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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fast changing postmodern society, contemporary fashion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ambiguous along with other genres of art than ever before. This phenomenon reigning as a 
sociocultural paradigm can be defined as 'indeterminacy' and it means 'undecidability'. The pur-
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nd analyze the indeterminat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
ion revie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architectural formativeness as a comparative 
research. The core idea of deconstructivism dismantl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 and 
form in fashion and the conventional notion about clothes. Complexity theory, which is the study 
of chaotic dynamical systems, suggests the creative idea and concept of infinite possibilities on a 
formative method. Meanwhile, catastrophe theory of discontinuous change can be used as inter-
pretative strategies for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determinacy of fashion can be analyzed into five semantic categories: irregularity, immate-
riality, randomness, complexity and changeability. The intrinsic value of the indeterminacy in con-
temporary fashion is the interaction with a sociocultural ideology and a technological environment 
as well as an expansion of formative expression. To conclude, it can be said that the in-
determinacy in fashion i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body and space, clothes 
and socie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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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현대사회는

가속화된 변화로 인해 유동적이며 불확정적이다. 지

식과 정보의 범람으로 복합적이며 이질적인 사회문

화적 현상과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들이

양산되었고, 이와 동시에 패션에서도 모호하고 불확

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확정성은 임시적

이고 가변적인 동시에 구체화되지 않은 경계를 의미

하며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생태적 패러

다임이다. 양자 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출발

한 불확정성 개념은 철학, 문학, 미술, 음악, 건축, 영

상,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미학적 원리로 적용되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불확정성 음악으로 대표되는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0초≫라는 작품은

우연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는 이 작품에서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퇴장하였다. 한편, 문학에서의 불

확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피네간의 경야 (Finnegans Wake)≫를 살

펴보면, 사전에 없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여러 나라의

언어가 콜라주(collage)되어 있으며, 심지어 인물의

정체성, 문장 구조, 소설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호

하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독자는 언어의 유희를 즐기

고, 텍스트에 내재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합해야만

한다. 불확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건축 분야에서

는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형태를 추구하며, 내ㆍ외부

의 경계 해체, 이질적 요소들의 중첩, 불확정적인 프

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 분야와 비교해 볼

때 건축은 거대한 규모, 기술의 발달과 재료의 다양

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양식이 가시적인 만큼 뚜렷하

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 조형적 특징이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건축과 패션은 각

시대 양식에 따라 구현되는 조형적 유사성이 있으며,

상징적 역할과 더불어 관찰의 대상자가 직접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상의 역할이 부여된다는 측면에

서 공통성을 갖는다.1) 이 두 장르는 구성 방식에 있

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관계하며 매스와 볼륨으로 이루어진 삼차원

의 형태, 즉 인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형예술이자 공

간예술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유로 이 두 장르는 견

주어 고찰될 수 있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불확정

성은 텍스트의 특질에 따라 그 표현은 상이하나 내

재된 구성 원리에는 유사성이 있으며 불확정성의 개

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접 장르의 고찰은 필수적

이다.

패션의 불확정성은 형태, 소재, 구성, 착용 방식 측

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 조형적 분석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의미해석으로 사회문화적, 젠

더적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표현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는 가운데 표현되고 있으며, 내적 의미로서

사회문화적,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패션

에 나타난 불확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양숙희, 이정후2)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불확정성

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살펴보았고, 정세희3), 김주

현4), 조말희5), 이건희6) 등은 불확정성의 특성을 갖

는 해체주의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패션과 연

관 지어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였다. 원선영7),

윤숙원8)의 연구에서는 해체주의를 고찰하고 그에 따

르는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패션의 불확

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체주의를 비롯하여 어떤

사조나 양식의 특성 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부분적으

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불확정성 이론을 바탕

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불확정성의 근원이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 카

오스 이론(Chaos Theory), 급변론(catastrophe theory)

등의 과학 이론과 해체주의를 이해하고, 건축 분야에

서의 불확정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패션의 한

현상을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확장된 시각으로서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

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서

자연과학, 건축, 철학에서 논의되는 불확정성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후, 도출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현

대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

다. 그리고 gap press collection, vogue, wwd 잡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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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om, firstviewkorea.com을 중심으로 한 컬렉션

사례를 바탕으로 패션의 불확정성에 대한 조형적 특

징을 분석하였다. 패션에서 불확정성의 개념은 포스

트모더니즘이 나타난 1980년대부터 등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과 함께 불확정적인 특

성이 강조되고 구체화된 2000년대 이후의 패션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불확정성의 형성 배경 및 개념
플라톤(Plato) 이후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이분법

적 사유는 오랫동안 서구 철학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러한 서유럽의 전

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항하여 사물과 언어, 존재와 표

상, 중심과 주변 등의 이원론을 부정하고 모든 체계

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전의 형

이상학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니체와 하이데거의 과

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차연’이라는 용어를 도입

한다. 데리다의 ‘차연’은 ‘다르다’와 ‘지연시키다‘의 합

성어로 의미는 단 한번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자성, 그리고 규정된 의미의 결

