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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the idea of fun is understood to be associated with interesting things,

playfulnesses, joy, pleasure, etc. The “fun culture,” which seeks enjoyment and pleasure

through life, is a characteristic of elements observed in today’s society and culture. This

exerts a powerful impacts on the business operation, marketing, and product

manufacturing. Moreover, it is accepted as one of remarkable phenomena representing the

changing trends of fashion in the 21st centu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fun motifs observed in fashion designer Walter Van Beirendonck ’s

collections, to examine their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o establish academic

approaches and analytic framework in studying the fun phenomenon emerging in fashion.

As to research methods, this study laid a theoretical ground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and conducted a positive case study using the data on

Walter Van Beirendonck’s collections and exhib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un motifs represented in Walter Van Beirendonck’s collection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deviation from rules,” “humorous and obscene graphic images,” “introduction and

transform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women with male gender’ etc. On the other

side of Walter Van Beirendonck’s fashion are sex, sexual humors, sexuality, fetishism,

love, form, body, language, social phenomena, harmony between nature and life,

consumerism, race, shamanism, tribal rituals, nation, cultural collision, transcendent things,

science fictions, cyber Space, dream, alien, future, fairytale, fantasy etc. which are

expressed by using fun motifs. Moreover, these themes are led to masculinity and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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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일반적으로 펀 은 재미 또는 재미를 주는 것(Fun) , ,

장난 즐거운 즐거움 추구 등으로 이해된다, , .(“Fun”,

생활을 통하여 펀 즉 재미와 즐거움2014) ‘ (Fun)’ ,

을 추구하는 펀 문화는 최근 사회와 문화에 나타‘ ’

나는 특징적 요소로 기업경영과 마케팅 상품 생산,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 21

기 패션의 변화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의 하나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에 펀이 패션의 중심 주제로‘ ’

부각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현상은 재미있는 패션으

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시대에 따라 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치의 척도가 다르게 표현되었

을 뿐이다.

패션에 나타난 펀과 유머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유

머발생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표현특성을 중심으

로 한 연구들과(Cheon, 2011; N. Jang, 2005; J.

눈속임에서 비롯된Jang, 2013; Im & Ko, 2011), ‘

불일치와 부조화로 즐거움과 재미를 유발하는 페이

크 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머’(Na & Kim, 2012), ‘

러스한 미술적 표현 기법이 패션에 표현된 방법과

의미에 대한 연구 등 주로’(Y. Lee & Park, 2003)

의상에 나타난 재미있는 표현기법과 그 의미를 탐구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펀이 패션의 중심 주‘ ’

제로 부각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

는 반면에 비평적인 연구의 주제로서 패션에 표현된

펀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Fun)’

현황이다.

패션디자인에 이러한 재미와 유머가 표현되는 대

표적인 디자이너로 빅터 앤 롤프 꼼(Viktor & Rolf),

데 가르송 월터 반 베이렌(Comme des Garsons),

동크 등을 손꼽을 수 있는(Walter Van Beirendonck)

데 특히 월터 반 베이렌동크는 서구에서의 명성과

평가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디

자이너로 이 부문에서의 그의 작품이나 표현성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도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

월터 반 베이렌동크는 년 벨기에에서 태어나1957

앤트워프 예술대학(The Royal Academy of Fine

에서 패션을 전공하였다 년부Arts in Antwerp) . 1983

터 컬렉션을 발표하였으며 년 이래 모교에서, 1985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년 영국 런던의 디자이. 1987

너 쇼에서 앤트워프 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6 ’

매년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는1993 1999 W & L.T. (Wild and

의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였다Lethal Trash) .

반 베이렌동크의 의 콜렉션은 패션관행W & L.T.

의 소통에 있어 진보적이었으며 복잡한 이야기들과

사이버공간의 사용을 통해 실제와 가상 의류에 대한

혁신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패션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시작하였다(Quinn, 2009).

주로 남성복 컬렉션을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컬렉션과 남 녀 성의 구분이.

