을

이용해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종교적 형태는 <Fig. 15>의 중세 교회의 스테인드글

Table 1. Collection and the headdress used in the

analysis

Haute Couture Pret-a-porter
Total

S/S F/W S/S F/W

2001 54 33 0 0 87

2002 2 26 66 68 162

2003 44 4 57 3 108

2004 22 0 0 13 35

2005 21 27 28 1 77

2006 5 14 33 0 52

2007 36 27 7 48 118

2008 0 17 9 10 36

2009 13 0 56 6 75

2010 12 48 2 91 153

Total 209 196 258 240 903

Fig. 1. Gaultier, J. P., 

2001F/W.

From 2001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www.style.com

Fig. 2. Gaultier, J. P.,

2010F/W.

From 2010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3. Gaultier,

J. P., 2010F/W.

From 2010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4. Gaultier,

J. P., 2005S/S.

From 2005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5. Gaultier,

J. P., 2010F/W.

From 2010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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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이미지를 활용한 것, <Fig. 16>과 같이 성모마리

아의 성상과 후광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 등 성화·별·

후광이미지 등 가톨릭의 제례나 성물에 사용되는 각종

장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것이다. 이는 종교

적 모티브가 나타내는 엄숙하고 신성함이라는 고유의

가치를 통해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 헤드드레스로 위치 전환시킴으로

써 초현실적이면서도 해체적인 표현을 나타냈다.

복고적 형태는 서양복식의 역사에서 차용된 스타일

의 헤드드레스로 역사적인 것이 그대로 오기보다는 현

대적인 것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된 것

들이다. <Fig. 17>과 같이 왕관의 형태는 화려한 보석

장식으로 뿐만 아니라 직물, 가모, 모피 등 이질적인

소재로 연출되어 유희적이면서도 해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18>과 같이 중세 기사의 복식에서 차

용한 투구의 형태, <Fig. 19>와 같이 근세 남자모자의

한 형태인 바이콘(Bicorn)의 형태만을 차용하여 해체

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보닛(Bonnet)·코이프

(Coif)·크루세이더 후드(Crusader hood)·톱 햇(Top

hat)·티아라(Tiara) 등 다양한 헤드드레스의 형태는 골

티에 특유의 위트 있는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

스카프 형태는 헤어밴드나, 스카프, 숄 등을 이용하

여 헤드드레스로 연출한 것이다. 스카프는 목에 두르

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그 연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아이템으로 골티에 컬렉션에 있어 다양한 헤

드드레스의 형태로 나타났다. 간단한 헤어밴드나 스카

프 단독으로 연출되거나, <Fig. 20>과 같이 여러 개의

스카프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Fig. 21>과 같이

Fig. 6. Gaultier, J. P., 

2001S/S.

From 2001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7. Gaultier,

J. P., 2010S/S.

From 2010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8. Gaultier,

J. P., 2002F/W.

From 2002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9. Gaultier,

J. P., 2008S/S.

From 2008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0. Gaultier,

J. P., 2004S/S.

From 2004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1. Gaultier,

J. P., 2001F/W.

From 2001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2. Gaultier,

J. P., 2003S/S.

From 2003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3. Gaultier,

J. P., 2003S/S.

From 2003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4. Gaultier,

J. P., 2006F/W.

From 2006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6. Gaultier,

J. P., 2007S/S.

From 2007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5. Gaultier,

J. P., 2007S/S.

From 2007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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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소재나 비즈장식, 모자와 같은 다른 아이템

과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제시되기도 하였다.

모자변형 형태는 기존에 있는 모자스타일을 기본으

로 하여 새로운 조형감각을 가미하여 창조된 스타일이

다. <Fig. 22>의 승마용 모자는 그 형태는 그대로 두고

마치 뼈대만을 남겨 놓은 것처럼 해체되어 나타났고,

<Fig. 23>의 톱 햇은 모자의 소재가 아닌 가모를 이용

하여 모자인지 헤어스타일의 연장인지 그 경계를 모호

하게 나타냈으며, <Fig. 24>와 같이 해체된 헬멧은 여

자 속옷인 페티코트의 뼈대와 연결되어 독특한 조형미

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중절모나 캡 등 기존

의 모자스타일에 형태는 그대로 하고 소재를 전혀 다

른 이질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일부분의 형태를 변형

하는 등 해체와 재구성으로 표현되었다.