여이다.9) 불확정성은 해체가 기호의 재현 가능성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개념으로 해체주의자들은 의미

란 주관에서 가져온 허구적 구조일 뿐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에 데리다는 불확정성이라는 체계의 불확실

함을 제시하였다.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그(Werner Heisenberg)가 어떤 물체의 위

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

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법칙,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1927)’에서 출발한 다.10) 양자

역학의 핵심적인 이 원리는 기존의 결정론적이고 확

정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후 포스트모더

니즘의 영향으로 반이성, 탈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

차 커지자 그 근거가 미흡했던 차에 불확정성이라는

과학 용어를 빌어와 철학이나 사회학 및 여러 분야

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11) 순수미술, 음악, 문학,

건축, 연극, 영상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도 사용되

고 있는 불확정성이라는 용어는 불확실성, 비결정성,

불안정성의 뜻을 가지며 영어의 ‘uncertainty’와 ‘inde-

terminacy’에 해당된다. ‘uncertainty’의 사전적 의미

는 불확실성, 불안정, 애매함, 덧없음, 변하기 쉬움이

며, ‘indeterminacy’의 사전적 의미는 불확정성, 부정

으로 정의된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uncertainty’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사회 현

상을 설명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며, ‘indeterminacy’

는 예측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비결정의 뜻으로 건

축 담론에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12) 본 연구에

서는 ‘비결정’의 ‘indeterminacy’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2. 불확정성의 이론적 고찰
2절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분석을 위해

그 기원이 된 과학 이론인 카오스 이론, 프랙탈

(fractal) 기하학, 급변론과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중

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카오스 이론과 프랙탈 기하학

카오스 이론은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

난 결과를 낳게 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겉으로 보기

에는 한없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 속에

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 Lorentz)

가 기상 모델을 연구하면서, ‘초기 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 즉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

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만들어낼 수

도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발표하여 이

론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 후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물리학에서는 안정된 운동 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혼돈 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함

으로써 혼돈 현상 속에도 어떤 숨겨진 질서가 있다

는 것을 밝히려는 이론으로 정의한다.13) 이 복잡성

이론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 부분이 아닌 전체, 기계

론이 아닌 관계와 상호작용,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

환원이 아닌 종합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려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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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단순한 무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처럼 고전 물리학을 거부하는 이론이며, 자연계

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성, 불확실성을 다루는 학문으

로 정량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정

성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카오스의

대표적 특징은 우연성, 완전한 질서와 무질서의 중간

에 있어 생기는 양면성, 완전한 무질서로 인해 각 요

소의 변화가 최대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역동적 구

조, 각각의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법칙성이다.14)

이러한 카오스의 비선형성은 프랙탈 구조를 만든

다. 프랙탈이라는 용어는 ‘부서진 상태'를 뜻하는 라

틴어 형용사 ‘fractus’에서 기인한 것으로, 1975년 수

학자 베누아 만델브로(Benoît Mandelbrot)가 고안하

였다. 수학 뿐 아니라 과학, 공학, 철학, 예술 등 광

범위하게 적용되기도 하는 프랙탈은 ‘일부 작은 조각

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 즉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 구조를 가리키며15), 이 기묘한 형태 위

에서 카오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구름, 산, 번개,

눈송이, 성애 등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자연발생적

인 프랙탈 형상들이다. 전체의 일부가 전체를 닮으며,

복잡성이 유지되면서 비슷한 형태가 아주 작은 것부

터 아주 큰 것까지 축적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자기유사성 개념은 프랙탈의 기초를 이

루는 중요한 특성이다. 또 다른 프랙탈의 특징은 무

작위성이다. 이는 반복, 점진, 척도를 불규칙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해안선, 산맥, 행성 등을

실제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속성이다. 비선형성은

프랙탈이 발생하기 위한 요소로 두 개의 상태 변수

와 변화 법칙이 단순한 비례관계를 나타나지 않은

계를 말하는데, 이 비선형시스템에서는 가장 미세한

뒤틀림에도 예기치 못한 격동이나 변형으로 증폭된

다. 구조체 결정점들의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반복 점진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을 주거나 어떠

한 길이까지 프랙탈 반복이 지속되다가 달라질 때,

프랙탈은 더욱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패턴의 반복과 변형으로 역동적인 형태

를 만들 수 있으며 무한한 창조성을 지닌다. 여기에

서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맞물리면서 연속성, 다양

성이 나타나며 이전의 감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와

감각이 창출되는데 이는 비예측성으로 설명된다.16)

2) 급변론(catastrophe theory)

급변론, 즉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돌연히 나타나는

광범위한 큰 변동, 파국 또는 종말을 뜻하는 그리스

어 ‘katastrophe’로 부터 온 것으로, 이는 작은 변화에

의한 급격한 상태의 전환을 뜻한다. 이것은 르네 톰

(René Thom)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가 연구해낸 수

학적 모델로 두 가지 상태, 즉 안정과 불안정한 상태

에서 급격한 변이를 의미한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20세기 초 쥘 앙리 푸앵카레(J.H. Poincare)에 의해

창시된 역학계의 토폴로지적 이론(topological theory)

