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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들뢰즈의 신체 미학을 바탕으로 탈영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의 작품 속에 내재 
되어있는 시각화특징이 히스테리, 형상화. 신체분해, 동물-되기 등 4가지 특성으로 신체 개조, 즉 패션조형화, 예술화 
됨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히스테리는 패션 디자인에서 의상의 변형과 과장이 주는 강렬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둘째, 형상화가 패션에서의 표현은 가면이 얼굴을 제거하거나 의상구조 등은 얼굴을 희미하게 해주는 두 가지 
분야다. 이는 신원의 약화와 의상 및 신체를 돋보이게 한다. 셋째, 신체 분화는 의상의 구조 해체와 재구성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표현한다. 넷째, 동물-되기는 동물 그림의 활용과 사람과 동물 사이의 이질적인 연결에 따른 형체 
돌연변이를 보여줌으로써 신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기관 없는 신체, 들뢰즈, 신체미학, 탈영토화, 패션대학, 졸업 작품

Abstract  Based on Deleuze's body aesthetic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deterritoraliazation', this 
study makes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modern fashion design modeling by four visual 
characteristics: hysteria, visualization, body segmentation and becoming animals. First, hysteria 
embodies the strong visual effect brought by the deformation and exaggeration of clothing. Second, 
visualization in fashion shows the elimination or ambiguity of faces, representing the weakening of 
identity and the prominence of clothing and body. Third, body segmentation represents the 
d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clothing, and a new way of thinking, as well. Fourth, 
becoming-animals are manifested in the physical mutation caused by the heterogeneous connec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which brings about the possibility of rethinking the body.
Key Words : Body without organs, Deleuze, Body aesthetics, Deterritorialization, Fashio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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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정보화 가상시대의 오늘날, 지식경제와 하이테크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되고 소비문화의 영향에 의해 모든 물건
들이 복제가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적 감각이나 감정, 정서는 복
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간들의 신체적 감각의 차별성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창조의 영감을 일깨운다. 생리학 
영역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창의력은 뇌에서 오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그 자체와 신체적 감각에서 비롯
된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각에 비롯된 경험과 
행동들이 창조적 잠재력으로 바뀌고 창의력을 키워준다. 
인간의 몸에 대한 예술창조는 신체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고, 신체의 내적인 충격을 이겨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과 예술에서는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한 욕망하
는 몸, 파편화된 몸, 기관 없는 몸, 모호한 탈경계의 몸 
등이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1].

신체는 20세기 서양 철학의 변형을 위한 중요한 주제
이자 서양 미학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신체는 본 연
구에서 단지 생물학, 생리학, 해부학적 의미의 유기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활에 개입해 감
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몸이다. 서
양 철학사에 의하면 몸과 영혼의 관계는 언제나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 플라톤주의, 기독교, 계몽 이성주의에
서 과학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신체는 항상 영혼의 굴레
로 여겨져 왔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저해
한다. 19세기까지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와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를 시작으로 몸은 철학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20세기에 이르러 몸은 이 시기 프랑스 철학의 중
심이 되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1901-1981)은 
인간의 신체를 거대한 욕망의 기계라고 생각했고,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1908-1961)는 
신체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
고,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1929-2007)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소비 사회에서의신체의 구체화를 분
석하였는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1926-1984)
는 역사의 계보에서 '훈련받은 신체'(disciplined 
bodies)를 분석하였다. 들뢰는 니체의 '권력의지'라는 개
념을 따랐고, 차이와 힘의 연속으로 생겨나는 세상을 원
했는데, 창조적으로 욕망(desire), 리좀(rhizome), 강도

(intensity), 생성(becoming),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등의 개념을 몸에 도입하여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들뢰즈는 니체의 신체 철학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
라, 프랑스 철학자 중 신체를 가이드로 삼아 철학을 회화
예술로 이끈 포스트모던 혁명적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기
도 하다. 들뢰즈의 신체 미학은 우리에게 인간의 신체적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이 또한 오늘날 인간
들의 신체적 감각의 차별성 존재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예술에 대한 깊은 
해독과 힘찬 회화 생성 운동을 강조하며 무기관 신체라
는 개념을 베이컨의 작품과 교차하였다. 들뢰즈는 기관 
없는 신체는 장기가 없는 신체가 아니라 고정된 조직이 
없는 몸체, 즉 그것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규범화되며 
기호화와 주관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신체이고 분해고 
분화되고 또 비지역화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할 수 
있는 몸체이다[2]. 이런 재건 역량은 들뢰즈에 의해 탈영
토화(deterritorialization)라는 의미를 부여받았고, 들
뢰즈의 철학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이 됐다. 탈영
토화는 들뢰즈의 성숙한 정치철학의 핵심이자 정신분석 
이론의 중요한 기둥일 뿐 아니라 기관 없는 신체의 표현 
형식이기도 하다. 들뢰즈의 탈영토화 개념은 해체라는 의
미에서 창안된 것으로 전통적 타파를 의미하며, 자크 데
리다(Jacques Derrida,1930-2004)가 지적한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에 대한 저항이자 신체적 권위 
해소에 대한 행동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 분야에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탈영토화 표현은 신체나 의복의 해체를 통해 표
현할 수 있다. 들뢰즈의 철학적 사상을 연구하는 국내외 
논문과 패션 디자인에서의 해체주의 운용에 대한 연구 
자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의 철학적 사상을 해
체주의와 결합하여 이를 기초로 한 패션디자인 작품 분
석 연구는 거의 없다. 이것은 현재 패션 연구 분야의 공
백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들뢰즈의 신체 미학이론
의 개념을 패션 예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며, 이 개
념은 사상적 출처와 현실적 의미, 그리고 미래 시사점을 
포함하고 패션의 발달사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현
대 패션 예술 이론의 구성과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해체주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적인 패션대학교인 영국왕립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교,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의 졸업 작품
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 세 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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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각 학교 별로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에 다소 차이
가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디자인이 감각적이고, 각각의 
작품에 디자이너의 철학적인 사유를 담도록 유도하는 공
통점이 있다. 또한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의 학생들은 졸
업패션쇼에서 본인들의 창작물을 발표함에 있어서, 상업
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패션 현장의 실무 디자이너
보다는 상업성을 다소 배제한 순수한 작품미를 창의적인 
의상디자인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여과 없이 드러낸다. 
때문에 기성복보다는 아트웨어 위주의 작품이 많다. 즉  
패션에 표현되는 질 들뢰즈의 미학 이론을 적용하고 연
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들뢰즈의 탈영토화 기관 없는 신체 이론에 대한 바탕으
로 세계 3대 패션스쿨이라고 불리는 영국왕립예술 대학
교(Royal College of Art, RCA),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교(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CSM ,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Fine Arts)의 지난 3년간(2017-2019)의 
졸업 작품에서 나타난 탈영토화된 기관 없는 신체 이론 
하의 신체적 특성과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바탕
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미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경향
을 탐구하고, 현대 디지털 시대의 신체미학에 대한 새로
운 표현방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이론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들뢰즈의 신체 미학이 현대 패션 디자인 작품
에서 구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에
서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강도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 분야에서의 기관 
없는 신체의 응용과 구현과 들뢰즈의 철학적 언어 환경 
속에서의 현대 패션의 발전과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 연구 자
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들뢰즈의 철학 서적을 수집하
고 읽었다. 들뢰즈의 이론 연구 자료가 너무 많기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들뢰즈의 철학 사상에서 기관 없는 신
체론과 탈영토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국내외 논문, 단
행본, 저서 및 신문취재 등의 자료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둘째,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의 기초에서 패션 예술분야
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실증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현대 해체주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 3대 패션스쿨
(영국왕립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 학생들의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졸업 작품을 조사·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분석대상인 패션대학교 선정은 패션전