모호한 디자인들이 포함된 다양한 디자인들도 제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과 유머는 컬렉션의 중Fun

요한 중심 주제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패션 평론가 는Suzy Menkes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디자인을 미래지향적 의복 청바지 다음세대의 첫 디‘ ’, ‘

자이너라 주목하였으며 패션학자’ , Gurmit

는 재치있는 유머감각을 특징으로 앤Matharu(2010) ‘ ’ ,

트워프 패션미술관의 디렉터 는 반 베이렌Kaat Debo ‘

동크의 세계에서 패션은 하다 잡지의 편집장Fun ’, i-D

는Terry Jones 반 베이렌동크는 색이나 패턴 또는"

프린트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그의 경력은 그가 Fun

을 패션에 들여오고자 하는 그의 열정으로 소개될

수 있다" (Beirendonck, 2013, p.24,47,48,162,191)

며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하고 재미있으며 유Fun , ,

머가 있는 디자인을 높게 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여 년간 매 컬렉션마30

다 즐겁고 재미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패션,

을 발표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월터 반 베이렌동

크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패션에 재현된 펀 모티프를

Key words 판타지 펀 남성성 모티프: fantasy( ), fun( ), masculinity( ), motif( ), Walter Van

월터 반 베이렌동크Beirendon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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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 하고 조형적 특징들을 연구하여 패션에 나

타난 펀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및 분석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디자인 발상을 위한 아.

이디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 자료

와 전시회 자료 등을 통한 실증적 사례분석으로 진

행된다 컬렉션 자료는. Gap Press Men, Collezioni

등의 패션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Uomo

www.waltervanbeirendonck.com, www.style.com,

의 자료와 개인 작품집 전www.samsungdesign.net ,

시회 작품집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디자인 분석 시 실물의상이 아닌 작품집이나 인터

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 소

재나 색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같은

관점에서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

구가 미비하여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Ⅱ 펀 펀 모티프(Fun),

영어 펀 에는 우리말의 재미 즐거움 추구(Fun) , ...

등의 일반적인 해석보다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에 의하면 펀은 즐거움 재미 우스움 희롱1989) ‘ , , , ,

속이다 골탕 먹이다 농담하다 장난을 치다 재미, , , ,

있는 일을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속임수나 짓’ ‘ ’ ‘

궂은의 의미가 포함된다’ .

펀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심리학 교육학 철학, ,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재미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 요한 헤르바르트19

로 부터 시작되었다(Johann Friedrich Herbart)

(Park, 2013).

에 의하면 심리학에서 펀은Na and Kim(2012) , ‘ ’

유머 기쁨 유희로 정의되며 부조화이론 우월성 이, , ,

론 각성이론으로 설명된다 즉 펀은 긴장과 에너, . ‘ ’

지로 인한 각성을 감소시켜주며 정상적인 기대로부,

터 벗어난 부조화적 상황에서 발생되며 타인의 약함

을 경시함으로써 비롯되는 우월감의 결과(as cited

로 본다in Park, 2003) .

인간의 정서를 연구한 캐롤 이자드(Carroll E.

는 재미의 개념을 즐거움과 구분하여Izzard)

재미는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존

재로 즐겁거나 긍정적이고 보람된 상태가 어떤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처럼 촉각이

나 미감과 같은 감각에 기초하여 감각적 자극

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정의하였으나

재미와 즐거움은 혼용하기도 한다. (as cited

in Park, 2013, p. 24)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능Son(1987) ,

감이나 긴장감 그리고 새로움과 신기함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추론해

볼 때 펀은 스트레스 해소 유머 혹은 우스움 감동, ,

이나 감각적인 쾌아름다움 성적 자극 어울림 또( , ),

한 재미를 유발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as

cited in Park, 2013, p. 26)

펀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머 를 들 수 있는(humor)

데 유머는 복잡한 정신적 자극으로 마음을 즐겁게, ‘

하거나 웃음이라는 반사 행동을 일으키는 의사소통

의 한 형태이며 재미와 즐거움은 이러한 유머를 이’

해함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이다(J. Jang, 2013,

유머는 가끔 유희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p.1). ‘ ’

는데 와 는Huizenga(1981) Ha(1994) ,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

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 , , , ,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 ,

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으로 재미,

라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가 유(Fun)

희의 본질을 규정한다. (as cited in Ha,

1994, 고 하였다pp. 7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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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 는 원래 문학 용어로서 작품 속에서(motif)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로서의 사건,

공식 등의 한 형태와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을 말, ,

하며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형식의 이미

지와 사운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테마적인 의미.

를 함유하는데 한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작

가 또는 한 시대 또는 한 장르에서 생길 수도 있으,

며(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Critics,

예술에 있어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2006)

된 작가의 중심 사상을 뜻하기도 한다.(“Motif”,

2014)

패션에서의 모티프는 주로 무늬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의 형태를 일컫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티프의 원

래 의미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와 조형적

특징들로 테마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펀 모티프는 보.

