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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lter Van Beirendonck expresses a fairy tale world of perverted sexual desire of sadism and masochism,

violence, and aggressiveness that breaks from a transient one-time concept as is an essential element of fa-

sh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 shown on the design of Walter Van Beirendonck and

analyzes the intent of his symbolism and meaning. The attempt has a meaning in exploring a new directio-

nality of fashion by conveying a critical message to this end, contemporary fashion breaks down boundaries

with artistic genre and connects a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exists in life with fashion. The results of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Walter Van Beirendonck are as follows. First, Beirendonck empha-

sized an interpersonal image about body by giving a question through the deconstruction of image on a per-

fect body into race, age, and body based on body modification. Second, fetishism appeared as a conscious-

ness that human identity and character can be changed by connecting a fetish element of sexual identity,

and sadism and masochism with fashion's imagination. Third, infantilism as an amusement expression of

the form metaphorically satirized life of modern people. Fourth, makeup shown on performance or festival of

an African tribe was used in the way of mixture or reuse for ethnography to obtain inspiration from ethno-

graphy. Fifth, pop art combined a popular culture code as amusement through mass production and mass

media. Aesthetics of Beirendonck do not have norm and are bold in using form, color, pattern, print, and

styling because Beirendonck reinterpreted critical attitudes about essential problems that human life entails

into a motif of his symbolic meaning in amusement. In regards to his design aesthetics, Beirendonck ex-

panded fashion to the scope of Gesamtkunstwerk in a consistent and continued theme combined with philo-

sophical creativity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 fashion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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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디자인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구, 인간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

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패션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테마와 스토리 라인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환경에 대한 디자이너의 비판적 의식을 대

변하는 수단으로, 디자이너의 특별한 아이덴티티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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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환경,

지구, 자연, 삶, 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술적 아름다

움으로 창조해가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발터 반 베

이렌동크(Walter Van Beirendonck)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벨기에 앤트워프 소재 Mode Museum(MoMu)

의 디렉터 카트 디보(Kaat Debo)는 그녀의 책 서문에서

로버트 필리우(Robert Filliou)가 정의 내린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글과 연결시

켜 베이렌동크의 예술적 창의성에 대해 언급했다(Lac-

roix, 2011).

베이렌동크는 대담한 독창성과 혁신적인 창조력으로

대중문화의 코드를 비판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창조성은 패션의 새로운 개념적인 자료로서 영향

력을 가진다.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 형태와 소

재에 집중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 베

이렌동크는 형태와 소재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과감한

컬러의 대비를 선보임으로써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

쳐나갔다. 베이렌동크는 유럽 패션의 핏(fit), 스타일, 엘

레강스 같은 패션의 본질적인 것들에 도전하며 변형,

유혹, 정체성, 양성성(androgyny) 등을 탐구했다(Clark,

2012). 나아가 그는 이미 확립된 관습적인 제작(making)

과 착장(wearing)에 반항하였으며 의복이라는 물질적인

매체를 동화의 세계, 가학피학적 변태성욕, 폭력, 공격

성 등으로 표현하였다(Clark, 2012). 베이렌동크는 다양

한 컬렉션과 전시를 통해 철학적 사상과 시각적 내러티

브를 결합하여 패션을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그의 작품에 대한 사상과 세계관은 ‘Dream The World

Awake’ 회고전에 잘 나타나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

지 MoMu에서 개최한 이 전시는 여섯 가지 방식의 영감

을 통해 베이렌동크의 30년 동안의 컬렉션을 조명하였

으며, 패션 사진가 닉 나이트(Nick Knight)와 스타일리스

트 시몬 폭스톤(Simon Foxton)과의 협업(Lacroix, 2011)

으로 새로운 사진과 비디오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렌동크의 디자인에 나타난 미

학적 특성을 분류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의 특성을 밝

힘으로써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과 의미를 분석하

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직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은 베이렌동크 작품의 미적 특성과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현대패션이 예술 장르와의 경계를 허물

고 패션 주제의 범위를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확장시켰음을 밝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

어 패션의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 창출과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사례가 될 본 연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

공하는 디자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발터 반 베이렌동크의 디자인에 나타난 미학을 고

찰하기 위한 연구는 문헌 연구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

로 실시하였다. 디자인 배경과 작품의 분석은 베이렌동

크의 단행본 서적, 패션 관련 인터넷 트렌드 사이트의

정보, 블로그, 인터뷰, 저널, 전시 리뷰 기사 등을 포함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베이렌동크의 패션의 미학을 분

석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는 첫 번째 컬렉션이 열렸던

198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렌동크의 생애와 2011년

‘Dream The World Awake’ 회고전의 여섯 가지 방식의

전시 컨셉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베이렌동크의 디자인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베이렌동

크에 관해 여러 공신력 있는 패션 이론가들의 글과 기

사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베이렌동크 디자인의 미학적 특성을 다섯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베이렌동크의 컬렉션 사례를 기준으로 시각적 자료

와 문헌 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해 미학적 특성을 고찰

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미학적 특성은 상

호 배제적인 범주가 아니라 상호 유연성을 가진 다중적

인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밝힌다.