문사이트인 패셔니스타(FASHONISTA),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그리고 세계 패션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인 BOF(the business of 
fashion)의 최근 5년간 세계 예술 디자인 대학 순위 데
이터를 근거로 하였다. 우선 FASHONISTA에서 집계한 
세계 최고 패션 대학 순위에서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
술대학은 줄곧 1위를 차지했고, 영국 왕립예술 대학교와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가 10위권을 유지하였다. 다음으
로 QS 세계예술디자인대학 순위에 따르면 영국 왕립예
술대학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가장 영
향력 있는 패션 사이트로 꼽히는 BoF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부 및 대학원생 패션디자인 
전공 순위에서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과 영국 
왕립예술대학교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앤트
워프 로열 아카데미도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
는 BOF가 1년 동안 대학 순위 선정을 정지하였고, 2019
년부터 BOF와 FASHIONISTA의 두 사이트에서는 선발
된 패션 대학의 랭킹 선정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을 선정해 소개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들뢰즈의 탈영토화의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한 해체주의 의상 구현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종합하
여, 서로 다른 디자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이너 
육성 목표가 각기 다르면서도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대
학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패션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그리고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의 패션대학을 조사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해당 패션 스쿨에서는 패션을 예술로 승
화시키는 표현력과 함께 디자이너의 휴머니즘적 의사표
현을 중시하는 패션디자인 대학이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3개 학교의 홈페이지와 3개 학교 
졸업 작품이 소개된 패션전문사이트(아츠(ARTS), 보그
(VOGUE), 원그래너리(1GRANARY), 나우패션
(NOWFASHION),데이즈드디지털(DAZEDDIGITAL)에
서 총 1,399점의 졸업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여 조사·분
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들뢰즈의 신체미학과 표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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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들뢰즈의 신체미학: '기관 없는 신체'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 프랑스어 원

문은 Corps sans organs이고 들뢰즈는 욕망(desire),  
리종(rhizome), 강도(intensity), 기계(machine), 생산
(production) 등 개념들을 신체에 도입해 제시하는 개
념이며, 들뢰즈 신체 미학의 핵심 개념이다. 기관 없는 신
체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기관 없는 신체는 자유의 몸이다. 기관 없는 신
체라는 것은 신체에 아무런 기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거나 
신체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
다[3]. 즉,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
정한 기관으로 분화되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그것은 몸이 가지는 욕망의 강도에 따라 무엇이로든 될 
수 있는 일시적, 순간적인 상태를 말한다[4]. 기관 없는 
신체의 상태에서 신체는 유기조직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
관들의 구분이 더 이상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
능성들로 충만해 자유로운 생명강도로 변화한다[5]. 다시 
말해,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과 대립하지 않고 고정된 기
관과 대립하며, 고정된 기관은 유기체와 대립하고, 신체
는 유기체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신체는 더 이상 생리학적 장기로 구성
되지 않고 미학적 의미의 범주에 들어간다.

둘째, 기관 없는 신체는 긍정적인 욕망이 가득한 몸이
다. 들뢰즈와 가타리(Félix Guattari, 1930-1992)는 세
계의 생명현상을 욕망, 기계, 생산이라는 3가지로 구성한
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기계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 즉 욕망기계(desiring-machine)인데, 이 욕망기
계는 끊임없이 욕망을 생성하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의 
캐리어(carrier)기 때문에 기관 없는 신체는 욕망의 기계
적 작용의 결과이다. 욕망기계는 들뢰즈가 프로이드
(Sigmund Freud, 1856-1939)의 리비도(libido) 개념
과 마르크스주의(Marxism)의 노동력(labor-power) 개
념을 결합해 만든 이론이고 들뢰즈의 신체미학 이론의 
중요하게 지탱한다[6]. 기관 없는 신체는 추상화된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질료이며 내용, 형식, 실체 등의 탈코드
화, 탈영토화 작업을 통해 무수한 욕망을 생산해 내는 것
이다[7]. 또한, 들뢰즈는 욕망기계의 기초에 '정신분열증'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결코 전통 의미의 
의학 용어가 아니라 욕망 생산이 누적되어 일정한 극점
에 도달하면서 생기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이다. 즉, 
기관 없는 시체의 성숙한 상태이다.

셋째, 기관 없는 신체는 적당한 강도를 생성하는 몸이
다, 들뢰즈는 기관 없는 신체는 힘이 센 모체(母体)이고, 
최적 강도는 '0'이라고 하였다. 기관 없는 신체의 형성 과
정은 유기체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강도를 생성하는 과정
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기관 없는 신체는 그 강도에 따라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full body without organs)와 
'텅 빈 기관 없는 신체'(empty body without organs) 
그리고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cancerous body 
without organs)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만 들뢰즈의 신체 미학 언어 환경 아래 이
상적인 신체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신체는 완전히 탈영
토화 되어 적당한 강도에 관통하는 생기로 가득 찬 신체
로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신체로, 예술 창작과 조형 형태
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2 '기관 없는 신체'의 표현형식: 탈영토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따리(Felix Guattari)가 창조해낸 
철학용어이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이
디푸스의 영토화의 대립에서 생성되었다. 영토화는 자크
라캉( Jacques Lacan)이 최초로 창조했고 유아기적 성
욕성의 성숙과정을 표현하며, 욕망의 흐름을 억압하고 통
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8]. 해석학의 의미상에서 들뢰즈
는 영토화의 개념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억압과 통제를 벗어나고 로고스 중심주의의 통일성과 고
정화에 대한 저항이다. 탈영토화는 다중 언어환경과 연관
되고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들뢰즈의 
저서중 '자본주의 생상방식', '문화언어', '지리철학'등 문
화예술 내용들로 욕망을 해석했다. 본 연구는 주요하게 
들뢰즈가 신체미학 어경속의 예술 영역중 내포된 탈영통
화의 함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신체미학중, 풍만한 기관 없는 신체는 충분
한 창조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기관 없는 신체의 최
적의 상태이다. 탈영토화의 대상은 곧 기관 없는 신체이
다. 풍만한 기관 없는 신체를 원하면 기관 없는 신체이외
의 유기조직(organism), 대표성(significance), 주체성
(subjecctivity)들을 벗겨내야 하며 신체를 풀어주고 구
조를 재조립해야 한다. 이러한 욕망을 풀어주는 과정이 
신체의 탈영토화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유기체 층위에
서 모든 가능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탈영토화 운동과 
가능한 탈출선을 발견하여 비유기체가 유기체에 대해 하
나씩 해체구조를 가지게 함으로써, 기관 없는 신체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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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없는 신체는 분절되고 파편화
되며 절단되어 분자화된 기계들을 재배치, 대체 등 탈영
토화와 탈코드화의 방법으로 연결되어 욕망을 재생산한
다[9].