는 이에게 재미와 즐거움 놀라움과 웃음을 자아내는,

요인으로서 컬렉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와 조형적인 특징들로 테마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에도 보는 이에게 재미

와 즐거움을 주며 놀라움과 웃음을 자아내는 이러한

펀과 유머의 본질적 구성요소들이 재현되고 있는데

다음은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을 새롭고 재미있게 만

드는 두드러진 펀 모티프들이다.

Figure 1.

95-96 F/W

- Belgian Fashion Design. p.209

Figure 2.

98 S/S

- Belgian Fashion Design. p.236

Figure 3.

2010-11 F/W

- Walter Van Beirendonck. p.22

패션에. Walter Van BeirendonckⅢ

재현된 펀 모티프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1.

실루엣의 과장과 확대1)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에서는 지금까지의 패션의

규칙들을 벗어난 실루엣의 과장과 확대가 두드러진

다 특히 공기를 주입하여 확대 과장된 형태 인공. ,

보철물을 이용하여 길이가 확장된 신체 다른 오브,

제를 이용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형태 등 몸이 가진,

규칙을 벗어난 일탈의 형을 통해 초현실적인 펀과

새로운 종류의 미를 제시하고 있다.

은Figure 1 Paradise Pleasure Productions

컬렉션으로 반짝이는 라텍(95-96 F/W W & L. T.)

스 소재의 상의는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공기를

주입하여 근육이 강조된 남성의 몸을 보여준다 하.

의는 지퍼 트리밍이 강조된 누빔한 드로우 스트링

팬츠로 상의와 이질적인 소재로 매치되었다 남성성.

이 강조된 과장된 실루엣의 디자인은 꽃무늬라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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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요소와 대비되며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얼굴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의 라텍스 소.

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는 슈퍼모델이 아닌 일

반 모델들의 얼굴을 가려서 익명성을 부여하고 동시

에 개성과 정체성이 바뀌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매

혹적이다 는. Figure 2 A Fetish for Beauty (98 S/S

컬렉션으로 일상적인 스트리트 캐쥬얼W & L. T.) ,

의 패션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인공 보철물을 이용

하여 다리가 길어진 새로운 프로포션의 일탈의 형을

보여준다 얼굴 또한 비치는 소재의 마스크로 완전.

히 감싸 익명성을 부여하고 있다 은. Figure 3 Take

컬렉션이다 새 동물a W-Ride (2010-11 F/W) . , ,

로켓 혹은 폭탄 총 등의 형태를 차용하여 총이나( ), ....

로켓이 신체를 관통한 듯이 혹은 흡사 그것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연출하였으며 과장된 크기의 모자를

통해 확장되고 변형된 신체 비례의 일탈을 보여주며

판타지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반 베이렌동크는.

블랙 뷰티 컬렉션에서는 아름다움의 수용기

준과 성형수술에 의해 제기된 가능성에 더해서

이러한 수단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려 새로

운 프로포션의 창조를 시작하였다 인간의 육.

체가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빨리

재고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기준임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하며 이는 미래의 육체는 우리

가 지금 알고 있는 육체와 달라질 것이고 의복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육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의 이점과 생존 기회

를 증대 시키고 그것을 더 효율적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의복으로(Derycke & Veire, 1999, p. 237)

몸을 다룬다는 생각에 정말 매혹되어 있다.

반 베이렌동크의 이러한 실험은 최근 컬렉션에 까

지 재현되고 있다 특히 즐겨 사용하는 소재인 라텍.

스 즉 고무는 흡사 피부와 같으며 안전한 섹스와, “

생태학적 관점을 나타내며 고무 슈트는 기본적인,

의복의 종류로서 외부요소의 침략에 대항하는 보호

층 이며 페티시즘을 의”(Beirendonck, 2013, p. 24)

미한다.

라텍스는 동시대의 다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도

페티쉬를 주제로 한 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지만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한 반

베이렌동크의 접근은 더 쾌활하고 유머러스하다.

또한 거의 매 컬렉션 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아이템으로 마스크를 들 수 있는데 마스크는 제 의, 2

자아를 나타내며 남성을 물화하는 방법 중 얼굴의“

제거를 통해 개성과 의지를 박탈함으로써 위압적인

남성성이라는 상징계의 코드를 없앰과 동시에 모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람자가 편안하게 성적

환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M. Lee & Kim, 2001,

성적 판타지 연관 요소로서 기능한다p. 172), .