II. Walter Van Beirendonck의

디자인 배경

발터 반 베이렌동크는 1980년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Royal Academy of Fine Arts Antwerp)를 졸업한 ‘패션

계의 악동이자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괴짜 디자이너이

다(H. S. Kim, 2011). 그는 1957년 벨기에의 샌 안토니오

(Saint Antonius)에서 출생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성장했다. 1983년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컬렉션 ‘Sado’를 선보인 이후 1986년 런던 British

Designer Show에서 ‘The Antwerp Six’의 일원으로 전 세

계에 이름을 알렸다. 베이렌동크는 패션을 전공한 이후

계속해서 예술, 패션, 기술, 음악, 문학, 자연, 에스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남성복 디자인을

선보여 왔다. 대중적인 문화코드와 성적이고 유희적 표

현을 이용한 도발적인 디자인으로 기존에 패션에 접목

하지 않았던 화려한 색채, 과장된 형태, 강렬한 그래픽

을 조화시켜 창의적인 스타일을 완성해냈다. 베이렌동

크의 이러한 경향은 환경, 지구, 자연, 성, 삶 등의 사회

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면의식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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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그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자신의 내면의식을 그래픽 이미지와 슬로건(slog-

an)을 통해서도 제시하였다.

베이렌동크는 현재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 패

션학과 학과장이며 스포츠 브랜드 스카파 스포츠(Scapa

Sports)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83년부

터 2014년 현재까지 30여년간 앤트워프에서 뛰어난 재

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라프 시몬스(Raf Si-

mons), 버나드 윌헴(Bernahard Willhelm), 올리비에 리조

(Olivier Rizzo)와 같은 디자이너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

으며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나갔다(Lacroix,

2011). 그는 옷,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 모델 등에 관

한 정확한 기획과 시스템을 가지고 전시와 컬렉션을 선

보인다. 일관성을 가진 명확한 테마, 스토리 라인, 비전 등

다층적인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독특한 특징과 유

희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Debo, 2011).

본 논문에서는 베이렌동크의 디자인 배경을 2011년

선보인 ‘Dream The World Awake’ 회고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방식의 전시 컨셉인 동화(fairy tales), 외계인

정신(alien spirits), 테크노 크래프트(techno crafts), 변형

(alteration), 종교적 의식(rituals), 작용과 반작용(action &

reaction)의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동화적 상상력

동화는 서사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는 테마로 베이렌

동크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재현된 것과 같은 캐릭

터들을 선보인다. 또한 문구나 슬로건 등에 새겨진 언어

를 이용해 세상을 동화 같은 현실로 바꾸어 유머와 아이

러니로 패션 세계를 바라본다(Teunissen, 2010). 슬로건

과 문구로 제시된 ‘Beauty Big’, ‘Bad Baby Boys’, ‘King

Kong Kooks’, ‘Cosmic Culture Clash’ 등은 그가 자신의

컬렉션 제목으로 사용한 유희적 표현의 언어들이다. 이

러한 동화적 이미지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텍스트들은

그래픽과 프린트를 접목한 시각적인 언어에 만화 캐릭

터들의 목소리를 구현함으로써 이미지 위주의 컬렉션

과는 차별화되는 소통의 메시지를 발현시켰다. 따라서

동화적 상상력을 통해 공감각적 조형표현 방식을 이용

한 새로운 컬렉션으로 창조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한편 베이렌동크는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

의 대립을 통해서도 유머와 아이러니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서부의 도시 오루로(Oruro) 페스티벌의

악마댄스에 나오는 볼리비안의 악마의 마스크 형태, 스

타워즈 영화에 악당으로 나오는 가면을 쓴 무리들, 무

당벌레와 같은 곤충들, 귀여운 형태의 장난감들은 베이

렌동크의 동화적 상상력을 가능케 한다(Debo, 2011).

2009년 25명의 세계적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의 작

품을 선정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반 뵈닝

겐 미술관(Boijmans Van Beuningen Museum)에서 발표

한 ‘The Art of Fashion: Installing Allusions’ 전시에서도

그의 동화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베이렌동크는

그의 관으로 쓰일 약 6미터의 사원 ‘Sarcophagus’<Fig.

1>(SDN, 2009)을 양각적인 방법을 이용해 설치하였으며,

이 관은 그가 죽은 뒤 300년 후에 발견될 예정이다(SDN,

2009). 이와 같은 퍼포먼스는 인간의 성찰에 관한 의식

을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인 삶의 규칙과 틀을 벗어나

동화적인 그래픽과 유머로 해학적 판타지의 세계를 창

조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를 자각하고자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외계인 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는 베이렌동크

의 디자인 영감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구, 성,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명 및 발견될 초자연적이고 영

적인 미래의 세상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베이렌동크는 미래의 외계인의 모습을 민족지학적인

스타일로 새롭게 창조했다(Debo, 2011). 1996년 S/S 컬

렉션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 등

장하는 외계 생명체를 차용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으

Fig. 1. Sarcophagus.

From SDN. (2009). http://samsungdesig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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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연현상과 외계인들의 모습을 티셔츠에 프린트하

거나 외계인들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의 시각적

연출을 통해 민족지학요소와 결합된 상상 속에 존재하

는 외계인의 모습을 등장시켰다. 여기에서 그는 타자(the

other)의 시선으로 접근하여 외계인이 지구의 현상을 의

도적으로 무지한 방법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며, 초

인적이고 영적인 샤머니즘과 더불어 부족적인 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패션 매체에 창의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세

계를 만들어 간다(Debo, 2011). 이와 같이 외계인 정신은

원주민과 미지의 외계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입시킴

으로써 문화에 대한 경계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전달하고 있

다.