마스크와 베일 형태는 <Fig. 25>과 같이 펜싱경기에

사용하는 마스크는 화려한 레이스로 장식되어 얼굴과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나타나 마스크와 헤드드레

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베일 역시 머리에서부

터 바닥으로 드리워지도록 연출된 형태가 아닌 <Fig.

26>과 같이 머리와 얼굴 전체 또는 모자와 함께 얼굴

전체를 감싸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비정형과 추상 형태는 헤드드레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로서 독특한 조형물처럼 구성한 형태이다.

가모를 이용한 헤어피스로 수직적 확대를 나타내거나,

<Fig. 27>과 같이 화려한 색상의 가모로 수평적 확대를

연출함으로써 마치 챙이 넓은 모자와 같은 형상을 나

타내기도 하였다. 또 <Fig. 28>과 같이 기하학적이면서

도 추상적인 형태로 뭐라 규정짓기 어려운 형태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금속·플라스틱·털·깃털·

가모·펠트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었다.

Fig. 17. Gaultier,

J. P., 2007F/W.

From 2007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8. Gaultier,

J. P., 2009F/W.

From 2009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19. Gaultier,

J. P., 2010S/S.

From 2010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0. Gaultier,

J. P., 2008S/S.

From 2008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2. Gaultier,

J. P., 2008F/W.

From 2008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1. Gaultier,

J. P., 2006S/S.

From 2006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3. Gaultier,

J. P., 2006F/W.

From 2006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4. Gaultier,

J. P., 2008F/W.

From 2008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5. Gaultier,

J. P., 2003F/W.

From 2003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6. Gaultier,

J. P., 2003F/W.

From 2003F/W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8. Gaultier,

J. P., 2009S/S.

From 2009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Fig. 27. Gaultier,

J. P., 2003S/S.

From 2003S/S

Jean Paul Gaultier.

(2011). http://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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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폴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해체적 특성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경우 확대와

과장, 장식의 극대화,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등 그 형

태나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니멀리즘의 진부함에서 벗

어나 실험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해체와 왜곡, 재구성

의 방법을 통해 형태, 소재, 색채, 디테일 측면에서 비

정형성과 부조화, 다양한 색채혼합, 독창적인 장식을

추구하여 현대패션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역동성을 표

현하고 있는 골티에 작품과 같은 맥락으로 차연, 의미

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중심 등의 특성들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드드레스가 나타내는

해체주의적 특성들은 각기 뚜렷한 구분을 나타내기보

다 그 형태와 소재의 측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복합적

인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1) 차연-시간의 해체

패션에 적용된 차연은 수평과 수직의 대립이 파괴되

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해체된다는 의미로 사용(Kim

& Bae, 2000)되기도 한다. 즉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

연의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리되고 새롭게 다시

결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혼성된 흔적

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골티에는 과거에 나타난 왕관, 중세 기사의 투구, 바

이콘, 보닛, 코이프, 크루세이더 후드, 탑 햇 등을 재해석

하여 헤드드레스로 나타냈다. 유럽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Fig. 17>의 왕관이나 티아라는 그대로 재현되

거나 확대·축소되어 나타났고, 갖가지 색상의 원단이나

모피, 가모 등 이질적인 소재를 이용하거나 비스듬히 착

용하는 연출 형태로 왕관이 갖는 위엄성이나 고귀함의

가치보다는 유희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Fig. 18>과

같은 중세 기사의 투구의 형태 역시 소재와 형태의 해

체를 통해 보호적인 측면에서의 투구의 본질적 가치는

사라진 채 관능적인 여전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

다. 또 그 고유의 형태만으로 연출되기도 하지만 동물

의 털이나 깃털 등과 함께 장식되거나, 모자나 베일의

형태와 같이 사용되어 혼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서양복식의 역사에서 차용한 스타일의 헤드