혁신적인 절개와 구성2)

반 베이렌동크는 의복 실루엣과 디테일들에서 혁

신적인 절개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재미요소를 창출

한다 특히 최근의 컬렉션을 통해서는 지극히 클래.

식한 일상적인 아이템들의 평범하기까지 한 스트리

트 패션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절개하고 색이나 패턴

을 대비시켜 대립적인 충돌을 만들어 전혀 색다른

이미지의 즐거움을 창출하고 있다.

는 컬렉Figure 4 Avatar (97-98 F/W W & L. T.)

션으로 보통은 의복을 통해 가려져야 하는 엉덩이

부분을 의도적인 절개로 드러내어 외설스러움을‘ ’

강조하고 있다 같은 컬렉션의 다른 디자인들에서도.

의복을 입음으로서 가려져야 하는 신체의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나 곧 그래픽을 이용한 눈속임임

이 드러나 웃음을 자아낸다 는. Figure 5 No

컬렉션으로 원형의 재References (99-2000 F/W)

킷은 포켓에서 꼬여져 있으며 꺼내면 원래대로 부풀

어 착용할 수 있는 형이 된다 실루엣의 확대와 함.

께 새로운 구성 실험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이렇듯 패턴제작의 공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추구한

새로움은 놀라움이 곧 웃음으로 반전되는 펀의 모티

브가 되고 있다 은. Figure 6 Lust never Sleeps

컬렉션으로 슈트 안에 또 한 벌의(2012-13 F/W)

슈트를 입은 듯하다 과 같이 한 벌의 옷. Figure 6

안에 또 한 벌의 옷이 존재하는 이러한 실험은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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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레이 가와쿠보나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에서도

보여 지는데 반 베이렌동크의 디자인이 그들과 차별

되는 것은 다양성의 조화이다 평범한 클래식 슈트.

안에 상상하지 못한 절개선과 패턴 그리고 색 등으,

로 반전의 재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컬렉.

션에서 보여진 마스크들이 얼굴을 덮거나 가리는 형

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컬렉션에서는 입체적으로 재

단해 덧붙인 코 수염 등으로 또 다른 펀 이미지들,

을 창조해 내고 있다.

그래픽 프린트 이미지의 유머와 외설2.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을 재미있게 하는 모티프 중

의 하나는 위트 있는 그래픽 이미지들이다 초기 컬.

렉션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섹스와 성

에 관련된 외설적 이미지 초현실적인 현대회화와,

새와 곤충 동물 등 자연을 단순화한 그래픽 다양, ,

한 기호들과 코믹한 만화 캐릭터 슈퍼 히어로 스, ,

마일 등의 그래픽 패턴과 성적인 유머 동성애자... , ,

에이즈 소비주의 친환경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

이슈를 담은 프린트 등은 사이버 펑크적인 색채와

화려한 색채 대비로 강한 시각적 효과의 펀을 만들

어 낸다 이러한 그래픽 프린트 이미지는 자극적인.

시각적 재미 만큼이나 현실에 대해 풍자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평론가 는 원Tim Blanks “

Figure 4.

97-98 F/W

- Belgian Fashion Design,

p.240

Figure 5.

99-2000 F/W

- Belgian Fashion Design,

p.123

Figure 6.

2012-13 F/W

- www.samsungdesign.net

색의 만화 같은 명랑함 뒤에 존재하는 음울함과 공

격성적대성 함축된 위협이 반 베이렌동크의 작업( ),

에 섹스가 가져온 것들이다.”(Beirendonck, 2013,

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p. 87) .

은Figure 7 Wonder Land (96-97 F/W W & L.

컬렉션으로 위아래가 연결된 바디 슈트 속에 입T.)

은 티셔츠에는 근육질 남성의 누드가 프린트되어 있

다 이 프린트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제 몸으로.

보여 진다 머리에는 금색의 플라스틱 가발혹은 모. (

자 를 쓰고 있는데 이는 조립식 장난감 레고 인형의)

머리와 유사하다 이와 유사한 컬렉션으로 그 다음.

해 발표된 컬렉션Avatar (97-98 F/W W & L. T.)

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대담한 컷

팅으로 밖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가 아.

닌 그래픽을 이용한 프린트이다 반 베이렌동크는.

컬렉션에서 벌거벗은 남자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

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프린트를 통한 속임수는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에

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이다 은. Figure 8

컬렉션Stop Terrorizing Our World (2006-7 F/W)

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확대 과장.