3. 테크노 크래프트

베이렌동크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첨단연구소

Starlab 소속으로 새로운 미디어와 나노 전자기술, 줄기

세포, 인공지능의류에 관한 인터랙티브 패션에 관한 수

많은 시나리오를 기획했다(Debo, 2011). Starlab은 미국

의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

tion: 미국항공우주국), 벨기에 정부,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로, 아디다스, 리바이스, 샘

소나이트 등 세계적인 의류업체의 후원을 받아왔다. 또

한 전 세계 28개국에서 60여명의 과학자가 모여 인공지

능, 시간여행, 인공지능의류 등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인터랙션에 대한 베이렌동크의 지속적인

관심은 상업적 라인 ‘W.&L.T.’(Wild & Lethal Trash) 컬

렉션에 잘 나타나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여러 학문분야

가 융합되는 모바일을 상호 연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들

을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W.&L.T. 컬렉션에서 베이

렌동크는 반사성을 지니고 있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

는 섬유, 프린트와 향수가 매치된 향이 나는 섬유, 조명

과 음향효과가 사용된 의류, 공기주입식 재킷 등 인터

랙션 기술이 반영된 고무, 플라스틱, 라텍스를 사용한

최첨단 기술과 공예적 디테일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

다(Debo, 2011).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실제 및

가상의 패션에 대한 혁신적 경험도 제공함으로써 패션

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Healy, 2011). 이와 같이

베이렌동크는 디지털 기술과 장인정신이 결합된 형태

와 소재로 테크노 크래프트의 정교한 기술을 패션에 반

영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냈다.

4. 정체성의 변형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록 스

타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카멜레온 같은 외모

는 베이렌동크의 젊은 시절에 강한 영감으로 작용했다

(Blanks, 2011). 1970년대 독특한 의상과 화려한 분장의

글램룩과 같은 정체성의 변화된 형태가 그의 작업에 중

요한 상상력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이

렌동크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변형으로 고정관

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 추하거나 극단적인 것, 기

이한 행동, 퍼포먼스로 일반적인 규범에 도전한다. 가

령 ‘신체손상(mutilate)’, ‘미적인 테러리즘(aesthetic ter-

rorism)’이라는 슬로건은 베이렌동크가 컬렉션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로(Steele, 2011)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

는 것들에 대해 부정하는 메시지를 함의한다. 다시 말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관습적인 것에

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내재적 감정을 드러낸다. “나

의 미학은 어느 정도 패션 세계를 테러하는 것이며, 이

세계는 일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나는

패션 세계에 폭탄을 던지고 싶었고, 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미학 테

러리스트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내 옷을 사

고 있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리스트 작전

과 같다”(Steele, 2011, p. 139)라는 그의 표현처럼 베이렌

동크에게 패션은 테러리스트의 비판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다. 베이렌동크는 전시회 ‘Fashion 2001 Landed’의

카탈로그의 에디터 뤽 데리케(Luc Derycke)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패션을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신체손상

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

는 ‘극단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패션을 신체를 손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손상’은 ‘몸에 변화를 주

는 것’으로 해석하지 ‘외관을 손상’하는 의미로 보지 않

는다고 말했다(Steele, 2011).

베이렌동크는 상식을 벗어난 독특한 행동과 컬렉션

의 변형을 이용하여 퍼포먼스를 시도한 것으로도 잘 알

려져 있다. 1996년 S/S 컬렉션 ‘Killer/Astral Traveler 4

DHi-D’를 프랑스 파리의 리도 나이트 클럽(Lido Night

Club)에서 120명의 모델과 파티를 여는 형식으로 선보

였으며<Fig. 3>, 1997년 S/S ‘Welcome Little Stranger’

컬렉션은 쇼가 열리는 두 장소 사이의 거리를 모델들이

가로질러 횡단한 후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경험을 제공했다(Kamitsis,

2010). 또한 일반적인 컬렉션 장소를 벗어나 대중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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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관

한 상상력을 자극시켰다. 이처럼 베이렌동크는 규범에

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만의 미학을 가지고 형식에 얽

매이지 않는 변형과 창조를 통해 패션의 실험정신을 추

구한다.

5. 종교적 의식

베이렌동크는 종교적 의식을 원시적인 부족문화(tri-

bal culture)의 형태에서 찾고, 이를 자신만의 고유한 방

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부족들의 성년식, 페티시즘,

S&M(Sadism & Masoch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식

들은(Debo, 2011) 욕망의 물신으로 대변될 수 있는 페티

시 상품을 통해 패션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이나 원시적 부족의 상징적 종교의례에 나타난 의복을

정체성과 성별을 바꾸는 의식과 관계시켜 변화시켰다.

베이렌동크는 의식들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

한다(Steele, 2011). 어린 시절에서 성인으로 변해가는 것

을 구분 짓기 위한 의식, 장례의식 등도 있지만 그는 가

학피학, 가면과 함께하는 의식, 정체성을 바꾸는 의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페티시의 요소들과 연결시

켜 표현한다(Steele, 2011). 특히 몸을 보호하는 라텍스

소재를 이용해 안전한 섹스를 추구하거나 상어 프린트

를 얼굴에 메이크업하여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

낸다. 또한 2006년 S/S ‘Relice From The Future’ 컬렉션

에서는 여러 형태와 색채로 장식된 장신구를 이용해 에

스닉한 부족들의 의식과 관련된 유물들을 선보임으로

써 과거의 전통이 과학기술과 소비주의에 잠식되어가

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표현했다. 베이렌동크의 종교적

의식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오세아니아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 다양한 부족들의 관습과 인류학적 의식