을 사용해 현상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모델화하는 것

이며, 특히 생물학에의 응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17)

이 이론은 눈사태, 지진, 화산폭발, 곤충․식물의 이

상발생과 같은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의 분야로, 이를

통해 에너지가 고여서 폭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징

조나 형태가 발전, 진화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안정

된 순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연구하

며, 요소간의 절대적 크기나 위치, 속도, 밀도보다는

요소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18) 즉, 이것은 고도의

추상화된 의미에서의 형태 변이를 다루며 불규칙적

이고 불연속적인 대상을 수치를 이용하지 않고 구조

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갖는 의미

는 어느 지점에서나 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 베

르그송(H. Bergson)을 넘어서 다시 불연속의 사유를

개척하고 불연속을 개념화했다는 점과 형태의 부활

에 대한 탐구의 재개이다. 근대 철학은 운동하는 연

속성을 추구했지만, 이후 불연속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고정된 형태의 해체-재조립으로 인한 형태변이를 추

구하게 되었으며19) 이러한 양상으로 예술은 폭넓은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술은 과학적 원리

와 기술을 적극 수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한

과학 이론의 영역에서도 점차 인식에 대한 심미적인

일차적 요소들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콘래드 피들

러(Conrad Fiedler)는 일찌기 “예술은 과학과 같은

연구이며, 과학은 예술과 같은 형식이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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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제 과학과 예술은 특정한 양식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과학에서의 진리와 현실은 예술에서의 양

식과 관련이 있다20)고 볼 수 있다.

3) 해체주의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문학 이론으로 1960

년대에 프랑스의 비평가 데리다가 제창한 비평 이론

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 이것은 주어진 것으로서

의 전체성, 즉 신이나 이성 등 질서의 기초에 있는

것을 비판하고 사물과 언어, 존재와 표상, 중심과 주

변 따위 이원론을 부정하고 다원론을 내세운다. 데리

다는 서구 전통의 이원론적인 현전의 형이상학을 비

판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그의 접근방식

은 해체였다. 그의 차연의 철학은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권력에의 의지’에 소개된 허무주의 철

학에 기인한다. 허무주의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의 장

점을 순위 매기기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비평도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21) 이러한 배

경으로 형성된 해체주의는 현시대의 불확실성과 불

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된 타자

를 포용하며 동일성 보다는 차이를 포착하여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해체주의는

모든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해체하고 해석 불가능함

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탈 중

심화,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해체의 구조적인 요소는 붕괴로 이끔과 동시에 재구

조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체주의 개념은 현시대의

다양한 창조적인 작업에 있어 열린 사고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3. 건축에서의 불확정성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현대사회의 패러다임과 맞

물려 현대 건축은 변화와 유동성을 주제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건축에서 불확정성은 1982년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의 설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담론화되었다. 라 빌레트 설계 공모에서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와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프로그램의 불확정성과 프로그램들의

우연적인 결합에 의한 새로운 상황을 발생시키고자

하였고, 불확정적인 동선에 의한 다양한 체험을 표현

하려고 했다.22) 이는 건축을 단일 오브제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적인 틀로

서 해석하려는 랜드스케이프 건축(landscape Archi-

tecture)으로, 건축, 도시, 자연, 문화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과 공

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는 동적인 현상과 사건

까지도 조직하는 것23)으로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의

미하며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유연성,

유동성을 특징을 갖는다. 이준화24)는 건축의 불확정

성을 공간의 복합성, 공간의 가변성, 동선의 불확정

성, 프로그램의 불확정성, 형태의 비정형성, 요소의

비물성의 여섯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인원25)은 형태,

공간, 프로그램, 재료, 동선의 불확정성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배우영26)은 물리적 공간의 경계, 즉 내․

외부 사이의 경계와 건축의 각 요소간의 경계를 중

심으로 불확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

적인 변인을 제시한 이준화의 분석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고찰한 자연과학의 이론과 해체주의 개념

을 이와 연결시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현대의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갖는 복합적이고 상

대적인 공간이 요구되어지면서 상황이나 시간에 따

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지는 가변성을 갖는 형태로 변

모하게 되었다. 공간과의 간섭, 이질적인 공간의 밀

착, 내․외부의 상호관입으로 인해 공간의 경계는 모

호해지고<그림 1>27) 공간은 양가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연성, 다의성을 암시한다. 또한 폴딩(folding), 슬라

이드(slide), 레일링 시스템(railing system) 등의 연

결가능한 가변적인 요소로 공간의 재분할이 이루어

져 공간은 변화하는 유동성을 갖는다. 렘 쿨하스는

<그림 2>28)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리프트로 연결하

고, 유리로 둘러싸인 방은 반은 밖이며 거실로 사용

하도록 설계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표현하였다. 한편,

과거의 고정된 계획과는 달리, 동선은 주체자가 이동

함에 따라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공간과 형태의 불확

정적인 체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변화하였다<그림

3>29). 이러한 동선의 불확정성은 불확정성의 원리의

비결정성과 카오스 이론의 우연성, 해체주의의 다원



服飾 第62卷 5號

- 6 -

<표 1> 건축의 불확정성의 근원적 이론과 전개방향

성으로 해석되며 사용자들의 연속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반응을 유발시킨다.30) 프로그램의 불확정적인

