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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의류학과

정 기 성

본 연구는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의식,가치 체계

가 반 된 문화메타포로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악하

다.억압은 인간 삶과 행동양식 반에 있어서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하는

의식 ·무의식 지배양식이다.근본 으로 억압은 본능의 욕망을 제압하

기 해 탄생되었다.권력의 욕망은 시 에 따라 억압의 유형을 변화시켜

왔고 창조의 욕망은 억압을 주체 으로 실행하는 메커니즘이다.본 논문에

서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육체 ·사회 ·정신 억압을 생물학 ·사회

학 ·미학 에서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명명하 다.본능·권력·

창조의 욕망이란 생물학 으로 불완 한 존재인 인간이 사회 동물로 살

아가면서 개체로서의 안 성을 확보하고 소속감을 획득하며 이상(理想)의

추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행 를 지칭한다.

몸·복식에서 억압은 인체의 자연 발달이나 활동에 한 규제,혹은 인

체 그 자체에 일시 · 구 변형을 가하는 인체 변형(bodymodification)

으로써 육체 ·정신 왜곡을 수반하는 것과 이를 표 하는 복식활동으로

정의하 다.몸·복식에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 조형성은 억압을

주체 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조형의 메커니즘이며 미 가치의 해석을 한

토 를 제공한다.

몸·복식에서 억압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억압의 유형을 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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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분류하 다.몸을 통한 억압에는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이 있다.몸의 일시 억압이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인체 변형을 포함한다.몸의 구 억압이란 인체 변형이 피

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과 신체의 일부라도 구조 으로 변형되는 것을 포함

한다.몸을 통한 억압의 결과는 신체의 부분 혹은 체를 범 로 형·색·재

질감 등의 인지 가능한 감각 변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과거 복식에서

는 시공간 특수성으로 국부 변형이 물리 방법을 심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시공간의 특수성은 상쇄되는 반면 인체의 범 에서 물

리 ·화학 ·수술 방법을 통하여 동시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식을 통한 억압에는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이 있다.

첫째,노출과 은폐는 생물학 에서 지역 특수성,사회학 에서

정숙성과 비정숙성,미학 에서 자아의 ‘드러냄’과 ‘숨김’의 양면 갈

등 욕구가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신체부 를 그 로 드러내는 방법,

투명도,두께,드 이 성 등의 소재 특성을 이용하여 드러내는 방법,구조

특성과 착용방법으로 옷을 몸에 착시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과거

복식에서는 여성에 한 남성의 응시로써 ‘바라 ’과 ‘보임’의 계에서 남

성의 권력에 한 욕망이 억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패션에

서는 남녀의 권력 계보다는 물질 가치로 치환된 몸 자체에 한 ‘바라

’과 ‘보임’이 부각된다. 패션에서는 상 으로 남성의 노출과 은폐

가 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성의 상품화와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

향이 있다.

둘째,축소와 확 는 비례의 측면에서 체 인 인체의 비례를 변화시키

거나 특정한 신체부 로 시선을 집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축소와 확

는 인체의 생물학 차이를 사회 의미로 치환시키는 과정에서 인체의

비례나 특정 신체부 의 크기가 상징 의미를 갖게 된다.축소와 확 를

통한 시선의 집 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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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설 으로는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시킴으로써 권력의 욕망을 표 한

다.과거 복식에서 남성은 본능·권력의 욕망을 표 하는 수단으로 신체부

를 확 하는 경우가 많았다.여성의 몸은 남성 권력의 리표상으로써

축소와 확 를 통해 억압받아 왔으며 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는 방법으

로 스스로의 몸을 억압해 왔다. 패션에서는 복식을 통한 축소와 확

보다는 남녀의 구별 없이 다이어트,체형 리,성형수술 등 몸을 통한 억압

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해체와 재구성은 성의 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는 통

인 성의 념,복식 구조의 에서 인체재 특성,복식을 통해 표 되는

보편 인체이미지에서 발견되었다.해체와 재구성은 창조의 욕망으로서

몸·복식에 한 고정 념의 억압을 상징 으로 표 하는 과정에서 몸을 억

압한다.해체와 재구성은 패션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미 가치는 나르시시

즘(narcissism),페티시즘(fetishism),에스테티시즘(aestheticism)으로 분류

하 다.첫째,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libido)라 칭하는 에로스(eros)의 에

지가 자기의 육체,자아,자기의 정신 특징으로 집 되는 상이다.나르

시시즘에는 거울 이로서 자기애,이상 이로서 상애,원천성(源泉性)회

복으로서 퇴행 나르시시즘이 있다.자기애는 재의 자아를 통해, 상애

는 성장단계의 어느 시 에서 상정된 이상 자아의 구 을 통해,퇴행

나르시시즘은 억압(변화)에 한 거부로 자아의 원천성 회복을 통해 구

된다.나르시시즘은 몸·복식을 통해 구 된 자아에 한 자 심의 표 으

로 몸·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나타난다.나르시시즘은 피어싱(piercing)이나