을 바탕으로 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6. 작용과 반작용

사회적 이슈나 논쟁이 가득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베

이렌동크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테마로 그는

관객들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피하지 않

는다(Debo, 2011). AIDS, 생태학, 대량소비주의, 자본주

의, 인종문제 등은 그가 반복적으로 다루는 주제로, 다

른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을 프린트,

슬로건, 컬러를 이용하여 시사적 메시지로 만들어낸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드러내는 것

이 아니라 진보와 변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담아 긍

정적인 형태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현안들

을 의미하는 슬로건을 달고 등장하거나(Debo, 2011), 옷

을 뒤집어 입는 리버시블(reversible) 형태의 옷에 인물

들을 프린트하여 등장시킨다. 또한 여성의 옷에서 볼 수

있는 실루엣을 중성적인 모델에 대입시켜 남성복 컬렉

션에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베이렌동크는 사회에서 나

타나는 문제를 역으로 발상해 패션에 접목함으로써 작

용과 반작용이라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속적으

로 표출하고 있다.

III. Walter Van Beirendonck의 미학

앞서 고찰한 동화적 상상력, 외계인 정신, 테크노 크

래프트, 변형, 종교적 의식, 작용과 반작용의 여섯 가지

카테고리의 디자인 배경과 베이렌동크의 1983년부터

2014년까지의 컬렉션을 창작하는 데 영감으로 작용한

작품의 주제의식을 기준으로, 신체변형, 페티시즘, 인팬

티리즘, 에스노그라피, 팝 아트의 다섯 가지의 예술적

특성을 가진 미적 범주를 도출한 결과를 다음의 <Fig.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학적 기준과 이를 통한 결과 분석의

객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의 중심이 되었던

그의 30년 작품 세계를 회고한 2011년 ‘Dream The World

Awake’ 전시의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문헌에

실린 공신력 있는 이론가들의 담론, 매거진과 신문의

기사, 인터뷰, 회고전시 리뷰에 실린 디렉터의 작품 분

석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Fig. 2. Derivation process of aesthet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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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변형

신체는 원래의 모습이 아닌 해체와 재조립을 거친 추

상화된 형태로 각 부분은 자율성을 지니며 성적인 상징

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상징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는 신체변형(body modification)을 통해 나타난

다. 베이렌동크는 인간의 몸에 대한 대안적인 이미지를

근육질의 보디빌더부터 혈기 왕성한 ‘곰’ 체형의 모델,

섬세한 어린 소년들, 허약해 보이는 일본 여성들, 가상

의 형태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신체의 외형을 넘어

서는 다양한 몸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1998년의 S/S 컬

렉션인 ‘A Fetish for Beauty’에서 등장한 의족이나 죽

마를 사용하는 가늘고 긴 몸의 모델은 성형수술 전 얼

굴이 그려진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Debo, 2011)(Fig. 3).

이는 신체변형을 이용해 아름다움이 조작되어질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수술의 개입과 지능보조

기구가 미래의 인간을 만드는 아바타(avatar)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ebo, 2011).

그는 일반적인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대신에 얼굴과

몸에 인공품이나 보형물들을 이용한 프로스테틱 메이

크업(prosthetic make-up)을(Healy, 2011) 선보임으로써

신체보충과 변형에 관계한 새로운 미의 개념을 도입하

였다. 비슷한 사례로 1998년 F/W 컬렉션에서 팝 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의 얼굴과 몸에 장식한 프로스

테틱 메이크업<Fig. 4>을 들 수 있다. 1998~1999년 ‘Be-

lieve’ 컬렉션에서는 머리에 뿔의 형상을 한 인공보조물

을 부착시킨 모델을 등장시켰다(Fig. 5).

베이렌동크는 성형수술이 미래에 창의적이고 모험적

인 형태로 사용될 것이며 특별한 체형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일,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한

다(Lütgens, 2011). 1997년 ‘Mutilate’에서 그는 자신 몸

을 공룡의 형태로 만들어 인간과 동물이 혼성화된 형태

를 표현함으로써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과 주술적인 힘

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Fig. 6). 또한 2005~

2006년 F/W 컬렉션에서 근육질~남성의 상반신을 묘

사한 부풀릴 수 있는 재킷은 고무, 라텍스, 플라스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해 인플래터블 패션(inflatable fashion)

의 전형을 보여주었다(Fig. 7). 그가 이러한 라텍스, 뿔

Fig. 3. 1998 S/S.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4. Lady Gaga. (1998).

From Bill. (2011). http://blog.exhib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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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인공품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기

능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조형성과 더

불어 인간에게 있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무한한 가능

성을 상징적으로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베이렌동크의 신체변형의 미학은 특별한

정체성과 규범을 가지지 않는다. 시대, 민족, 집단, 개인

에 대한 특성으로 나타난 인종, 나이, 신체, 성별, 타입

같은 사회적인 차이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킴으로써 원

하는 신체를 자신의 취향과 의지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는 미적 자율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그의 작품을 통해 가시

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페티시즘

페티시즘(fetishism)은 원시종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

다. 정신분석학에서 페티시즘은 성적인 대상과 욕망을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도착의 일종이다. 물신주의

자(fetishist)는 자신의 물신적 대상을 보거나 만지면서

성적인 흥분과 환상에 빠진다. 페티시즘은 성애의 대상

에 대한 도착과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한 성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신 분석에서는 성애의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성도착을 설명하고 있다. 앱터와 피에츠(Ap-

ter & Pietz, 1993)는 그의 저서『문화적 담론으로의 페

티시즘(fetishism as cultural discourse)』에서 페티시즘은

20세기 후반의 소비와 관련된 상품문화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소비문화에서 욕구의 대상을 자동차, 텔레비

전 등의 물건을 대용품으로 집착하여 상품의 가치를 과

도하게 보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적 대상을 물건으

로 대체하는 것으로 도착의 일종으로 본다(Kim, 2004).