특성은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

으로 전개되어 나타나는데 그 예로서 <그림 4>31)의

라 빌레트 공원은 복합적, 가변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산책로 구성으로 광경이 비결정적으로 다양하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32) 또한 폴리(folies)라 불리

우는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는 상호 참조적인

열린 구조의 성격으로 설명된다. 베르나르 츄미는 기

능과 형태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건축은 오브제

로서가 아닌 공간과 이벤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형

태에 관한 논리에서 경험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전의 독립된 프로그램의 나

열이 아닌 프로그램 상호간의 간섭과 작용의 프로그

램의 불확정성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불확정성의 원

리의 비결정성과 연결되며 해체주의의 다의적이며

복합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건축은 삼차원의 디지털 수단

에 의해 변화됨에 따라 그간 이뤄내기 힘들었던 공

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건축 형태의 비정

형성은 다양한 매스의 종합적인 구성 또는 단일한

구조물의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나며

무질서, 복잡성, 추상성, 비선형성의 특징을 갖는다.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y)는 1977년 그의 저서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

diction in Architecture)≫에서 병치된 대립성은 부

조화한 리듬, 맥락 없는 인접 그리고 여러가지 요소

의 중합에 의해 모순되고 대립하는 이중성을 표현하

는 것으로, 이것은 복합적인 전체를 지향하는 것이자

건축의 활기찬 긴장감을 위한 것33)이라는 당시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카오스 이론으로 이러한 이질

적인 패턴이 전후 맥락 없이 배치 가능함이 설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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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불확정성 표현 방식 작품 사례

공간의 복합성
이질적 공간의 밀착, 내․외부의

상호 관입

<그림 1> Fukuoka Prefectural

International Hall, Emilio Ambasz

- http://www.emilioambas.com

공간의 가변성

재분할, 조합, 연결가능한

가변적 요소, 스윙, 폴딩,

슬라이드, 레일링시스템

<그림 2> Casa en Burdeos,

Rem Koolhaas

- http://www.disenoyarquitectura.net

동선의 불확정성
순환하는 동선, 공간의

연속, 다양한 동선 창출

<그림 3> Mercedes Benz Museum,

UN Studio

- http://coolboom.net

프로그램의

불확정성

프로그램 상호간의 간섭 및

진화 가능성 내재

<그림 4> Parc de la Villette,

Bernard Tschumi

- http://www.tschumi.com

형태의 비정형성
매스의 동적 구성, 건축과 조경

통합

<그림 5> Guggenheim Museum Bilbao,

Frank Gehry

- http://en.wikipedia.org

요소의 비물성

고정되지 않은 표피에 의한

시지각적 변화.

재료의 투명성에 의한

내․외부의 상호관입

<그림 6> Institute du Monde Arabe,

Jean Nouvel

- http://duckbuild.tumblr.com

<표 2> 건축에 나타난 불확정성

다. 건축의 비정형성 범주에서는 유기체적인 프랙탈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매스의 동적 구성으로 역동

성이 표현되기도 하며<그림 5>34) 조경과의 통합을

통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관계한다<그림 1>. 요소의

비물성은 초표피, 경량성, 투명성의 개념을 포함한

다.35) 건축에서 비물성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

적인 개념이 추가되어 관찰자나 사용자에게 시지각

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리나 플라스틱,

디지털 스크린 등 재료의 투명성에 의한 상호 관입

이나 중첩으로 표현된다. <그림 6>36)은 여러 가지 센

서에 의해 변화되는 외피를 시도함으로써 재료와 이

미지에 대한 순간적인 비물질화 추구하고자 한 장

누벨(Jean Nouvel)의 작품이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은 이러한 비물질의 이론적 바탕을 이룬다. ‘물질 대

비물질’에 대한 담론은 매체가 지니는 물리적 세계로

부터의 탈피, 즉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특성에 근

거 한 것37)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여, 현대 건축은 재료의 발달과 건축 개념

의 확장으로 단일 오브제가 아닌 사용자와 건축을

둘러싼 환경과의 통합적인 구조로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불확정성이 복합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표 2>로 정리하였다.

Ⅲ.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범주에 따른 의미해석

복식의 조형 형태는 실루엣(silhouette), 내부형(inner

form), 구조형(structure form)으로 나누어진다. 실루

엣은 어떤 형을 다른 형으로부터 구별하는 외적 관

계이며, 내부형은 한 형의 내부에서 각 부분들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형을 말한다. 그리고 구조형은 복식

과 인체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38) 현대 패션의 불

확정성을 고찰함에 있어, 복식이라는 대상의 조형 형

태가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나 인체와 복식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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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불확정성 이론적 배경 적용 개념