된 실루엣과 그 안에 프린트된 신체와 문자들 솜을,

넣은 인형들은 바지위에 덧 붙여져 있으며 얼굴 역

시 프린트된 마스크로 감싸 익명성을 제공한다 프린트.

된 인물은 디자이너 자신과 닮아 있으며 ‘rainbo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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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명명된 이 디자인은 앞뒤를 구별할 수 없다.

는 컬렉션으로 코믹북Figure 9 explicit (2009 S/S)

슈퍼히어로를 연상시키는 비비드 컬러 프린트의 티

셔츠와 그 위에 덧입은 속이 비치는 비닐 재질의 재

킷공기를 주입하여 실루엣을 부풀릴 수 있다 흡사( ),

포장 재질 같은 비닐 바지 플라스틱 가짜 수염과,

모자까지 한 요소들이 중복되며 혼합되어 나타Fun

난다 은. Figure 10 Homes Sweet Home(2014 S/S)

컬렉션으로 클래식한 슈트를 절개하여 색과 문양을

대비 시키고 초현실주의 회화를 슈트나 티셔츠 바,

지 등에 프린트하여 클래식한 아이템을 하게 변Fun

화시켰다.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3.

이국적인 문화의 차용1)

반 베이렌동크는 이질적이거나 이국적인 문화요소

들을 그의 패션세계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일상적인

패션에서 상상치 못했던 시각적 즐거움을 제시한다.

로켓과 우주공간 공상과학소설의 가상세계 꿈과, ,

외계인 미래 디지털세계 등과 영화 클락오렌지 스, , ,

타 워즈 아바타 등은 반 베이렌동크가 즐겨, E.T.,

Figure 7.

96-97 F/W

- Belgian Fashion Design,

p.203

Figure 8.

06-07 F/W

- http://www.walterva

nbeirendonck.com

Figure 9.

2009 S/S

- http://www.walter

vanbeirendonck.com

Figure 10.

2014 S/S

- http://www.sam

sungdesign.net

사용하는 특징적인 디자인 모티브들로 디지털 아트

와 패션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부르카 인디언. ,

헤드 드레스 푸에블로인디언의 카치나 인형 마오, ,

리 족의 문신 말리의 보조 인형 이, (Bozo Puppet),

스터 섬의 거대 석상 라파누이 부족의 장식적인 드,

레스 코드 파푸아 뉴기니 섬의 사람들 한자 일본, , ,

의 다비 등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이국적 문화의 문

화적 아이콘 역시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에 빈번히

차용되어 새로운 경험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

한다.

은Figure 11 Killer/ Astral Travel/ 4D-Hi-D (96

컬렉션으로 외계로부터 온 초록과S/S W. & L. T.)

파랑색 피부의 여행객들은 대담한 그래픽의 이상한

패턴들이 혼합된 의상과 여러 가지 색상의 안경을

끼고 등장하여 놀라움과 유머로 가득찬 환상적인 미

래세계를 창조하였다 는. Figure 12 Sexclown (2008

컬렉션이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영감과 인디언S/S) .

문화와 카치나 인형 등 이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모티브들이 재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악어를 희.

화한 모자또는 마스크 재킷의 어깨부분을 확대 과( ),

장한 실루엣 속옷 같은 짧은 팬츠 오브제가 강조, ,

된 나무로 만든 신발 등으로 일탈을 꾀하고 있다.

반 베이렌동크는 이 컬렉션에서 다양한 신체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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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캐스팅하였으며 코르셋제작자인 펄(Mr. Pearl)

과 함께 코르셋 작업을 하여 보디 빌더들에게 꽉 조

인 코르셋을 입히고 라텍스 마스크로 입을 가렸다.

이것 또한 페티시즘의 종류로서 남성들을 위한 원더

브라 의 일종을 만들었다(Wonderbra) .

은(Beirendonck, 2013, p. 138) Figure 13 Hand

컬렉션으로 전형적인 아on Heart (2011-12 F/W)

프리칸 헤어스타일에 무릎 선을 절개하여 패턴과 컬

러를 대비시킨 바지와 색색의 털실을 이어 만든 케

이프 샤먼의 케이프 등은 밝고 긍정적인 색 들의( )

강조로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아프리카 부족의 영향

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는. Figure 14

컬렉션으로 평범한 슬림 실루Cloud#9 (2012 S/S)

엣의 파스텔톤 체크 패턴 바지위에 튤 소재를 이용

하여 머리와 상체를 감싸며 얼굴만을 내어 놓은 돔

형의 상의는 파키스탄의 부르카로 부터의 영향을‘ ’

보여준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행동적 규범을.