들뢰즈와 가따리는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예술의 목표는 탈영토화에 있다'고 했
다[10]. 탈영토화는 전통을 깨는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이런 사고방식은 서로 다른 언어에 이식
되어 그 의미와 효력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예술분야에
서는 어떠한 예술이든 전체적인 상상과 재현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한다. 들뢰즈가 보기에 모든 사상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상의 동질화를 피하는데, 이러한 사상
의 동질화를 벗어나야만 창조적인 탈영토화를 할 수 있
고, 자신의 원초적인 사유의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다
[11]. 따라서 탈영토화 사고방식은 들뢰즈가 문화예술과 
철학적 문제구성의 내적인 요소가 되었다. 예술과 디자인
의 창조과정은 동일성을 거부하고 차별성을 창조하며 사
고와 창의력을 발산하는 과정이다. 탈영토화 사고에 의해 
예술디자인의 생산능력이 인정받게 되고, 예술창작의 다
양성을 이용하여 신체와 예술간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
술창작은 곧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territorialize 
– deterritoralize - reterritoralize) 과정중 새로운 시
도와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며 보편적인 주체의 이미지에
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독특하고 단일하며 특이한 
것을 중시하고 변형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다[12].

2.3 들뢰즈의 신체미학의 예술 표현 특성
<감각의 논리(logic of sensation)>는 들뢰즈의 유일

한 회화예술을 분석한 저작이다. 들뢰즈는 신체미학에서 
출발하여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으로 베이컨의 작품을 
분석했고 베이컨의 작품에서 기관 없는 신체의 운용과 
설명을 알 수 있었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은 20세기의 마지막 화가로 평가받는다. 베이컨의 작품
은 변형된 인물형상, 뒤틀린 신체 동작, 자극적인 날 것의 
이미지와 감미로운 색채로 일종의 센티멘털리즘에 호소
하는 선세이션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리는 눈으로 그
림을 감상할 때 눈이 시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지만 
베이컨의 작품에서는 고정기관으로 존재하는 눈의 기능
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관으로 대체해 그림
을 감지하는 모든 신체적 기관이 눈이 된다. 들뢰즈는 이
성주의 전통에 따른 '재현론'은 화가의 창조와 표현의 자

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인정받는 화가는 눈에 보이는 것
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형성된 고정된 
이미지를 제거하고 실제 창작 과정에서 돌연변이와 변형
을 일으켜 그 느낌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
이컨의 회화를 분석하여 돌뢰즈의 신체 미학적 관점에서
의 시각적 예술표현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순자는 들뢰즈의 감각적 논리로부터 들뢰즈의 이론
을 베이컨의 작품 분석에 작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속에 비정형 신체 표
현을 히스테리(hysteria), 돌발흔적(diagram), 신체분화
와 재구성(segmentation), 동물-되기(becoming 
animals)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13]. 이명순은 
인간의 감각과 감각활동 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감각
표현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
해 작가는 어떤 사고와 과정을 거쳐 미지의 세계로 향하
는 길을 찾는 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과 질 들뢰즈의 
해석을 기반으로 형상, 윤팍, 아플라 그리고 7 Reece 
Mews의 4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14]. 최정화와 최유진
은 베이컨의 회화 작품 중 얼굴 해체를 조사 하였고, 이를 
기초로 흐리게 하기(bluring), 제거하기(elimination), 
왜곡하기(distortion), 분화하기(division)의 네 가지 측
면에서 2000년 이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난 얼
굴 해체를 분석하였다[15]. 이지현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기반의 
신체 변형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체 변형의 관점에서 
현대적 패션 신체변형 현상을 신체외족, 신체 파편화, 신
체 혼성 모방, 신체 추상화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6]. 
권정숙은 들뢰즈의 후구조주의 특성으로부터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을 혼성적 종합, 비실체의 형상화, 감각의 다
양한 충위, 유기적 생성의 공간의 네 가지 각도에서 분석
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본인의 선행연구인 들뢰즈
의 기관 없는 신체와 탈영토화 이론을 결합하여, 히스테
리, 형상화, 신체분화와 동물-되기의 네 가지 측면에서 
예술작품의 시각화 특성 및 미적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
다.

 
2.3.1 히스테리(Hysteria)
들뢰즈는 회화의 본질은 바로 히스테리이며 통제받지 

않아도 되는 이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친 듯이 비
틀리고 변형되고 도망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간의 몸
이 끊임없이 절단되고 재구성하는 것과 같다[18]. 들뢰즈
는 히스테리를 '기관 없는 신체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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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나타나는 진동이나 떨림'이라고 정의한다[19]. 
히스테리는 정신분석학에서 유래한 용어로 들뢰즈가 마
침 '히스테리증'을 사용하여 라틴어의 '지체성'이라는 용
어와 비슷하게 쓰인다. 히스테리가 결국엔 일종의 신경의 
지체성이고, 이는 과거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신경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0]. 들뢰즈는 예술을 
재현 이상의 행위라고 분석하기 위해 기관 없는 신체의 
운동으로 전환했다. 그것은 예술 내적 부분에서 형성되어, 
창작자의 손(외부)의 힘을 빌려 도주하는 것을 돕는다.

Fig. 1. Study after Velazquez's Portrait of Pop 
Innocent X. 1953

(Source:https://www.sohu.com/a/224129395_99976825)

베이컨의 그림을 빗대어 말하자면 기관 없는 신체가 
그 안에서 내적인 감각과 외적인 힘의 상호작용의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화면에서 형체는 극도
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강렬하며 불안한 상태에서도 
전체적인 유기체의 조화와 규범적인 힘에 이끌리고 있으
면서도 끊임없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변형하지만 여전
히 그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Fig. 1 작품 '벨라스케스
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화 습작(Study after 
Velázquez's Portrait of Pope Innocent X)'는 17세
기 회화계의 거장인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ásquez)가 1650년의 창작한 작품 '교황 이노센트 10
세의 초상(Portrait of Pope Innocent X)'을 기초로 해
서 그린 작품이다.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내는 절규하는 
모습의 교황 연작은 시각적 충격을 던지는 것은 물론이
고, 관설이 어긋나서 덜컥하고 얼굴은 녹아내리는 듯 윤
곽이 분명치 않고 눈도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듯하다. 들뢰즈는 이와 같은 절규를 '
보이지 않은 힘을 포착하거나 탐지한다.'고 했다. 이러한 
힘은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에서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아니라 신경적으로 갑작스러운 진동과 신체적으로 힘
이 반응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적인 충동감을 일깨우는 
이런 체험의 과정과 체험의 느낌은 바로 '히스테리'이다.