비정형성
불확정성의 원리 의복공간의 비결정적, 양가적 개념

프랙탈 기하학 형태의 반복 점진에 의한 진화적이며 유기체적 형태 구성

비물질성
불확정성의 원리 물질의 모호한 시공간 개념, 물질의 절대성 부정

해체주의 관습적인 의복의 가치 부정

무작위성

카오스 이론 고정적인 조형 질서의 거부

프랙탈 기하학 우연적 선택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구조

급변론 불연속적인 구성 요소

해체주의 의복의 통념과 기능 해체, 인체구조의 파편화, 해체와 재조립

복잡성

카오스 이론 열린 구조, 무질서, 무한한 다양성 추구

프랙탈 기하학 무작위적인 요소의 혼합

급변론 연결 맥락의 거부

가변성

불확정성의 원리 양가적, 유동적인 해석

급변론 시간적 요소 함의된 동적 구조

해체주의 착용자 개입의 의복, 의복의 완결성 부정

<표 3>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범주화

계 그리고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패션, 즉 사회문화적

관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사례 연구로서, 2000년대 이후 현대성을 반영하고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정하여 형태, 소재,

구조, 구성, 착용 방식의 측면에서 복식에서의 불확

정적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매 시즌 패션에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테크노 텍스타일과 창의적인 아이

디어로 패션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후세인 샬라얀

(Hussein Chalayan)과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

식을 뛰어넘는 반전을 즐기는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작품에서 불확정성의 특성이 가장 많이

두드러졌다. 또한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과 준 타카하시(Jun Takahashi)의 작품에서는 해체

와 재조합의 과정이 많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패션철학을 표출하고자 통념

을 깨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의 불확정성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정형성,

비물질성, 무작위성, 복잡성, 가변성의 다섯 범주로

도출되었다. 불확정성 이론과 각 특성의 연관된 개념

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비정형성
형태의 모호성은 실루엣과 구조형, 즉 외부 공간

과 의복의 관계, 그리고 인체와 의복의 관계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각각 탈경계성과 무정

형성의 특징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물체를 공간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존재를 명료화

하기 위해서 최초로 분할되는 틀이 윤곽선이며, 의복

의 실루엣은 인간이 옷을 입은 상태인 삼차원적 형

태에 대한 이차원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39) 의복

의 실루엣은 사회문화적 이념에 따른 미학적 차원의

형상화로 시대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되어 왔다. 소재

의 개발과 의복 제작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패션의

모호한 실루엣을 보다 다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의복 공간의 비결정성은

불확정성 원리의 양가성 개념과 연관 지어 해석가능

하며, 조형적 측면으로는 디자인에 따라 프랙탈 기하

학의 형태의 반복 점진에 의한 진화적이며 유기체적

인 구조로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의복이 유동적

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작은 재료들이 인

접 배열되어 전체 형태를 이루면서 매달린 채로 구성

되었을 경우<그림 7>40) 불확실한 실루엣이 나타나게

되는데, 브레이드(braid), 태슬(tassel), 프린지(fringe),

비즈(beads), 시퀸(sequin) 등의 복잡하고 늘어진 형

태의 트리밍(trimming)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금속

성 소재의 혼용, 옵티컬 프린트(optical print)나 무아

레(moire)등의 연속성 있는 패턴도 의복의 공간적 영

역을 시지각적으로 확장시키며, 시스루(see-through)

나 샤이니(shiny)한 의류 소재도 의복 내․외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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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비구조적 디자인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는 무정형으로 초공간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두르거나, 걸치거나, 매는 방식의 의복은 착용

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착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

태미와 개성이 표현된다.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에서

도출되는 비결정성, 다의적이며 유동적인 해석 방식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형을 부정하는 추

상적인 자유조형 형태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러

한 자유로운 형태 조작은 즉흥적 조형성과 다양성뿐

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감성까지 표출하면서 왜곡

과 변형의 부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41) <그

림 8>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틴 마르지엘라는

2011 S/S 컬렉션에서 넘치는 유머와 아이디어로 극

단적인 평면성을 주제로 인체의 형태를 외면한 추상

적인 패션을 선보였다. 이 쇼에서 그는 초현실주의적

인 트롱프뢰유(trompe l’oeil) 기법을 사용하여 평면

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비정형성 범주의 미적 특성은

비결정성, 공간의 개방성, 형태와 의미의 추상성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축에서 비정형성은 거대 규모로

인해 패션에서보다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

이 있으며 조경과 같은 외부환경과의 통합된 형태에

서도 보여지고 있다.

2. 비물질성
비물질적인 요소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경계, 즉

공간과 공간과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대상의

물질감을 없애는 것으로, 주로 투명성, 경량성, 부유

성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투명성은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는 실체적 속성을 의미하며 대상을 가

로지르는 가시적 공간 전달 체계43)로 공간의 상호침

투, 동시성, 양면적 가치를 갖는다. 투시성에 의해 동

시에 지각되는 중첩되는 공간은 연속성을 가진 깊이

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44)

패션에서는 투명소재나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

nology) 소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상호 공간의 침

투로 내부와 외부의 공간감을 와해시킴으로써 의복

뿐만 아니라 몸이라는 물질을 빗물질화 시키고자 시

도한다. 관습적인 의복의 가치를 부정하며 의복의 실

용적인 측면에서 벗어난 이 범주는 디자이너의 의지

를 나타내려는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서 실험적이고

유희적인 작업의 극대화로 독창적인 디자인의 새로

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2006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패션쇼와 2008 S/S 디