제약하고 있지만 반 베이렌동크의 디자인은 상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새로운 일탈의 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착장의 디자인은 와 컬08 S/S 08-09 F/W

렉션에서도 보여 졌다.

새로운 오브제의 도입2)

Figure 11.

96 S/S

- Belgian Fashion

Design, p.137

Figure 12.

2008 S/S

- Walter Van

Beirendonck, p.102

Figure 13.

2011-12 F/W

- http://www.samsu

ngdesign.net

Figure 14.

2012 S/S

- http://www.samsungd

esign.net

이국적인 문화를 차용함에 수반되는 것이 새로운

오브제의 활용이다.

반 베이렌동크는 컬렉션에서 카툰1994-95 F/W

캐릭터 을 선보였다 미래의 슈퍼히어로<Puk Puk> . “

같은 은 파푸아 언어로 악어를 뜻하며<Puk Puk>

멋지면서도 고약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귀여운 거

시기 까지 달린 반 베이렌동크의 분신과(cute dick)

같은 존재로 컬렉션의 소통을 위해 창조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Beirendonck, 2013, p.54),

고 있다 과 같이 컬렉션을 위해 새로이. <Puk Puk>

창조된 오브제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미

지와 오브제들은 변형되어 컬렉션 모티프로 도입된

다.

는Figure 15 Welcome Little Stranger (97 S/S W

컬렉션으로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와 미키& L.T.)

마우스가 연상되는 서로 다른 요소를 합성한 가면과

독특한 구성의 라이더 재킷 대비되는 러프 칼라, ,

레이스 장갑 등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

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Fun .

은 컬렉션Figure 16 A Fetish for Beauty (98 S/S)

으로 이브닝 드레스와 슈트로 성장한 남녀 모델들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초록색 방독면을 쓰고 춤을 추

며 등장하였다 년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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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범람하는 쓰레기 문제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던 시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반영된 컬렉션이다 은. Figure 17 Stop Terrorizing

컬렉션으로 팝 문화의Our World (2006-07 F/W)

대표적 아이콘인 미국달러 미국국기와 코카콜라, ,

위아래가 바뀐 맥도널드사의 로고 프렌치 프라M ,

이 로널드 마스크까지 마스크로 인하여 앞뒤를 구, (

분할 수 없다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서로 섞)

여 웃음을 만들어 낸다 반 베이렌동크는 이 디자인.

을 라 명명하였는데 이름에서와 같이‘Mr. Greedy’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다.

이외에도 푸른 잎사귀로 만든 수염 컬(2009 S/S

렉션 머리와 얼굴에 쓴 슬로건을 담은 풍선과 잔),

디로 만든 가발 컬렉션 플라스틱(96 S/S W & L.T. ),

으로 만든 가발 컬렉션 컴(96-97 F/W W & L.T. ),

퓨터 기기를 닮은 플라스틱 모자 (97-98 F/W W &

컬렉션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안경과 구조물들L.T. ), ,

빅 사이즈의 헤드폰 등 현대 사회가 창조해 낸 문...

화요소들 자연과 삶의 조화 테러리즘 환경문제 등, , ,

사회비판적인 주제를 상징하는 새로운 오브제 이,

주제들을 담은 재미있는 슬로건 등을 도입시켜 이질

적인 요소의 대비를 통한 유머와 재미를 제시한다.

Figure 16.

98 S/S

- Belgian Fashion Design, p.27

Figure 15.

1997 S/S

- Walter Van Beirendonck,

p.100

Figure 17.

2006-07 F/W

- Walter Van Beirendonck,

p.101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은 소재의 실험에서

도 두드러지는데,

반 베이렌동크는 네오프렌 반사섬유 야광, ,

직물이나 야광 소재 같은 최첨단의 직물과 최

신기술 소재의 실험을 즐겼다 날염은 향료와.

결합되어 딸기 그림은 실제 딸기 향기가 나며,

빛과 소리 효과가 나도록 작업된 그의 의류와

근육질 남성의 동체를 흉내 내어 부풀리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재킷들은 기술적 걸작이었

다. (Beirendonck, 2013, p. 19)

이렇게 반 베이렌동크는 그의 컬렉션에서 이질적

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을 통해 꿈 과 현실의 판타‘

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는’ ,

나는 관용과 자유 어떻게든 더 좋은 세상을,

찾고 있는 굉장히 많은 코드규약들을 가진( )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뒤.