히스테리는 기관 없는 신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기관 
없는 신체의 유도에 있어 예술의 가치는 탈영토화가 도
를 넘고 탈출선에서의 창작이야말로 이상적인 창작이다. 
이런 히스테리를 통해 사고와 세계를 이해하는 힘을 얻
을 수 있다.

2.3.2 형상화(Visualization)
들뢰즈는 베이컨이 예술사에 끼친 위대한 공헌은 바로 

회화의 세 번째 길을 개척한데 있다고 했다. 즉 '이미지'
를 개척한 것이다. 베이컨의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 속 인
물들은 거의 표정을 볼 수가 없고, 심지어 얼굴을 볼 수
가 없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작품 속 인물이 어떠한 
공간에서의 상태이다. Fig. 2 들뢰즈는 신체가 곧 이미
지, 이미지가 곧 신체이며 얼굴이 아니라 심지어 얼굴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지는 머리에서, 머리는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에 머리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했다[21]. 들뢰즈는 베이컨의 초상화중 얼굴(face)
이 아닌 머리(head)가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얼굴은 
구조적인 공간조직을 지칭하는 말로 형상/기호 형태로 
말할 수 있고, 머리는 몸에 붙어 나타나는 일종의 감각체, 
물질/신체의 형태로 표현하는 생명정신이라고 할 수 있
다. 베이컨의 그림 속 인물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선이 지
워지거나 추상화되어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으므로,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베이
컨이 추구하는 것은 얼굴을 제거고 머리를 발견하는 과
정을 얼굴 없애는 과정 즉 형상과 과정이다. 이를 통해 
신체, 성별과 인간성 등을 기존의 질서에서 해방시켜 옛 
감각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할 수가 있다.

Fig. 2. Portrait of George 
Dyer Talking. 1966
Source:www.360doc.com/con
tent/19/0709/22/44303474_8

47732061.shtml

Fig. 3. Study for the 
Head of George Dyer
Source:www.360doc.com/con
tent/19/0709/22/44303474_8

4773206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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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베이컨이 동성 연인을 위해 창조한 초상화 
중 하나'Study for the Head of George Dyer'이다. 해
당 작품에서 베이컨은 소용돌이치는 펜촉으로 얼굴을 그
리고, 역시 역동적인 스핀을 통해 비틀리고 힘 있게 선을 
그어 얼굴 전체가 희미하며 동시에 인물의 이미지를 왜
곡시키면서 사람의 영혼이 노출되어 신체와 자아가 구분
되도록 표현하였다[22]. 이처럼 베이컨의 초상화는 염료
의 비벼내기와 붓의 자국을 통해 얼굴의 윤선을 형편없
이 뭉개버리고 재구성 과정에서 그가 창작할 때 남긴 '흔
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은 더 이상 얼굴의 재현이 아
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정감 넘치는 이미지를 창조
하며 독립된 생명을 가진 형태를 창출하였다[23]. Fig. 4

Fig. 4. Three studies for a portrait of Lucian Freud. 
1964

Source:www.360doc.com/content/19/0709/22/44303474_8477320
61.shtml

2.3.3 신체분화(body segmentation)
베이컨의 예술세계는 피카소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피카소는 화가의 각도별 대상 관람과 모델의 자세 변경
이라는 다른 상황을 하나로 종합해 그림 속에서 운동감
을 표현함으로써 전통 회화의 고정 패턴을 깨뜨렸다. 하
지만 피카소는 화면 속의 잠재적인 운동요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형체의 기하학적 탐색에서 추상적인 단계로 
나아감을 더 중시했다[24]. 이렇게 피카소가 과감하게 생
략하거나 무시된 부분들을 베이컨은 주목하였고, 이에 표
현 기법에서 베이컨은 운동과 표현, 얼굴과 자취 등이 서
로 섞여서 캔버스에서 강렬한 운동감 있는 형체를 보여
주며 마치 대상자의 머리나 몸을 회전시키는 그림을 보
는 것과도 같다. Fig. 5

또 베이컨은 운동은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며 혹은 
감지되거나 체험의 감각을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25]. 이러한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베이
컨은 다시 그리기, 변형, 왜곡, 재해석등을 통해 그림속의 
신체를 분화시켰다.

Fig. 5. Turning 
Figure. 1962
Source:www.360doc.
com/content/19/070

9/22/44303474_8477
32061.shtml

Fig. 6. Study for 
Self-portrait. 1964
Source:www.360doc.co
m/content/19/0709/22/

44303474_847732061.s
html

Fig. 7. Portrait of 
Lucian Freud. 1964
Source:www.360doc.co
m/content/19/0709/22

/44303474_847732061.
shtml 

Fig. 6에서 베이컨은 프로이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창
작 원본으로 하여, 그림 중 베이컨의 머리 초상과 프로이
트의 신체가 결합하여 머리의 정면과 측면이 겹치고 신
체 자세가 일그러지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즉, 몸의 
분화, 해체와 재조립을 통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겹침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물론 체험했던 신체를 보
여준다. Fig. 7의 초상화는 얼굴을 부분화하고 가운데 머
리를 양분해 방향과 위치가 달라지는 등 뒤틀린 상태가 
마치 서로 상반되는 힘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
한 얼굴은 고정된 정체성의 다중인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자아의 생성을 나타낸다[26].

들뢰즈는 베이컨의 그림이 표현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
러운 신체이고, 보기엔 뒤틀려 보이는 신체구조들이 사람
들의 본능적인 반응과 가장 근접하다고 했다. 이러한 신
체적 분화를 통해 신체가 유기체를 제거하고, 해체-재구
성-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기관 없는 신체가 형성된다. 생
명 중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사람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몸이고, 신체는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방
식이다.