젤(Diesel) 패션쇼에서는 3D 홀로그램(3-dimentional

hologram)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몸의 일시적 비물

질성, 즉 가상의 실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9>45)는 2007년 후세인 샬라얀의 혁신적인 ‘버블 드레

스(bubble dress)’로, 실버 스트랩(silver strap) 구조

에 투명 플라스틱 소재의 버블을 전체적으로 부착하

여 비물질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이다. 여기에서 공

기방울의 형태는 경량성과 부유성을 강조하여 비물질

적인 이미지를 최대로 이끌어냈다. 이 작의복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또 다른 예로, 라프 시

몬스(Raf Simons)는 우아한 수트로 구성된 2010 S/S

컬렉션에서 뱀무늬가 프린트 된 쉬어(sheer) 패브릭

의 탑을 선보여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쇼의 패

션성과 주목성을 높였다<그림 10>46).

건축과 패션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성은 데리다의

이분법적 논리의 해체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반영

이며 이러한 비물질의 이론적 근간은 양자역학의 불

확정성의 원리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곧 물질의 모호

한 시공간의 개념을 통해 물질 존재의 절대성을 부

정하는 것이다. 비물질화 경향은 새로운 감수성에 대

응하여 시각적, 심리적 효용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내

부, 외부의 개별적 의미를 폐기하는 것을 넘어 가상

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건축에서의 비물질성은 패션

에 비해 일시성의 특성이 강조되어 나타났으며 최근

에는 투명한 스크린이나 전자 미디어를 사용한 전자

외피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

라 새로운 소통 체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시간-정보-

공간의 개념을 함축하는 것47)으로 해석되고 있다.

3. 무작위성
의복의 구조는 인체의 분절 형태에 따라 구성되며

재단이나 봉제를 통해 입체화된다. 따라서 의복의 각

구성 요소는 필연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



服飾 第62卷 5號

- 10 -

라 고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기능과 형태 사이의 인과 관계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의복 질서가 파괴되어 인체의 형태를 따르

지 않는 무작위적인 구성과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무작위성의 범주에서는 기능

과 무관한 구성, 요소의 전위(轉位), 남녀 의복의 해

체, 착용 순서의 파괴 등으로 표현되며 디테일의 임

의적인 배치와 과장 및 확장도 이에 포함된다. 대표

적인 구성방식인 전위는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dépaysement)48)기법으로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

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

용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시키는 기법이다. 패션 디자인에서의 무작위적인

구조는 구성 요소간의 상․하, 전․후, 내․외의 전

위 또는 의외의 구성으로, 있어야 하는 곳에 대한 기

대를 전복시킴으로써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49)하며

이에 따라 기묘하고 왜곡된 인체의 분할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1>50)는 2010년 S/S 꼼 데 가르송 컬렉

션 작품으로, 완성된 의복을 해체한 듯한 여러 브로

케이드 조각들을 무작위로 패치워크(patchwork)하여

스커트로 재구성하고, 여기에 가죽 소재의 딱딱한 숄

더 브레이스(brace)를 사용하여 인접 소재와의 대립

적인 재질감을 한층 부각시켰다. 이 디자인은 의복

구성요소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재조

합함으로써 고정된 의복 질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미

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그림 12>51)

은 고급스러운 마감, 클린 컷(clean cut), 매끄러운

재질을 바탕으로 하되, 통념을 깨는 구성과 실루엣으

로 패션성과 현대성을 미니멀리즘적으로 표현하며

전통적인 남성복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무작위성의

범주는 카오스 이론으로부터의 고정적인 조형질서의

거부, 프랙탈의 우연적 선택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급변론에서 보여지는 불연속적인 구성

으로 해석된다. 또한 해체주의의 의복 통념의 해체,

기능의 해체로 인한 인체 구조의 파편화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해체와 재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무작위적

인 전위는 기존 관념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자 현대

적 사고의 반영인 동시에, 미적 표현 영역에 있어 새

로운 의미의 발견이다. 이러한 패션 디자인에서는 우

연성, 비예측성, 불연속성, 탈중심성을 특징을 가지며

일탈적이고 전위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편, 건축

에서의 무작위성은 건축적 축조 질서의 거부이며 기

능과 별개로 접합된 구성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몸이

라는 물질을 매개체로 하여 형태와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된 패션과는 달리, 건축은 외부 형태와 내부 형

태가 별도로 구분되어 설계되므로 형태와 기능의 해

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지 않고 주로 장식적인 측면

에서 논의되고 있다.