에는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자유 색,

상 그리고 행복 같은 것들이다 고 이야기 한, .'

다 월터의 세계에서 판타지와 현실은 그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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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이야기나 마법왕국의 군주 디즈니의 이,

야기에서의 아이러니만큼이나 많이 그리고 동

시에 발생한다. (Beirendonck, 2013, p. 87)

여성화된 남성성4 .

반 베이렌동크는 전통적인 문화관습에 도전하며

확산적 사고로 그 이슈들을 패션에 표현해 내고 있

는데 남성의 바지위에 입은 스커트 코르셋과 브라, , ,

레이스와 러플 장식 하이힐 등 남성복에 여성적, ...

인 디자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이라

는 두 경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문화관습을 파괴하고

이에 따른 부조화의 파격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새로

운 남성성과 패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은 컬렉션으로 머Figure 18 Avatar (97-98 F/W)

리를 면도한 남성 모델은 망사로 얼굴을 가리고 구

멍이 뚫린 레이스 탑과 빨간색 하이힐 등 이전까지

여성복식의 전유물이었던 요소들을 남성의 상징이었

던 바지와 함께 착용하였다 는. Figure 19 Take a

컬렉션으로 코르셋 같은W-Ride (2010-11 F/W)

허리 가리게또는 벨트 에 남근을 연상시키는 둥근( )

오브제를 덧달아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남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남성의 성기나 성기를 연.

Figure 18.

97-98 F/W

- Belgian Fashion

Design, p.184

Figure 19.

2010-11 F/W

- http://www.samsung

design.net

Figure 20.

2011 S/S

- http://www.samsung

design.net

Figure 21.

2012 S/S

- http://www.samsung

design.net

상시키는 오브제를 밖으로 드러내어 남성성을 강조

하는 디자인은 여러 컬렉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는

모티프이다 년 컬렉션에서. 2004 S/S Cloudy Stars

는 티셔츠와 바지 등 스트리트 패션에 코드피스를

덧붙여 일상을 으로 변화시켰다 은Fun . Figure 20

컬렉션으로 다양한 체크Read My Skin (2011 S/S)

패턴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스트리트패션 위에 무릎

길이의 티어드 스커드와 어깨에는 남성의 힘을 상징

하는 탄띠가 연상되기도 하는 악어를 형상화한 가방

을 매치하였다 이 컬렉션은 여성복 남성복 여성적. , ,

인 것 남성적인 것들이 조합된 모순과 부조화를 보,

여준다 은 컬렉션으. Figure 21 Cloud#9 (2012 S/S)

로 여성스러운 프릴과 화려한 색채대비 프린트의 긴

장갑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의 반 베이렌동크 컬렉.

션에서 보여주던 남성상은 강하고 힘 있는 마초적인

남성상이었으나 최근의 컬렉션에서 보여 지는 남성

상은 슬림하며 훨씬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인다.

패션소재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복식에서 사용된

직물들과의 조화가 두드러지는데 그의 컬렉션에서, “

는 전통적인 남성의 직물들이 환상적 상황과 충돌했

다는 것이 반 베이렌동크의 설명이다 이러한 대립.

적인 것들의 충돌은 보다 개성적이고 극도의 이상적

인 것을 창출하였으며 첨단 직물과”(Blank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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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재의 파격적인 결합을 통해 보는 이에게 신선

함과 흥미를 제공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직접

적인 의 특징 유형을 제시한다‘Fun’ .

일상의 평범함을 그대로 유지하면 유머는 발생하

지 않는다 어떤 유형이건 어느 정도의 놀라움을 만.

들어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재미에는 어.

느 정도의 놀라움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으로 평범한

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확산적 사고는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즉 놀라움을 생성하기 위해

엉뚱하게 발상하는 것이다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거나 정상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생각해보

는 등의 사고방법이다(Park, 2013).

반 베이렌동크의 확산적 사고에 의해 구멍이 뚫린

레이스 탑을 통해 보여지는 남성의 육체는 여성에

한정되었던 에로티시즘의 표현경계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보여 지던 혹은

박물관에서 해변 가에서 운동경기 중에 보여 지던, ,

남성의 육체가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을(M. Lee & Kim, 2001)

의미하며 여성화된 새로운 남성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반 베이렌동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

고 있다.

나는 성을 등식화하지 않는다 내가 남성에.