2.3.4 동물-되기(becoming-animals)
동물은 베이컨의 창작에 많은 영감을 준 주제 중 하나

이다. 그는 '동물들의 사진을 자주 본다, 나의 인상 속의 
동물의 운동과 인간의 운동은 지속적인 연결이 되기 때
문이다'고 말했다[27]. 사진 속의 동물들은 그들의 운명
을 알고 있고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기에 가능한 탈출을 시도하고, 작가들도 그 원인을 알기
에 동물들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
이컨의 작품에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신체와 움
직임, 그리고 가두는 방식으로 투명한 '감옥'을 배경으로 
인간과 짐승의 연관성과 생존 배경을 보여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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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9 들뢰즈는 신체가 겪은 변경 역시 머리의 동물적 
특징이라고 했다. 머리는 불확실한 영역이며 인간과 동물
간의 비졀정적 영역으로 베이컨의 그림에서 '동물-되기'
로 표현된다[29]. 동물-되기는 얼굴을 망가뜨리고 머리
를 되찾는 기반에서 설립된다. 가끔 사람의 머리는 동물
로 대체되지만 형태가 있는 동물이 아니라 선들로만 그
려진 동물이다. 어떨 때는 한 마리의 동물, 한 마리의 진
실된 개가 주인의 그림처럼 처리되고, 사람의 그림자 속
에서의 불확실성의 동물적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30]. 
베이컨의 회화를 보면 동물과 사람 사이의 구분이 불가
능하고 확실하지 않은 구역을 가진 사람과 동물이 서로 
전환하고 합하여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의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세 습작'
은 베이컨의 유명한 대표작이다. 이 그림은 아이스킬로스
(Aeschylus)의 비극 '에우메디스(Eumenides)'에 나오는 
여신들에서 이 괴물 형상의 영감을 얻었으며 ‘3부작
(triptych)’이라는 형식도 기독교적 도상학에 의거하고 
있다. 비틀어진 의인동물을 볼 수 있는데 화면중의 신체
가 급 돌변하여 신체 본연의 힘을 보여주는 듯하다.

Fig. 10. Three Studies for Figures at the Base of a 
Crucifixion. 1944

Source: https://www.sohu.com/a/71745853_155958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들뢰즈의 신체미학
3.1 3대 패션 디자인 대학

패션 디자인 대학은 우수한 패션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특히 유수의 우수한 패션디자인 대
학에서는 우수한 디자인 자원을 기반으로, 해당 학생들의 
창의력을 더 활발히 끌어낼 수 있는 코칭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인문 사고의 능력
을 키워준다. 이에 해당 학교 학생들의 졸업 작품은 예술
적 표현과 작품 속 철학적 사고와 깊이가 묻어난다. 특히 
앞서 언급한 BOF, QS, Fashionista등 영향력을 있는 사
이트의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한 세계 3대 패션 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교(Central Saint 
Martins, 이하'CSM'), 영국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이하 'RCA'),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s, 이하'ARA')에서는 사회
에 진출하기 전에 소비주의에 따른 상업성을 다소 배제
하고 대학에서 습득한 사고방식과 설계방법을 순수한 예
술미의 표현으로 전환해 개인의 최고 다자인 능력과 사
상의 깊이를 최대한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대학의 졸업생들 중의 상당수가 국제 패션계와 현
대 패션디자인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로 활동하
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 3대 패션대학
의 졸업 디자인 작품에 대한 연구는 들뢰즈의 미학 이론
을 현대 패션 예술 작품에 적용 및 해석하는데 좋은 바탕
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3대 패션학교의 2017
부터 2019년까지의 졸업 작품을 조사·분석대상으로 들
뢰즈의 신체미학이 현대 패션디자인과 패션 예술에 있어
서의 어떻게 구제적인 표현 되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CSM는 런던예술대학 소속으로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불리울 만큼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
을 배출하고 있으며, 참신하고 독특한 교육방법을 갖추
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흥미를 중시하고 팀워크 및 커뮤
니케이션(communication) 능력을 중시하는 훌륭한 교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최신 디자인 정보와 분석 
및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끔 하여 디자인의 개인화, 인간
화와 디자인 인문학을 강조한다.

RCA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부 교육과정이 없는 연
구제 예술대학이다.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세계 일류 예
술가와 디자인 거장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 학
교는 학생의 창의력을 촉진시키는 연구자원 및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지식과 전문성을 꾸준히 주

Fig. 8. Paralytic Child Walking
on all Fours(from 
Muybridge). 1961

Source:www.360doc.com/content/1
9/0709/22/44303474_847732061.sh

tml

Fig. 9. Study for Crouching 
Nude. 1952

Source:www.360doc.com/conte
nt/19/0709/22/44303474_84773

206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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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며 문화의 다원성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한
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디자인 제품과 이념을 창조하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디자인 과정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욕
구, 소망, 두려움과 욕망 등 요소들에 대한 긴밀한 연관성
을 중시한다.

ARA는 벨기에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전설
적인 패션디자이너 그룹인 '앤트워프 식스(The Antwep 
Six)'가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몰고 오며 인기를 끌
면서 패션디자인과에서 국제 일류 예술디자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세계 패션계의 제1전선에 있는 창
의력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여 현대 선봉파의 인큐베이
터로 불린다. 낮은 전형률과 졸업률, 혹독한 탈락제도로 
유명한 이 학교는 앤트워프 패션학과 학생들에게 복장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개인의 가장 깊은 비밀과 사유를 드
러내는 것이다. 또 이 학교는 창의력 교육을 중시하여 졸
업 디자인 작품은 '창의지상(創意至上)'을 목표로 삼는다. 

3.2 패션대학 졸업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관 없
    는 신체적 특징 통계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3대 패션스쿨의 총 
1,399점의 학생 졸업 작품 이미지를 수집하여 조사·분석
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이미지는 전문연구단체(패션
디자인과 교수 2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 학부생 3명, 
연구 날짜: 2020년 8월 2일~8월 15일)를 통해 들뢰즈의 
탈영토화에 부합하는 기관 없는 신체적 특성을 분석해 
수집한 작품을 집계 분류한 것으로 각각 RCA의 졸업 작
품 355점, CSM의 졸업 작품 521점, ARA의 졸업 작품 
523점이다. 해당 조사의 통계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을 통해 3년간의 각 대학교는 내표된 네 가지
의 시각화 특징의 작품 수를 알 수 있고, 이번 연구에 적
합한 작품 수를 알 수 있다. Table 2를 통해 각 패션스쿨
의 졸업 작품에 나타난 네 가지 시각화 특징의 작품의 총
수와 학교별 시각화 특징의 백분율, 및 3개 학교 총량의 
백분율을 알 수 있다.