드레스들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 고유의 이미지를 부

분적인 파괴와 변형함으로써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 소재, 아이

템 등 복합적인 측면이 서로 뒤섞이고 혼성되는 해체

주의적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의미의 불확정성-형태의 해체

해체주의 이론에 있어 의미의 불확정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혹은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들의 의미가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무한하게 확산된다는 것으로

(Chung, 1991), 패션에서는 착장방법에 대한 고정관념

을 해체시키거나 착용자에 따라 착장방법을 달리하는

형태 즉 열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은 기

존의 헤드드레스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형태의 왜곡과 과장, 추상적 표현 등을 통해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왜곡이란 규칙적인 기하학적 조화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에 주어진 비례의 조화를 무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Yang & Kwon, 2010). 헤어드레스

에서 표현되는 형태의 왜곡은 과거의 전형적인 디자인

의 실루엣, 소재 등에 있어서 강조와 왜곡을 통해 변형

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형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Fig.

7>과 같이 부풀린 가모로 수직적 확장의 형태를 나타

내거나, <Fig. 27>과 같이 거대한 모자라인과 같은 수

평적 확대 및 <Fig. 28>과 같은 기하 추상적인 형태 등

가모를 이용하여 헤어아트적인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

에 헤드드레스 전체의 볼륨감을 확대하는 양적과장으

로 나타난다. 또 <Fig. 19>, <Fig. 22>와 같이 기존 모

자 형태의 일부분을 해체하고 왜곡시켜 새롭게 재구성

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즉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로 일반적인 헤드드레스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형태와 크기의 왜곡의 방법을 통해 마치 하

나의 조각이나 조형물처럼 구성한 형태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부터 비정형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형태의

추상성을 나타내며, 기존 모자 형태의 부분적인 해체

를 통해 새로운 조형미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표현방법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텍스트성-성과 소재의 해체

상호텍스트성이란 시간과 공간이라는 복합체 사이

에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많은 텍스트 중 어떠한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

며, 상호언급이나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이 불가능함

을(Lee, 1994) 의미한다. 즉 모든 대립적 요소들이 배

타적이고 충돌한다기보다는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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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며, 이러한 특성

은 패션에 있어 남녀의 성차를 거부한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표현되거나, 소재 및 TPO의 해체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재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소재의 개념을 넘어 그 자체의 용도가

아닌 탈 장르적이고 상호텍스트적인 경향을 보이며 창

조적 자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텍스트성

은 골티에 작품 전반에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로 헤

드드레스에서도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이나 남성의 전

유물이던 모자의 형태를 차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골티에는 과거 서양복식에 있어 남성의 패션소품으

로 사용되던 톱 햇, 바이콘, 중세 기사의 투구의 형태

등을 여성의 헤드드레스로 전이시키거나, 머리와 얼굴

전체를 감싸는 전면가면의 형태나 베일로 남녀를 구분

지을 수 없는 성의 모호함을 나타내 헤드드레스에 있

어 남녀의 성을 초월한 해체적 특성을 나타냈다.

또 헤어드레스의 소재로 적합하지 않았던 와이어,

깨진 도자기, 플라스틱, 금속, 단추, 밀짚 등 각종 오브

제를 이용하여 텍스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을

헤어드레스의 장식적인 요소로 전환시켰다. 머리장식

과 모발이라는 소재의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

하여 과거에 헤어장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오브제를 병행 인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소

품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전혀 다른 스타일을 만들

어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

이다.

특히 옷을 여미는 용도가 아닌 헤어장식으로 쓰인

단추, 머리 위로 올라간 샹들리에, 머리카락을 빗는 용

도가 아닌 장식용으로 콜라주 되어 중첩된 형태로 나

타난 머리빗, 뼈대만 남은 부채 살이나 우산 살, 교회

의 성물이나 성상과 같은 장식 등 기존의 일상용품들

은 각기 가지고 있던 용도를 벗어나 헤드드레스로 위

치 전환됨으로써 초현실주의의 데빼이즈망 기법과 같

은 표현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재의 상호텍스트적인 특

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짐승이나 새의 박

제 등을 헤어드레스로 차용하거나, 가는 털실을 이용

하여 마치 짐승의 털을 연상하게 하는 등 그로테스크

한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등 골티에 특유의

위트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골티에는 남성의 모자와 같은 아이템을

직접 여성의 헤드드레스로 도입시키거나, 헤어드레스

와 무관한 소재나 오브제를 이용하는 등 기존의 미의

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해체의 시각으로 실험적

인 창조성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탈 중심-동·서양의 해체

해체주의에 있어 탈 현상이란 기하학적 완전성을 부

인하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텍스트를 분해하거나 재구

성함으로써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한다는(Cho, 1996)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