물신주의자는 자신의 물신적 대상을 보거나 만지면서 성

적인 흥분과 같은 환상에 빠진다. 페티시즘을 현대적 특

성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성형수술, 건강식품, 에어로

빅, 헬스센터, 댄스 등으로 몸 자체가 상품화되면서 스스

로 몸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 의미의 소비대상

인 몸과 패션이 물신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Kim, 2004). 이는 독일의 언어 철학자이자 비평가

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페티시 상품은 패션의 의식을 규정화시킨다”

(Steele, 2011, p. 135)라고 패션과 페티시의 관계를 정의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베이렌동크는 패션과 페티시의 관계를 독특하

게 해석한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되는 그의

Fig. 5. 1998-1999 F/W.

From McCord. (2014). http://www.dazeddigital.com

Fig. 6. Walter Van Beirendonck, Mutilate. (1997).

From Beirendonck. (2000). http://www.walterwanbeirendonck.com

Fig. 7. 2005-2006 F/W (I).

From Corleone. (2012). http://gatdet.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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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특징은 그가 섹스어필을 목적으로 가치를 높이

는 것에는 무관심한 것에 있다. 이는 에로티시즘과 섹

슈얼리티가 패션의 기초이며 패션을 움직이는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베이렌동크는 정치적

이고 사회적인 것들과 연관시켜 성적 정체성을 해석한

다(Steele, 2011). 1989~1990년 F/W 컬렉션인 ‘Hardbeat’

에서 모델들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끈으로 이루어진 라

텍스 부츠, 마스크와 붕대, 페티시 슬로건을 몸에 부착

하고(Debo, 2011) 등장해 첫 페티시 작품을 소개했으며

<Fig. 8>, 1995~1996년 F/W 컬렉션인 ‘Paradise Pleasure

Productions’에서는 신체를 노골적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이 컬렉션은 ‘Rubber Show’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모델

들이 풍선과 바람을 과장되게 주입하여 부풀어 오른 상

태로 등장한다(Fig. 9). 이는 풍선과 같은 섹스돌을 이용

해 몸을 극단적인 섹스판타지의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다. 쇼에 등장한 모델들의 몸은 라텍스 소재로 덮여 졌

으며, 여기서 라텍스 소재는 페티시즘 그 자체를 상징한

다. 피부와 같은 라텍스는 몸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안전한 섹스를 상징한다. 안전한 섹스의 성적 자극은 베

이렌동크의 패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특성 중의 하나

이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뜻하는

소수의 커뮤니티 LGBT의 성적 행위를 이슈화시킴으로

써 페티시적 요소를 이용한 정체성과 가학피학증을 전

달하는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

2008년 S/S ‘Sex Clown’ 컬렉션에서 남성 모델들은

발톱에 장식을 하고 샌들에는 성적 표현을 과장한 새로

운 형태의 액세서리를 부착했으며, 다양한 컬러의 부드

러운 니트 소재로 만들어진 브래지어, 보정속옷, 코르

Fig. 10. Sex Clown, 2008 S/S.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8. 1989-1990 F/W.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9. 1995-1996 F/W.

From Mondino. (2011). pp. 14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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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부르카, 남근이 달린 종이로 만들어진 헤드 드레스

를 입고 마치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처럼 등장했

다(Fig. 10). 이러한 표현들은 패션을 에로티시즘과 섹스

어필의 요소로 보여주기 보다는 페티시적인 실험적 착

장을 통해 성적인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몸 자체가 상

품화되고 스스로 몸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소비의 대

상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아프리카 말리의 꼭두각

시 인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아프리카 원시종교의

영적인 힘을 모티프로 하여 가시적인 대상에 대한 숭배

와 관심을 페티시즘으로 극대화시킨 것이다. 베이렌동

크는 “옷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페티시적인 것들이 존

재한다”(Steele, 2011, p. 138)라고 말한다. 베이렌동크의

페티시는 에로틱 판타지 맥락 안에 존재하지만 성적인

대상을 원시적인 종교의식들과 연결시켜 특별한 상상

력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들로 나타난다

고 볼 수 있다.

3. 인팬틸리즘

후이젱가(Huizenga, 1968)는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

화는 원시적 유희 충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희는 진

지함이 아닌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재미와 자

유로움을 제공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유머를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의 해

방감이라 정의하였다(Ha, 1994). 다시 말해 유머는 성인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오락의 행위라 볼 수 있다.