4. 복잡성
과학의 복잡계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복잡성의 패

러다임은 사회과학, 경제학, 문학, 예술,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복잡

성이란 질서와 무질서처럼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

나로 얽힌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선을

방종한 추적’으로 이끌어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미52)로 해석된다. 패션에서는 내부형에 관련이 되는

것으로, 모순적이며 혼잡한 콜라주 방식으로 구성된

불확정적인 조형 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무질서, 부조화, 불연속적인 형태로 보여지며 내적

의미로는 상보성을 내포하면서 다양한 패턴이나 형

태, 구성 요소가 비계획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일체성

과 통일성을 거부한다. 따라서 우연성의 특징이 두드

러지며 장식적인 효과가 강조된다. 패션에서의 복잡

성은 의복의 표면을 입체화시키는 주름, 플리츠, 접

기 등이 불규칙하게 혼합되거나 이질적인 소재들, 상

호 연관이 없는 요소 간의 무질서적인 결합, 오브제

의 과다 적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그림 1

3>53)에서 언더커버(Undercover)의 준 타카하시는 불

명확하며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난해하고 해석

불가능한 복잡함을 표현하였고, <그림 14>54)에서 크

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파리 홈리스(homeless)로부터 영감을 받

은 2000년 S/S 컬렉션에서 포크, 티 스트레이너, 컵,

작은 술병 등 주방 기구들을 허리에 복잡하게 매달

아 일시적으로 액세서리와 같은 효과를 연출했다. 이

것은 사치스러운 장식품을 하찮은 일상용품으로 대

체하여 표현함으로써 부의 관념적 표상을 해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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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패션의 불확정성 범주에 따른 표현방식 및 미적 특성

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잡성을 구성하는 사인이나

이미지, 기성 오브제의 극단적 과잉은 해체적 숭고미

와 관련되는 것55)으로, 이러한 숭고미는 해체에 의한

상실과 새로운 발견의 모순적 계기가 혼합된 양면성

을 극복함으로써 미적 쾌감에 이르는 것이다. 패션에

서의 복잡성은 카오스 이론의 열린 구조와 복합적이

며 무한한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급변론에서 나타나

는 연결 맥락의 거부를 강조한다. 이러한 연유로 프

랙탈의 무작위성과도 연계되나 이보다 훨씬 극단적

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과도한 혼용과 임의적 배치로

표현된다. 건축에서는 복잡성에 대하여 병치, 대립,

중첩, 흔적을 통한 충돌 및 모순적인 입장과 접기와

이종 등을 통한 끝없이 분화하며 연속적인 통합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56) 불확정적인 복

잡성은 전자에 해당된다.

5. 가변성
가변성이란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것57)으로, 변형 가능한 디자인이 완성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가 개입되어 완성시키

는 열린 사고로서의 패션을 의미한다. 과거 의복이

가지는 기능성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다기능

의 패션이 등장했다. 탈부착, 셔링(shirring)이나 롤업

(roll-up)의 폴딩(folding) 시스템, 개폐나 탈부착의

패스닝(fastening) 시스템의 변화로 의복 구성요소의

분해, 결합, 위치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의복의

기능이 확장되어 재킷에서 베스트로, 포켓에서 가방

으로, 원피스에서 풀오버로 등의 아이템 전환이 가능

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림 15>58)에서와 같이 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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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비정형성 비물질성

사례

출처

<그림 7> 2011 S/S

Alexander McQueen

- http://www.style.com

<그림 8> 2011 S/S

Martin Margiella

- http://www.style.com

<그림 9> 2007 S/S

Hussein Chalayan

- http://www.style.com

<그림 10> 2010 S/S

Raf Simons

- http://www.nytimes.com

범주 무작위성 복잡성

사례

출처

<그림 11> 2010 S/S

Comme des Garcons

- http://www.style.com

<그림 12> 2012 F/W

Magnus Loppe

- http://www.vogue.co.uk

<그림 13> 2005 S/S

Undercover

- http://www.style.com

<그림 14> 2000 S/S

Christian Dior

- http://www.wwd.com

범주 가변성

사례

출처

<그림 15> 2000 F/W

Hussein Chalayan

- http://www.vogue.co.uk

<그림 16> Bubelle dress,

2006, Philips

- http://www.design.philips.com

<표 5>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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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아이템인 식탁이나 의자, 우산, 텐트 등

다른 개체로의 변형도 찾아볼 수 있다. 후세인 샬라

얀(Hussein Chalayan)은 2000년 원형 테이블이 스커

트로 변형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소개하였고 이후

꾸준한 퍼포먼스 패션을 선보이며 많은 디자이너들

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듀퐁사

(Dupont)에서는 전기, 열, 압력에 반응하는 전도성

있는 와이어 같은 섬유를 개발하여 착용자의 요구에

따라 의복을 팽창, 느슨하게 하거나 조여지게, 또는

따뜻하게, 차갑게 할 수 있는 하이테크놀로지를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다.59)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여

러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주

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외적 형태를 유동적으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LED(light emitting diode)를 이

용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등 테크놀로지가

패션의 심미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

고 있다. 필립스(Phillps)에서는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컨버전스(convergence)로서 의복의 안쪽에 바이오메

트릭 센서(biometric sensor)를 장착하여 착장자의 기

분이나 감정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하는 ‘부벨레 드

레스(bubelle dress)’를 발표하여<그림 16>60), 지능적

기술개발보다는 감성적인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또한 의도적 미완결 상태의 의복도 가변성