Table1-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대
학교의 2017~2019년의 졸업 디자인작품 중에 이번 연
구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이 가장 적은 학교 순으로 
ARA(1.22%), RCA(7.08%), CSM(13.15%)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3개 대학교의 졸업 디자인작품은 모두 예술
화 표현과 철학적 사고에 더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네 가지 시각화 특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디자인 방법은 신체분화였다. 3개 대학교에는 각각 
ARA(19.80%), CSM(11.44%), RCA(8.72%)의 작품에서 

신체분화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ARA는 절반
이 넘는 학생들의 작품에서 신체분화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중 30.31%는 형상화 기법을 사용
하였고, 25.80%의 작품은 히스테리 기법을 사용하였는
데, 8.36%의 작품만이 동물-되기 시각화 표현 방법을 활
용하였다. 또한 얼굴 찢기나 제거 등과 같이 디자이너들
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업적 패션 트렌드에서는 활용 빈도가 다소 적었던 동
물 원소의 융합이 자주 등장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 분석 대상의 작품을 발표한 디자이너들
은 자신의 디자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표현 기법을 융합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렬한 시각화 
효과와 함께 심적 충격을 의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
층적인 분석을 위해 대표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
은 먼저 각 학교 졸업쇼에서 우수 졸업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골랐고, 다음으로 본 연구를 위해 앞서 조직된 
자문 및 설문단의 설문을 통해 각 학교마다 네 가지 시각
적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각 시각적 특징에 내재된 분류에 부합하는 디자이
너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아래 내용은 각 시각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Visual Characteristic Year RCA CSM ARA

Hysteria
2017 57 18 42
2018 25 59 42
2019 7 42 69

Visualization
2017 44 22 90
2018 21 36 75
2019 12 7 117

Body segmentation
2017 79 54 150
2018 23 32 43
2019 20 74 84

Becoming-animals
2017 1 6 36
2018 8 7 18
2019 3 8 30

Absence
2017 69 50 0
2018 22 69 10
2019 8 65 7

Total
2017 216 141 216
2018 95 176 106
2019 44 204 201

Table 1. The number of body without organs visualizations 
contained in the thre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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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CSM ARA Total
Total 355 521 523 1399
Hysteria 89 119 153 361
Percentage 25.07 22.84 29.25 -
Total percentage 6.36 8.51 10.94 25.80
Visualization 77 65 282 424
Percentage(%) 21.69 12.47 53.92 -
Total percentage(%) 5.50 4.65 20.16 30.31
Body segmentation 122 160 277 599
Percentage(%) 34.37 30.71 52.96 -
Total percentage(%) 8.72 11.44 19.80 39.96
Becoming-animals 12 21 84 117
Percentage(%) 3.38 4.03 16.06 -
Total percentage(%) 0.86 0.15 6.00 8.36
Absence 99 184 17 300
Percentage(%) 27.89 35.32 3.25 -
Total percentage(%) 7.08 13.15 1.22 21.44

Table 2. The percentage of body without organs 
visualizations contained in the three 
universities

3.3 패션대학 졸업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관 없
    는 신체적 특징

3.3.1 히스테리-변형과 과장
히스테리 반응은 패션 영역에서 의상의 변형과 과장으

로 표현된다. 팽창의 비율, 뒤틀린 체형과 크기, 색채 대
비의 사용은 신체의 추상화와 신체의 경계를 재정비한다. 
강력한 시각적 긴장감과 자극을 주면서도 비정상적인 신
체적 인용을 통해 주체적 완전성의 구분을 추궁한다. 디
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컷오프 방식을 피해 봄의 가변성과 
풍부한 불연속성, 침투성을 강조한다. 외형적인 재현과 
묘사를 버리고 변형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들
뢰즈가 말하는 추상이다. 여기서 들뢰즈가 말하는 추상은 
추상회화처럼 공통적인 행위나 구조의 추출방식을 실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혹은 형식자체를 벗어난 탈영토
화의 추상을 야기한다[31].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패션의 
변형, 과장, 비틀림 등의 수업을 통해 신체의 원래 이미지
를 희석시키고, 이런 신체의 추상화 과정은 형상을 버리
지 않고 오히려 반 이미지 방식으로 강화하여 이미지를 
굳힌다. 특히 이러한 패션의 편형은 실제 생활 속의 패션
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즉 뒤틀린 패션을 말한다.

Fig. 11은 2018년 CSM의 졸업생 Edwin Mohney의 
작품이다.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신체 형태와 의복 재료에 
얽매이지 않고, 관중에게 수영장, 어릿광대의 가발 스티
커, 콘돔에서 탄생한 원피스, 고무신, 닭 모자, 트럼프힐

(trumpetto's) 등 유머러스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디
자이너가 보여주는 패션 디자인 작품은 시공, 지역, 문화
와 표현방식의 제약을 뛰어넘어 대립과 갈등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즉, 몸의 범위와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자
유로운 정신의 함의를 나타내고, 모든 것을 일상생활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뒤죽박죽인 신체 형태는 시청자들에
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마음의 울림을 주었다.

Fig. 11. 2018 CSM. 
Edwin 
Mohney

source:www.vogue.co.uk

Fig. 12. 2018 RCA. 
Suede

source:www.rca.ac.uk

Fig. 13. 2018 RCA. Alice Potts
source:www.rca.ac.uk

Fig. 14. 2018 ARA 
Shayli 
Harrison 

source:www.antwerp-fash
ion.be

Fig. 12은 2018년 RCA의 졸업생 Suede의 디자인작
품이다. 이 작품은 '비만 체형'인 모델이 실리콘으로 제작
된 특이한 패션을 입고 있다. 가슴의 형태가 부각되고 형
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람의 체형과 어울리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신체와 의상의 관계를 재구성
하며 원단과 의류 제작과 조합, 진열대 대한 방식을 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디자인은 몸, 즉 신체의 재현이나 수식
을 넘어 유기체의 규범적 힘을 뚫고 자유롭게 왜곡되고 
성장하는 상태를 구현하였다. Fig. 13은 같은 RCA의 
2018년 졸업 작품이다. 디자이너 Alice Potts는 기존의 
스트리밍 형식을 깨고 그의 작품을 직접 현관에 선보였
고, 이는 catwalk에서 패션쇼를 진행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관중들에게 강렬한 영적인 감각을 선보였다. 디자이
너는 이번 디자인을 통해 로고스주의 하에서 몸과 옷,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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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 모델, 정태와 동태의 이원적 대립을 뒤집고 관객이
나 군중이 그의 작품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사상, 예
술, 역사와 대화를 새롭게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Fig. 14는 ARA 2018년의 졸업 패션쇼 작품이다. 디
자이너 Shayli Harrison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서 영감을 얻어 과장된 스타일링을 하고 겹겹이 쌓인 원
단에 화려한 색상을 더해 고향의 관목, 토지, 바다 등에 
대응한다. 몸에 거칠게 바른 기름얼룩은 자유로운 전원생
활을 상징한다. 의상 강조와 신체 상태, 감각과 태고, 관
객의 공감과 마음속 깊은 감정의 떨림을 일깨우고 자신
의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살린다.

3.3.2 형상화- 얼굴의 찢기와 제거
패션분야에서 몸의 이미지화는 얼굴 찢기와 제거 등의 

여러 디자인 요소로 나타나며, 얼굴 디자인은 패션의 주
제에 디자이너가 반응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간주
된다. 반면 얼굴의 흐릿함, 해체, 제거 등 디자인 수법의 
사용은 주체의 결여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패션의 주
제와 이미지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다른 한편으로 의상은 얼굴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더 자유롭게 전달 할 수 있다. 이는 데
카르트 신앙의 심신 이원론 시대 머리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검은 정장과는 대조적이다.