게 하이힐과 빨간 립스틱을 입힐 때 그것들은

매우 미적이고 아름답고 욕망을 자극해야만 한

다 나는 결코 복장 도착으로 끝나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여왕을 끌어.

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옷 입히기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것.

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련된 무언가

가 아니다 나는 남성에게 여성의 드레스를 입.

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와 패션 세계에 알.

맞은 방식으로 드레스처럼 보이는 의상을 남성

에게 입히는 것이다. (Beirendonck, 2013, p.

88)

새로운 남성상이란 성에 관한 탈중심주의적 사

고와 동반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분법적 위계적

대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상에 가치를 인정함으

로서 형성된것이다 즉 여성의 신체적 혹은 정신.

적 특성들이라고 여겨졌던 부드러운 수동적임, ,

유순함 등을 남성의 표상으로 적절화하고 적응하

는 것이 인간의 문명화 이전 상태의 이미지에 기

초한 아름다움의 재발견임을 보여주었다 전통적.

인 여성다움의 이미지의 해방은 남성과 여성이라

는 성적 경계의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

다(M. Lee, 2000).

결론.Ⅳ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주제어로 부각된 에 관Fun

한 연구로 패션 평론가들과 대중들에게 재치 있는,

유머감각의 디자이너 을 패션에 도입한 디자이, Fun

너 등으로 평가 받고 있는 월터 반 베이렌동크의 패

션을 중심으로 한다.

컬렉션부터 컬렉션까지를 분1986 F/W 2015 S/S

석한 결과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펀 모티프들은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의‘

형 그래픽 이미지의 유머와 외설 이질적인 요소’, ‘ ’, ‘

의 도입과 변형 여성화된 남성성 등이다’, ‘ ’ .

전통적인 문화관습에 도전하며 확산적 사고로 그

이슈들을 패션에 표현해 내고 있는 반 베이렌동크는

규칙에서 벗어난 과장된 비율과 실루엣의 확대 오,

브제를 이용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형태 등 몸이 가,

진 규칙을 벗어난 일탈의 형을 통해 초현실적인 펀

과 새로운 종류의 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눈속임.

을 이용하여 의복 내부 구성선의 절개나 패턴제작의

공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추구한 새로움은 놀라움이

곧 웃음으로 반전되는 펀의 모티브가 되며 새로운

성적 환타지 세계를 구축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픽 이미지의 유머와 외설은 초현실적인 현대

회화와 새 곤충 동물 등 자연을 단순화한 그래픽, , ,

코믹한 만화 캐릭터와 슈퍼 히어로 스마일 등의, ...

그래픽 패턴과 성적인 유머 에이즈 소비주의 친환, , ,

경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담은 슬로건의

프린트 등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며 사이버 펑크적인

색채와 화려한 색채 대비로 강한 시각적 효과의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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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모티프들은 때로는 외설스.

럽게 장난스럽게 표현되었다.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과 변형은 부르카 인디언,

헤드 드레스 푸에블로인디언의 카치나 인형 마오, ,

리 족의 문신 말리의 보조 인형 이, (Bozo Puppet),

스터 섬의 거대 석상 라파누이 부족의 장식적인 드,

레스 코드 파푸아 뉴기니 섬의 사람들 등 이국적, ...

문화의 문화적 아이콘을 차용하여 일반적인 패션에

서 상상치 못했던 시각적 즐거움의 을 제시한다Fun .

또한 로켓과 우주공간 꿈과 외계인 공상과학소설, , ,

가상세계 미래 디지털세계 등과 영화 클락오렌, , ...

지 스타 워즈 아바타 등은 반 베이렌동크가, , E.T., ..

즐겨 사용하는 특징적인 디자인 모티브들로 디지털

아트와 패션의 조화가 두드러지며 자연과 삶의 조

화 테러리즘 환경문제 등 사회비판적인 주제를 상, ,

징하는 새로운 오브제를 통한 유머와 재미를 제시한

다.

또한 반 베이렌동크의 컬렉션은 초기의 강하고 힘

있는 마초적인 남성상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림하며 여성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혼종적 남

성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분법적 위계적 대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상에 가치를 인정함으로서 형성된

새로운 남성상은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가 조화

를 이루는 한편 충돌을 일으키며 재미 즐거움 우, ,

스움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반 베이렌동크의 패션은 현대 사회가

창조해 낸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과 과장된 오브제

들을 성과 판타지라는 테두리 안에 결합시켜 그 모

순과 비틀린 부조화의 상태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사고의 확Fun

산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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