베이렌동크는 패션을 유머를 위시한 유희적 표현을 사

용해 정서를 치유하는 형태로 나타내며 동화와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인형을 이용해 인팬틸리즘(infantilism)을

보여준다. 인팬틸리즘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어린애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연령이 성인에 달한 후에도 육체

적 ·정신적으로 소아기 상태 그대로 발육이 정지된 상태

인 유아증을 의미한다. 베이렌동크는 1999~2000년 F/W

컬렉션에서 언론석으로 배정된 패션쇼의 좌석을 장난감

과 인형으로 채웠으며(Debo, 2011), 만화 캐릭터인 ‘Puk

Puk’<Fig. 11>의 목소리를 통해서 언어유희와 언어적 빈

정거림을 감각적으로 들려주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자

들의 문장 만들기 놀이인 ‘카다브르 엑스키(cadavre ex-

quis)’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각자가 다른 참가자

들의 작업을 알지 못하더라도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소통이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공동으로 하나의 작업을 이어가는 놀이 형태를 말한다

(Debo, 2011). 베이렌동크는 컬렉션에서 단어 게임과 유

사한 기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과정 자체에

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예상치 못한 스토리 라인으로 발전시킨 사례

로 볼 수 있다. 베이렌동크는 2005~2006년 F/W 컬렉션

에서 고슴도치와 사랑에 빠진 동화 속 인형 풍선에 관한

이야기를 등장시켰다. 인형 풍선은 사랑스럽고 귀여웠

지만 그들의 사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

극적이었다. 인형 풍선의 드레스는 탈부착 가능한 솜으

로 채워졌다(Fig. 12). 고슴도치와 인형 풍선에 나타난

소재의 대비는 불가능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컬러의 톤과 패턴의 변화를 이용해 감정, 어두

움, 판타지를 표현했다.

베이렌동크는 컬렉션마다 코믹 스트립의 정교한 판타

지의 세계를 유머를 사용해 연출한다. 1996년 S/S W.&

L.T. ‘Killer/Astral Travel/4D-Hi-D’ 컬렉션에 등장한 ‘Blow

Job’, ‘Terror Time’의 로고가 새겨진 슬로건과 ‘곰’ 모양

Fig. 11. 1999-2000 F/W.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12. 2005-2006 F/W (II).

From Debo. (201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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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일론에 프린트한 마스크 형태는 헬륨 풍선으로 부

풀려져 마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연상시켰다(Fig.

13). 2010년 S/S 컬렉션인 ‘Wonde®’에서는 곰과 같이

생긴 가면을 씌웠다(Fig. 14). 또한 쇼의 피날레에는 수

염과 몸에 털이 있는 그와 비슷하게 생긴 곰과 같은 모

델들을 등장시켰다. 이들은 모두 건장한 남성들로 속옷

에 니 삭스(knee socks)만을 신고 나타났으며 모델들의

사타구니에는 ‘W’라는 빨간색 로고의 장식이 있었다

(Debo, 2011)(Fig. 15). 또한 2006~2007년 F/W ‘Stop Te-

rrorizing Our World’ 컬렉션 ‘Bearman’에서는 곰 형태

의 외투를 입고 등장해 마치 귀여운 곰 인형이 캣워크

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Fig. 16). 이렇듯 베이렌

동크는 자신의 컬렉션에 곰의 형태를 등장시키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표현은 유머러스한 장난에 가까운 성격

으로 동화 속 곰은 중간적인 자아와 모호하게 열려있는

주제(subject)로 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그는 곰을 등장시키는 것 외에도 동화 속 이야기에 캐

릭터를 창조해내는 것에서도 자유롭다. 2010~2011년

F/W ‘Take a W-Ride’ 컬렉션에서는 동화 속의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소녀가 큰 모자를 쓰고 동물을 타고 있는

듯한 형태의 스커트를 선보여 착시적인 세계를 연출했

다(Fig. 17). 또한 2009년 S/S ‘Explicit’ 컬렉션에서는 에

덴동산에 등장하는 아담의 수염을 나뭇잎 형태의 플라

스틱과 고무 소재로 제작하였고(Blanks, 2011), 몸에는

동물의 이미지를 PVC 소재에 컬러 그래픽으로 표현하

여 형태와 소재의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냈다(Fig. 18).

‘Super Natural Bag’에서는 핸드백에 곰 형태의 헬멧을

착용한 자신과 닮은 캐릭터 풍선을 부착하여 재미를 더

했다(Fig. 19).

Fig. 13. 1996 S/S.

From Stoops. (2011). p. 43.

Fig. 14. 2010 S/S (I).

From Debo. (2011). p. 17.

Fig. 15. 2010 S/S (II).

From Debo. (2011). p. 17.

Fig. 16. 2006-2007 F/W (I).

From Debo. (2011). p. 26.

Fig. 17. 2010-2011 F/W.

From Fashion Scout >>

Mad hatter's fashion party!

(2010). http://www.los-list.com

Fig. 18. 2009 S/S.

From Voltage. (2011).

http://hautevoltage2.

blogspot.kr

Fig. 19. Super Natural Bag.

From Super Natural Bag

- Walter van Beirendonck. (2008).

http://www.thisnex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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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S/S ‘ZulupaPUWA’ 컬렉션에서는 만화가 에

릭 돈트(Eric D'Hondt)와 그래픽 디자이너 폴 부덴(Paul

Bouden)과 협업을 통해 화려한 형태의 만화와 장난감

그래픽을 완성해냈으며, 키즈 라인을 런칭하여 어린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Fig. 20). 또

한 동화 ‘개구리 왕자’의 캐릭터를 차용하여 머리를 빨

간색 바탕에 흰색의 도트 패턴으로 칠하고 그 위에 왕

관을 쓴 개구리를 그려 넣었으며<Fig. 21>, 2013년 ‘Dr-

eam The World Awake’ 포스터에는 자신의 모습을 귀엽

고 장난스러운 캐릭터로 새롭게 창조해냈다(Fig. 22).