패션 디자인에서 얼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표현
되다.

첫째, 가면을 사용해 얼굴을 제거한다. 니체는 일찍 가
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가면은 보이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경계, 표상과 진리의 경계선이 아니라 그 
둘의 혼합이다[32]. 패션용어 중, 모든 패션 중의 가면은 
하나의 물질을 대상으로 가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 들뢰
즈는 가면의 연기는 기관 없는 신체개념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얼굴은 더 이상 원래의 모습 혹은 이미지를 대
상하진 않고 해된 부분에 있어서 리코딩(recoding)을 진
행한다[33].  면은 행위를 야기하였고, 가면은 '힘의 집중
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34].

Fig. 15는 RCA의 2018년 졸업생 Zhangruiyi Liu의 
디자인 작품으로 얼굴이 흰색 가면으로 전부 가려졌다. 
인물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신원이 확실치 않
고 따라서 기분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모델의 신체
는 이미지 자체로 변하고 관중들은 의상과 신체의 관계
를 통해 디자인이 표현하는 내용을 찾게 한다.

Fig. 16은 CSM의 2018년 졸업생 Liam Johnson의 
디자인작품이다. 머리는 빨간색으로 완전 무장하고 관중

들에게 간결한 색감과 형태만 보게 한다. 디자이너 Liam 
Johnson의 이번 디자인 시리즈는 2D와 3D 사이를 오
가며 상당히 단일적이고, 순수하며, 세련된 색조 아래 신
체가 순전한 조형물로 인정받게끔 하였다. Fig. 17은 
ARA의 2017년 졸업생 Lukas spika 디자인 작품이다. 
디자이너의 영감은 현실세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세계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우주인의 헬멧
(helmet)처럼 보이는 화성에서 영감을 받은 얼굴 가면은 
모델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브론즈색 원단과 기하학적
인 선을 더해 독립적인 생명 형태를 지닌 미래에서 온 생
물처럼 보이게 했다.

Fig. 15. 2018 RCA. 
ZhangruiyiLiu

source:www.rca.ac.uk

Fig. 16. 2018 CSM. 
Liam 
Johnson

source:www.vogue.co.
uk

Fig. 17. 2017 ARA. 
Lukas 
spika.

source:www.antwerp
-fashion.be

Fig. 18. 2017 RCA.
Xintong 
Wang 

source:www.rca.ac.uk

Fig. 19. 2018 CSM. 
Rebecca

source:www.vogue.co.u
k 

Fig. 20. 2018 ARA.
Federica 
Di Leo. 

source:www.antwerp-f
ashion.be

둘째, 액세서리의 활용과 의상 구조의 변화로 얼굴 부
분을 가리거나 희미하게 한다. 베이컨의 작품에서는 강렬
하게 지나친 붓놀림과 지나친 물감들이 얼굴을 희미하게 
하고 인물의 동태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현대 패션 디
자인 중에서 높은 옷깃의 디자인과 과장된 모자와 액세
서리의 사용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면서 인물의 
정체성은 확인하게 한다. 그 외에 얼굴은 기관 중의 일부
로서 신체, 옷과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라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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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은 2017년 RCA의 Xintong Wang의 졸업디
자인 작품이다. 모델의 얼굴은 외부 장식에 의해 자려져 
있고 투명한 헬멧은 우주인의 헬멧처럼 외계인종의 비행
기와도 같고 입 쪽에는 탑승사다리 같은 장치가 더 해져 
인물의 신원과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아 관중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Fig. 19는 2018년 
CSM의 졸업생 Rebecca의 디자인 작품이다. 커다란 조
개껍데기 모양의 액세서리에 가려진 모델의 눈과 얼굴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의상은 많은 주름과 펀칭으
로 구성하여 완전히 뒤틀리고 모델의 신체가 걷는 동안 
비틀림과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형태이다. 들뢰즈에 의하
면 이것은 코드-리코딩-탈코드화의 과정이다. Fig. 20은 
ARA 2018년 졸업생 Federica Di Leo의 디자인 작품이
다. 디자이너는 'RITA'라는 주제로 컬렉션을 진행했고, 
개성이 뚜렷한 패션 언어를 통해 폭력배에게 저항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얼굴의 사라짐은 마피아(Mafia)을 
상징하는 잔혹한 폭행, 일련의 위협과 공포, 우울한 느낌
을 나타낸다. 붉은색의 타이트한 속옷을 자연스런 색감의 
외부 망토가 감싼 것이 내적인 폭행과 미래에 대한 희망
을 나타낸 듯하다.

3.3.3 신체분화(body segmentation)-구조 해체와 
      재구성
의상은 신체분화에 있어서 의상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일 뿐만 아니라 의상 외 무형지물의 창작에도 나타난다. 
옷의 여분의 소매나 옷깃, 대량의 불균형과 비대칭은 정
지 상태이며 이상적인 내용이 아닌 동적이고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Fig. 21-22 일부러 옷
의 사이즈를 프리하게 조절하여 의상 착용 효과를 강조
한다. 원래는 문화와 선택의 산물이여야 하는데 이는 관
례를 벗어나 비전통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포스트 
휴머노이드(humanoid)'패션과 기술적으로 미세하게 조
정된 신체 등 개념이 대두되면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각
자 자신의 몸 모양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신체 존재론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Fig. 23은 2018년 ARA의 Yuhan Wang의 졸업디자
인 작품으로, 원단의 주름과 늘어짐으로 피부표면의 늘어
짐이나 처짐을 암시했다. 방직물은 피부처럼 형체를 감싸
거나 개변시켜 층을 나누거나 비대칭의 모양을 창조한다. 
기존의 신체는 해체, 중첩과 재구성되고, 새로운 서열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ARA
의 Victor Wang은 몸의 다른 각도의 곡선에서 출발하
여 전통적인 서양 복장의 컷오프 방식을 떠나 수많은 곡

선을 사용하여 형체 구조를 변형시켰고, 자신의 불규칙한 
라인과 비틀림 모두 신체 운동의 흔적으로 보여준다. 또
한, 패션쇼 캣워크 과정에서, 몸의 율동에 따라 의복은 끊
임없이 변하였다. 즉, 운동 과정 중에 해체와 재구성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었다.Fig. 24

이런 의상은 한가지의 진행 형태를 보여주고, 생산과 
노동의 흔적과 촉감이 묻어 있고, 더 이상 원초적인 의상
이 아니라 교체되고, 재편되고, 재탄생시키는 신체로 바
뀌어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는 미학을 지향한다.

 
3.3.4 동물-되기(becoming-animals)—이질적 연결
     과 형태의 변형
동물-되기는 동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형

상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바꾸는 것이다[35]. 동물-되기
는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이 없는 존재형식으로 독특한 만
물의 변화이며 세계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36]. 동물-되기는 패션디자인에서 동물 가죽, 문양, 패턴 
등의 운용을 나타내면서도 신체동작과 특정 그래픽이나 
이미지의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원 전환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유동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혼합체를 만든다.