인 원리로는 탈 구성, 탈 중심, 불연속 등이 있으며, 패

션에서의 탈 중심화의 경우 서양복식에 동양복식의 요

소를 도입시켜 탈 중심이라는 해체의 미학을 나타내기

도 한다.

이와 같은 탈 중심적인 표현 역시 골티에 컬렉션을

대표하는 해체적 특성 중 하나로 헤드드레스에서도 다

양한 민족의 헤드드레스나 민속적인 요소들은 골티에

특유의 해체적 시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났다. 특히 이

러한 탈 중심적 표현은 컬렉션 주제와 연관되어 컬렉

션의 주제를 강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는 1990년대에도 몽골, 인도, 일본 등을 주제로 컬렉

션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1F/W에 중국풍, 2002S/S에

인도풍, 2002F/W와 2005F/W에 동유럽풍, 2010S/S에

멕시코풍, 2010F/W에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동유럽

의 혼성적 이미지 등을 주제로 컬렉션을 개최하는 등

동서양의 해체를 통한 탈 중심적 경향은 골티에 작품

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컬렉션의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의상뿐만 아니라

머리에 위치하는 헤드드레스는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유리하며, 의상보다 소재사용의 제약이 덜 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변형 및 왜곡 등을 통해 각 민족의 민속

적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중국의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 등의 표현

이나, 아프리카 특유의 부풀린 헤어스타일은 가모나

가는 털실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헤어의 연

장인지 헤어드레스로서 장식적인 조형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장식과 몽골풍의 헤드드레스, 아

프리카풍의 장식과 러시아 바부슈카 스카프 등 각 민

족의 민속적 요소의 혼성, 그리고 에스닉과 그런지, 복

고 스타일의 혼성 등 스타일, 아이템, 소재, 지역, 공간

등 모든 것을 분해하고 혼성시켜 다시 재구성하는 탈

중심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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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ressive trends and deconstructive features of headdress found in Jean Paul Gaultier's collection

Division  Expressive Trends of Headdress
Deconstructive 

Features 

Folklore

Uses and reconstructs a wide variety of folk elemen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native traditional headdresses of individual

countries, including China, Mongolia, Russia, Africa, Middle East,

India, Mexico, North Europe and East Europe.

Decentering

Intertextuality

Use of natural 

objects

Employs parts of plant life such as flowers, leaves and fruits or parts of

animals (including hair, feathers and their stuffed forms) as materials or

by taking their images or shapes.

Intertextuality

Use of artifacts

Makes use of disparate materials or everyday articles, for example,

combs, fan ribs, umbrella ribs, buttons, metal objects, plastic, wires,

beads, pieces of broken china and chandeliers.

Intertextuality

Uncertainty of 

meanings

Religious

Uses or imitates different types of decorative items that are used in

Catholic rites or ceremonies, including stainless steel glasses, images of

the Virgin Mary, sacred icons, stars and halo effects.

Intertextuality

Retrostyle

Headdress forms or items derived from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e.g., crowns, medieval knight helmets, bicornes, bonnets, crusader

hoods, coifs, top hats and tiaras) are deconstructed and reinterpreted in

a contemporary way. 

Difference

Uncertainty of 

meanings

Intertextuality

Scarf type
Deconstructs designs or materials using headbands, scarves or shawls

and combines them with other items.
Intertextuality

Hat 

transformation

Deconstructs and reconstructs different types of hats such as riding hats,

top hats, helmets, felt hats and caps in terms of their forms or materials. 

Difference

Uncertainty of 

meanings

Intertextuality

Mask,Veil type
Reconstructs fencing masks, carnival masks or veils in terms of their

forms, materials or designs.