또한 이러한 그의 각기 다른 장난감 컬렉션들은 ‘Dream

The World Awake’의 ‘Walter's Wonderwall’에 60미터 크

기의 이미지, 슬로건, 오브제, 비디오들의 콜라주로 패션

쇼 영상과 함께 나란히 놓여졌다(Debo, 2011).

이처럼 베이렌동크의 인팬틸리즘 미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의외적인 발상과 장난스러운 성격의 위트 있는 행

위로 나타난다. 또한 동화나 만화 속 캐릭터가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그려져 유머러스한 형태

와 유희적 감성으로 표면화되지만, 그 내면에는 현대인

의 감성이 부족한 소외된 삶에 관한 은유와 풍자가 존

재한다.

4. 에스노그라피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는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다양한 문화현상 등 사회조직 전반에 관한 내용

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자료로 민족지학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Doopedia, 2014).

베이렌동크는 성, 계급, 인종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정체성이 인간의 제도와 지식체계에

의해 범주화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Zulu), 아프리카 원주민 푸에블로(Pueblo

Kachinas), 공상과학 영화 ‘스타워즈(Star Wars)’, 컬트 영

화 ‘시계태엽 오렌지(A Clockwork of Orange)’는 베이

렌동크의 작품에서 예술, 문화, 민족지학적 영감을 얻

기 위해 사용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누바(Nuba)의 시

각적인 언어와 장식은 마사이(Masai), 줄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은데벨레(Ndebele)의 특징을 결합한 작품들로

1988년 S/S 컬렉션 ‘Un Autre Monde’에 소개되었다(De-

block, 2011). 그는 아프리카 부족들의 퍼포먼스나 페스

티벌에서 보여주는 메이크업을 독특한 컬러의 대비와 텍

스처를 이용해 에스닉한 스타일로 희화화했다. 2001년

‘Mutilate’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부족들의 관습과 역사

를 통해 선보여진 변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2008년 S/S ‘Sex Clown’ 컬렉션에서는 아프라카 말리

의 꼭두각시 인형에서 영감을 받은 남근이 달린 모자를

쓰고 등장해 페티시로서의 성을 표현하였다.

베이렌동크는 2004~2005년의 F/W 컬렉션 ‘Cloudy St-

ars’와 2005년 S/S 컬렉션 ‘Supernatural’ 이후로 인류와

영적인 세계 간의 샤머니즘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부족적인 의식들에 대한 관심을 명백히 드러냈으

며, 2009~2010년 F/W ‘Glow’ 컬렉션에서는 모자 디자

이너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와 협업으로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적인 문양을 이용한 에스닉 스타일의 튜브

Fig. 20. 2012 S/S.

From Groetjes. (2012).

http://thefreinetdesigners.

wordpress.com

Fig. 21. Beirendonck.

(2013) (I).

From Lauf.

(2011). p. 72.

Fig. 22. Beirendonck. (2013) (II).

From Walter Van Beirendonck:

Dream the world awake. (2013).

http://www.designhub.rmit.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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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선보였다(Fig. 23).

2011~2012년 F/W 컬렉션 ‘Hand on Heart’에서는 아프

리카 부족의 샤머니즘 의식을 담은 무당의 망토, 파푸

아뉴기니(Papua New Guinea)의 방패 형태, 자연적 소

재의 질감, 아프리카 원주민 헤어스타일 등을 밝고 화

려한 컬러를 가진 클래식한 스타일의 재킷과 보타이에

결합하여 그만의 스타일로 창조하였다(Fig. 24). 밀짚,

야자 섬유, 비즈 공예, 아플리케, 자수 장식을 사용하여

에스노그라피 스타일의 특징을 살렸으며, 아프리카 부

족의 성년식에서 페티시즘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흑인 모델들의 얼굴에 상어 모양이 프린

트된 메이크업을 연출했다(Debo, 2011)(Fig. 25). 이러한

특징은 ‘Dissections’ 컬렉션에서도 이어진다. 옷에 드릴

로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옷을 해부하였고, 이를 통해

옷의 다양한 레이어를 노출시켰다. 2014년 F/W 컬렉션

‘Crossed Crocodiles Growl’에서는 미국의 인디언 의상

과 스티븐 존스가 제작한 ‘Stop Racism’<Fig. 26>을 선

보여 인종차별과 대량 학살된 토착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상도 드러냈다(Porter, 2014).

이와 같이 베이렌동크는 전통적 규범에 존재하는 방

식들을 재배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정형화되어 있는 표

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함의한 작업들을 선보이

고 있다. 또한 특정한 모티프, 상징, 형태들을 이용해 현

대패션의 맥락 내에서 에스노그라피의 미적 특성을 표

현한다.

Fig. 23. 2009-2010 F/W.

From Coutorture. (2009). http://www.waltervanbeirendonck.com

Fig. 24. 2011-2012 F/W (I).

From Lucie. (2014). http://collectiftextile.com

Fig. 25. 2011-2012 F/W (II).

From McCord. (2014). http://www.dazeddigital.com

Fig. 26. 2014 F/W.

From Staff. (2014). http://www.kidsofd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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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팝 아트

팝 아트(Pop art)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만들어내

는 대중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1954년 영국 출신의 미

술 평론가이며 뉴욕 구겐하임 큐레이터인 로렌스 알로

웨이(Lawrence Alloway)가 최초로 사용하여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미술의 작품 활동까지의 범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Smith, 1981). 팝 아트의 이미지는 브랜드, 광

고, 만화, 사진, 영화 등 대중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으

로, 대중적인 것을 수용하는 현대인의 감수성을 의식화

하며 시사성과 단순한 감각적 오락이라는 양면성을 지

니고 있다(Wikipedia, 2014).