Fig. 25는 2019년 RCA출신 디자이너 Lili Zhao의 
졸업 디자인 작품이다. 작품 속 대량의 직물이 모여 동물 
갑각과 갑옷, 무정형처럼 생긴 원소나 생물처럼 모델의 
두 손은 새의 발처럼 괴상한 미적 감각을 선보이고 실체
와 신비한 영역 사이를 오갔다. RCA 출신 디자이너인 
Thibaut Knapp의 2018년 졸업 쇼에서 공간과 모델의 
인터랙션을 통해 곤충의 형태를 시뮬레이션 했다. Fig. 26

Fig. 27은 ARA 출신 디자이너 Yelizavetta 
Volosovska의 뱀의 이미지를 의상에 담아 인간과 동물
이 얽혀 새로운 혼성신원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본질적 
개념의 유효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신원들은 
수많은 겹치는 공간을 창조했고 문화적 의미의 생성 프

Fig. 21. 2017 
ARA. Woojic 
Jo 
source:www.ant
werp-fashion.be

Fig. 22. 2017 
RCA. Elizabeth
Vale 
source:www.rca.

ac.uk  

Fig. 23. 2018 
CSM. Yuhan 
Wang
source:www.vogu

e.co.uk

Fig. 24. 2019 
ARA. Victor 
Wang 
source:www.ant
werp-fashion.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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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워크를 되돌아보게 하고 문화화 신원 속에 존재하는 
한계를 의심하게 한다. 신체는 항상 개조되고 재창출되는 
조합으로 간주되며, 인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유
지된다.

상기와 같은 들뢰즈는 베이컨 작품 및 현대 패션에서의 
신체미학 표현과 특징 등을 Table. 3에 정리할 수 있다.

4. 결론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한 들뢰즈의 해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체라는 개념이 지닌 철학적 문제를 새롭게 해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신체에 대한 토론을 미학으로 이
끌었고 예술을 창조해 삶에 대한 경험을 혁신하는 역량

을 보여주었다. 들뢰즈의 철학적 맥락에서 예술은 일상에 
대한 이해나 재현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피상적인 소비 
이미지를 심도 있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들뢰
즈 가면영토화의 기관 없는 신체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
로 하여 베이컨 회화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실증적 근
거로 하였다. 현대 패션 다자인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및 가면영토화의 이론
을 바탕으로 베이컨의 회화를 분석했다. 작품 속 내재 되
어있는 시각화특징을 히스테리, 형상화. 신체분화, 동물-
되기 등 4개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트렌드 디자인 중, 히스테리는 의상의 변형
과 과장으로 해석된다. 디자이너는 과장의 비례, 비틀린 
신체형태, 변덕스러운 재단 방식 등을 통해 표준, 질서, 
신체, 환경 등 많은 문제에 대한 사고를 설명한다. 강렬한 
시각효과를 통해 관중들에게 마음속 깊은 감정을 잊게 
해준다.

셋째, 신체의 형상화는 현대 트렌드 디자인 언어에서 
얼굴 찢김과 제거로 볼 수 있다. 우선 가면의 사용으로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인물의 신원과 정서를 흐리게 하
고, 의상 자체와 신체의 관계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액세서리 사용 및 의상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얼굴을 흐릿하게 하여 얼굴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없앤다. 이처럼 패션 디자인에서 얼굴을 모호하게 표현하
거나 패션에서 불확실한 요소, 신비함, 기괴함, 은유, 비

Fig. 25. 2019 
RCA. Lili Zhao
source:www.rca.ac.uk

Fig. 26. 2018 RCA. 
Thibaut Knapp

source:www.rca.ac.uk

Fig. 27. 2019 
ARA.Yelizavett
aVolosovska
source:www.antwe

rp-fashion.be . 

Visual Characteristic Meaning and Expression
Bacon's Works Graduation Fashion Design Work

Hysteria-
Distortion and 
exaggeration

· The interplay of inner feelings and outer forces
· The folding, twitching and distortion of the picture
· The primal impulse to experience

· The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clothing
· Exaggerated proportions, fillings, contortions and other 

ways of reinterpreting the standards and order of the body
· Give the audience a strong visual impact

Visualization-
the Tearing and 
elimination of the face

· The facial features were removed, leaving only the head
· Face fragmentation treatment.
· The characters are distorted by swirling strokes, brush 

marks, and dyes
· The body is distinguished from the self, creating new 

life

· The use of masks covers the faces, blurs the identity and 
emotion of the characters, and amplifies the effect of 
costumes

· The use of ornaments and the change of clothing structure 
partially cover the face, thus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the head, body and clothes

· Show the uncertainty and mystery of fashion

Body segmentation-
D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 Different angles of the face overlap
· The d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body
· Dynamic brushstrokes represent different postures and 

movements of the body
· Divide the head by lines
· Contorting the body reflects the body's instincts

· The d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external environment

· Local repetition and change of position in clothing
· Blur and shift of structural lines Fabric stack and twist
· A new way of thinking

Becoming-animals-
Heterojunctions and 
form mutations

· The heterogeneous connection between animal image 
and human body

· Nonhuman/nonanimal form mutation uncertainty of the 
head

· Man and animal transform each other into a complete 
body

· The use of animal patterns, patterns and fabrics
· The combination of human and animal images
· Across species' ambiguities of identity, rethink the designed 
body

· Alternative reflections on the environment and biology

Table 3. Deleuze's body aesthetics in Bacon's works and graduation fashion design work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2호562

인간적인 등 디자인 주제 표현을 없앤다.
넷째, 신체 분화는 패션에 적용하고 패션구조와 그 외

적인 환경의 구조와 해체에 주로 나타난다. 패션 일부분
의 중복과 위치변화, 구조선의 모호함, 원단의 겹침과 뒤
틀림 등이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했다. 일종의 해체주의 
아래 심미적 관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현 시대의 구조
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 째, 동물 되기는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 표현이 되
고, 동물 패턴 및 원단의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사람과 동물 간의 이질적인 연결에 따른 돌연변이를 
보여준다. 신원을 보호함은 물질과 비물질적 공간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에서 교제를 
찾고,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
공한다.

금번 연구는 본 연구자가 앞서 진행한 연구인 현대 패
션디자인에 반영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과 강도'의 
후속연구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들뢰즈의 
신체미학의 이해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작품 속에 내재 되어있는 시각화특징
이 히스테리, 형상화. 신체분화, 동물-되기 등 4가지 특
성으로 신체 개조, 즉 패션조형화 , 예술화 됨을 심층적으
로 검토하였으며, 들뢰즈의 철학적 사고방식이 패션예술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자는 
들뢰즈의 철학구조에 담긴 철학적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
로 탐구하여 미학이론을 패션디자인에 접목시켜 디자인
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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