 
Uncertainty of 

meanings

Intertextuality

Atypical,

Abstract

Creates abstract images by expanding, exaggerating or modifying forms

or by using disparate materials.

Uncertainty of 

meanings

Intertex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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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1S/S부터 2010F/W까지의 장 폴 골티

에 오트쿠튀르와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

드레스 총 903점을 분석하여 표현경향과 해체적 특성

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 폴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경향은

민속적 형태, 자연물 이용 형태, 인공물 이용 형태, 종

교적 형태, 복고적 형태, 스카프 형태, 모자변형 형태,

마스크와 베일 형태, 비정형과 추상 형태로 분류되었

다. 이와 같이 분류된 헤드드레스는 형태에 있어 네트,

망사, 레이스, 벨벳, 새틴, 펠트 등 헤드드레스의 소재

가 되는 원단이나 가모를 이용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한 추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재는 일반적으로

헤드드레스에 사용되는 소재가 아닌 이질적인 소재나

특이한 오브제가 사용됨으로써 소재의 이질성을 나타

냈고, 독특한 색상의 가모나 화려한 색의 조합을 통해

환상적인 색채미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경향은 확대와 과장, 장식의 극대화, 이

질적인 소재의 사용 등 그 형태나 구조를 명확하게 구

분 짓기 어려울 만큼 독특하고 혼성된 양상으로 창의

적인 역동성을 나타냈으며, 골티에 작품 전반에 표현

되는 해체주의적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차연, 의

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중심 등의 특성들을

나타냈다. 첫째, 시간의 해체를 표현한 차연이다. 왕관,

중세 기사의 투구, 바이콘, 보닛, 코이프, 크루세이더

후드, 탑 햇 등 서양복식의 역사에서 차용한 스타일의

헤드드레스들을 이용해 구성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파괴와 변형, 혼성으로 그 고유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해체적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형태의 해체를 통한 의미의 불확정성이다. 일반

적인 헤드드레스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형태와 크기의

왜곡, 확장을 통해 마치 하나의 조각이나 조형물처럼

구성한 형태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부터 비정형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형태의 추상성을 나타내며, 기존

모자 형태의 부분적인 해체를 통해 새로운 조형미를

전개하였다. 셋째, 성과 소재의 해체를 통한 상호텍스

트성이다. 남성의 모자와 같은 아이템을 직접 여성의

헤드드레스로 도입시켜 남녀의 성을 초월한 해체적 시

각을 나타냈으며, 헤어드레스와 무관한 이질적 소재나

오브제를 이용하여 초현실적이면서도 기존의 미의식

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넷째, 동서양의 해체를 통한 탈 중심화의 특성을

나타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민족의 헤드드레스나

민속적인 요소들은 스타일, 아이템, 소재, 지역, 시간

등 모든 측면에서 분해되고 혼성되는 등 골티에 특유

의 해체적 시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장 폴 골티에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경계의 초월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현대패션의 포스트모던적인 특성을 지

니며, 골티에 특유의 해체와 재구성의 특징들이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헤드드레스의 경향

은 현대패션에서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독창적인 디

자인 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품의 극적인 효

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민속적이고

역사적인 것들,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형상, 가모나 모

자의 변형 형태, 비정형과 기하학적인 추상의 형태와

같은 헤드드레스의 외적 형태는 표현의 정도에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현대패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외

적 특성들은 과장과 확대, 소재의 이질성, 형상의 혼성

과 모방, 추상적 구성, 시공간의 재구성과 같은 내적특

성을 반영함으로써 현대패션에 나타난 헤드드레스의

포스트모던적인 해체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패션은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나 헤드드레스,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총체적인 측면

에서 스타일을 완성하는 토털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부분이 패션의 스타일 변화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헤드와 관련된 부분은 작은 변화로도 다양하고 큰 이

미지의 변화를 연출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헤드드레

스의 디자인 및 연출은 헤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패

션과 연관하여 무한한 창작디자인의 전개 및 연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패션에 나

타나고 있는 헤드드레스의 경향을 부분적으로나마 파

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헤드드

레스뿐만 아니라 의복과 연계된 다양한 액세서리 및

헤어장식에 관한 디자인 연출 및 전개에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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