베이렌동크는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팝 아트 패션의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량소

비문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과

정보로 브랜드의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다. 그는 상업적

인 것만을 추구하는 패션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

와 같은 패스트 패션과는 협업하지 않는다(SDN, 2009).

또한 소비자를 위한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것은 순수한

컨셉을 만드는 방식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현

존하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Judah, 2011). 예를

들어 2004년 S/S와 2005~2006년 F/W에 선보인 자수 기

법의 팔찌시계(watch bracelet)는 스위스 브랜드 롤렉스

(Rolex)의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럭셔리 소비주의에 대한

철학을 드러냈다(Fig. 27). 2006~2007년 F/W ‘Stop Te-

rrorizing Our World’ 컬렉션에 등장한 Mr. Greed<Fig.

28>는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 폭력과 전쟁을 의미하는

부시 대통령, 패스트푸드 산업을 대표하는 맥도날드의

상표인 ‘M’을 반전시킨 베이렌동크의 이니셜 ‘W’, 코카

콜라(Coca-Cola) 로고 형식을 이용한 ‘Capitalism’ 슬로

건 등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대량소비문화에 대한 비판

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2007년 F/W에 선보인 ‘Miss Amazon’<Fig. 29>

에서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유명 디자이너의 주얼리

를 착용한 팝 가수 마돈나(Madonna)의 얼굴 프린트와

부패된 신체와 노출된 뼈로 튀어나와 있는 몸과 다리의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생태 및 환경문제를 다

Fig. 27. 2004 S/S.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28. 2006-2007 F/W (II).

From H. S. Kim. (2011). http://

designblog.rietveldacademie.nl

Fig. 29. 2006-2007 F/W (III).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Fig. 30. 2006-2007 F/W (IV).

From Hapsical. (2011).

http://hapsical.blogsp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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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Debo, 2011). 또한 ‘Mother Earth’<Fig. 30>에서

는 검정색 슈트에 사회문제에 관한 슬로건을 아이코닉

한 배지(badge) 형식의 컬러 패턴으로 선보였다. 이와 같

은 사례들은 상업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대량소비문화

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나타낸 것으로, 감각적이고 유

머러스한 팝 아트 기법을 사용하여 희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렌동크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상품법칙

에 종속시킨 브랜드의 상업성을 이용해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와 이슈에 맞서지만 진보와 변화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는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미적으로 차용하여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디자이너와 차별화되는 자신만

의 새로운 팝 아트를 선보임으로써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현대패션에는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와 예

술적 코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

는 차별화된 전략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은 사

회 전반의 영역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태, 소재, 컬러

의 독특한 차별화된 스타일링을 통해 미학을 창조해가

는 패션 디자이너 발터 반 베이렌동크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베이렌동크는 패션의 본질적인 요소인 덧

없고 일회성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패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동화의 세계, 외계인 정신, 테크노 크래프트, 변형,

종교적 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을 표현하

였다.

베이렌동크의 미학적 특성은 첫째, 신체변형으로, 완

벽한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인종, 나이, 신체 등의 해체

를 통해 몸에 대한 대안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규범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신체를 자신의 취

향과 의지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미적 자율성과 인간

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둘째, 페티시즘은

성의 정체성과 가학피학증이라는 페티시적 요소를 결

합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패션에

관한 상상력에 관한 의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팬틸리

즘을 통해 화려한 그래픽의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키

털트적인 감성과 동화 같은 스토리를 배치해 어린아이

와 같은 성인의 모습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여 현대인의

삶을 은유하고 풍자하였다. 넷째, 에스노그라피에서는

민족지학적인 영감을 표현하기 위해 아프리카 부족들의

퍼포먼스나 페스티벌에서 보여주는 메이크업을 사용하

여 서로 혼합하고 재사용하였다. 다섯째, 팝 아트를 통

해 대량생산과 대중매체에 나타난 브랜드의 상징과 기

호를 패션에 적용하여 대량소비중심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팝 아트가 가진 패러디적인 표현과 감각적이고

유머러스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결합하여 패션과 팝 아

트의 관계를 그만의 방식으로 환기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관한 총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베이렌동크의 미학은 첫째, 환경, 지구, 자연, 삶,

인종, 성 등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

발한 동시대의 현상에 관한 그의 휴머니티와 조화에 대

한 해석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 컬러,

패턴, 프린트, 스타일링을 사용하여 인간의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희

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미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이

슈나 논쟁을 비판적 메시지로 결합하여 패션의 영역을

상상과 현실의 경계와 예술의 장르별 구분을 무너트린

종합예술(gesamtkunstwerk)의 영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현대패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가능성

과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넷째, 패션을 통해 인간의 본

연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공격적이고 과감한 형태의 독

창성과 혁신적인 창조력을 기반으로 사회의 인간의 정

체성, 인종문제, 생태학, 대중소비주의에 대해 거론하며

이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자신만의 긍정적인 미학적 태

도와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이렌동크의 디자인 미학은 철학적 창조

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패션 디자이너와 차별화되는 일

관되고 지속적인 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 자

체에 창조적 미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열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패션이 트렌드로서 상업

성이 중시된 현 시점에서 패션과 예술의 작용과 반작용

의 진화를 통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창조적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베이렌동크의 미학적 특성을 각각의

개별 연구로 진행하여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진 그의 작

품과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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