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는 의복의 진행적 생성가능

성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완결성은 이전의

형식적인 완결성을 부정하는 해체적 의미이며, 봉제

등의 제작과정 노출 또는 불완전한 미완성 상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정리하여, 가변적인 패

션은 혁신성, 합목적성, 확장성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착용자와의 인터랙티브한 관계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확정성 이론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가변성은 불확정성 원리의 유동적, 양가적

입장을 취하며 급변론의 시간적 요소가 함의된 동적

구조로 파악된다. 또한 착용자 개입과 의복의 완결성

을 부정하는 해체주의적 사고의 발현으로 볼 수 있

다. 건축에서 살펴본 결과, 가변성은 다목적 개념의

합리적인 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변화를 가져야 한다

는 의미로 재분할, 조합, 연결이 가능한 가변적 요소,

즉 스윙(swing), 폴딩(folding), 슬라이드(slide), 레일

링(rail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하는 방식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시

지각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여, 불확정성의 이론과 패션의 불확정성의

분석 내용을 <표 4>로 정리하였고 이어, 패션의 불확

정성의 범주별 사례는 <표 5>로 정리하였다.

Ⅳ. 결론
한 시대의 패션은 동시대의 지배적인 사유체계와

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현상

과 함께 카오스 이론 및 해체주의적 개념의 영향 아

래 현대 패션은 모호하고 유동적이며 구체화되지 않

은 조형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불확정성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확정성에 관련된 이론들

과 건축에서의 불확정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패션의 불확정성을 개념화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출발한 불

확정성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적 사고

로 이어져 조형예술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거부하고 해석 불가능함을 시

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시키고자 했던 해체주의의

핵심 개념은 패션에 있어서 의복에 내재된 관습적인

통념과 기능과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켰다.

이와 더불어 카오스 이론은 조형 요소에 의해 최대

한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창조적인 개념을 제시했으

며, 프랙탈의 형태 발생과 전개 양상의 복잡한 구조

는 다양한 장르에서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하

도록 해준다. 또한 형태 변이를 다루는 급변론은 요

소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것은 패션에

나타나는 구성 요소들 간에 해체와 재조립 과정의

해석적 책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의 불확정성은 다음의

다섯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째, 비정형성은 형태의 모

호성을 뜻하며 이는 실루엣의 모호성과 구조적인 형

태의 모호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동적인

디테일로 표현되는 실루엣의 모호성은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서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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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한편, 구조적 형태의 모호성은 무정형이

나 추상주의적인 자유조형 형태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즉흥적 조형미와 추상성을 추구한다. 둘째, 비물질성

은 공간의 상호 침투를 말하는 것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내․외부의 공간감을 와해시킴으로써 의복

뿐만 아니라 몸이라는 물질을 비물질화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영역은 디자이너에 있어서 예술적

인 표현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험성, 유희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셋째, 의복의 각 구조는 인체에 따

라 필연적인 기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고정적인 위치

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현대 패션에 나타난 무작위

성은 각 구성 요소가 기능을 상실한 채 비예측적인

위치에 놓임으로써 불확정적인 미를 제시한다. 이러

한 무작위성은 상․하, 전․후, 내․외의 위치를 바꾸

거나 임의적인 배치, 남녀 의복의 해체로 인해 우연

성이 강조되며 일탈적이고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나타

난다. 넷째, 복잡성은 복식 조형 중 내부형에 관련되

는 것으로, 이질적 소재의 무질서적인 혼용과 배치,

다양한 디테일의 난해한 조합, 오브제의 과다 적용

등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무질서, 부조화, 불

연속성으로 설명되나 내적으로는 부정의 의미보다는

상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우연성, 장식성의

미적 특성이 발견된다. 다섯째, 가변성은 변형 가능한

의복이 완성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가

개입되어 완성시키는 열린 사고로서의 패션을 의미한

다. 패션의 가변성은 탈부착, 폴딩 시스템이나 패스닝

시스템으로 인한 기능의 확장 및 변형, 공기 주입으

로 인한 형태 변형으로 유동적인 형태를 가지며 혁신

성과 확장성, 합목적성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형식적

인 완결성을 부정하며 의도적 미완성의 형태를 재현

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비결정성’을 뜻하는 패션의 불확정성은 내재적으로

는 사회문화적 담론, 과학기술적 환경을 반영하고 조

형적 측면으로는 표현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몸

과 몸을 둘러싼 공간과의 관계, 몸과 의복과의 관계,

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해석으로 파악되었다.

패션의 불확정성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패션이며 다의적인 미학적 가치를 갖는 열린 개념의

패션이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불확정성에 대한 분

석으로, 과학, 건축과의 관계를 탐구하여 통섭적인 시

각에서 패션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사회, 문화적인

관점보다는 조형성에 주목하여 진행하였다. 때문에 추

후 연구로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도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현대 패

션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불확정적인 양상으

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정성 개념의 고찰은

유용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체계는 개

방성을 가지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변경 가능하

고 혼합된 요소들이 상보성의 원리로 구성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다측면적인 사고

를 통한 열린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패

션의 창조적 영역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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