문신(tattoo)등 몸에 극단 인 고통을 가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코르셋

등의 타이트 이싱을 통해 변형된 자신의 몸에 한 이미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나르시시즘은 자 심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억압에

하여 심리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지속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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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페티시즘이란 몸·복식을 상으로 악되는 특정한 성 이미지로

해석되며 외모나 의복에 한 일반 인 규범 내지는 기 에 한 도 으로

서 성의 가시 불일치를 통한 향락의 추구로도 악된다.외모나 의복에

한 일반 인 규범 내지는 기 에 한 도 을 페티시즘으로 해석한다면

수술을 통한 인체의 형에 한 수정,성 특성의 환,이성의 복식을 착

용하는 크로스 드 싱(cross-dressing)까지도 페티시즘의 범주로 악할

수 있다.몸·복식에 표 된 성 페티시즘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 본능에

한 표 이다.스키니 진(skinny-jeans)이나 꽉 끼는 신발을 포함한 본디

지 패션(bondage-fashion)과 코르셋 등의 타이트 이싱(tight-lacing)이나

인체의 특징을 연상시키는 소재,직업 특성을 반 하는 유니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상을 추구하게 된다.소비사회에서 유명 랜드나 디자이

의 상품에 한 집착을 물질 페티시즘이라고 한다.페티시즘은 몸·복식

을 통한 억압을 다양화시키고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일의 다양화·고

화에 기여함으로써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셋째,에스테티시즘이란 미 욕구에 한 이상이 몸·복식을 통해 표 되

는 것이다.시공간의 특수성으로 표 되는 시 이상미와 개인의 독립

이상미를 표 하는 이상미가 있다.에스테티시즘의 추구에 있어서

억압은 이상 인 인체의 이미지를 구 과정에서 몸·복식을 통한 모두 나타

난다.시 이상미에 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

로써 복식의 변화를 안정 으로 이끌어 내었고, 이상미에 한 추

구는 디자이 나 착용자의 창의성 혹은 미 취향으로써 타인에 한 차별

성을 부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창조의 지속성을 부여한다.

나르시시즘이 자아의 원천성과 자 심을 바탕으로 억압을 거부하는 본능

의 욕망이라면 페티시즘은 성 환상이나 물질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가속화 시키는 권력의 욕망이다.에스테티시즘은 미 이상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억압을 상징 으로 표 하는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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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이다.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고유한 욕구에 하여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서 이상

(理想)의 추구를 공유한다.

억압의 에서 복식의 기원은 자연의 억압에 한 인간의 창조 결과

물이다.과거 복식에서 몸·복식을 통해 표 된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

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가시 조형성으로 표 하고 있다.과거 복

식에서 억압은 자연과 인간,신과 인간,인간과 인간 사이의 주도권 쟁이

었고 억압을 단편 지배의 방식으로 인식한 결과이다.후기자본주의 사회

에서 몸·복식의 억압을 통해 표 되는 패션의 변화는 본능·권력·창조에

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의 거센 항과 반발 없이 수용되고

있다.억압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의 추구는 다른 억압을 유발시킨다.

패션에서 억압은 미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디자이 ,

수용자, 조자에게 각각 다른 육체 ·정신 억압을 유발시킨다.본능·권

력·창조의 욕망을 표 하는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

는 디자이 ,수용자, 조자의 미 태도에 따라 상호 치환되어 해석될 수

있다.정신 가치가 스며든 디자인은 물질 가치를 배가한다. 패션

에서 미 이상의 표 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화 존재,동물과 인간의 유

변이,인간과 과학기술의 만남은 억압에 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

고 있다.억압은 지와 지의 지배의 양식이 아닌 창조를 한 조화의

지배양식이다.패션의 변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켜내고 자연·인간·

신(God)의 계에서 평화와 공존 상생의 미래 삶을 지향하기 해서는 몸·

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올바른 숙고와 삶의 방향성이 요구

된다.

주요어:몸,복식,억압,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

학 번 :2004-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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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패션은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합 이미지를 총체 리의

상으로 삼고 있다.시각 아름다움을 보편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

평가는 사회구성들에게 육체 ·정신 갈등을 유발시키며 억압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물질 가치로 치환된 아름다움의 추구나 트 드로 유포되는

사회 이상에 한 맹목 추종은 욕망을 담보로 자유에 한 억압을 강

요하고 있다.

억압(repression)은 인간 삶의 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향을 주고 있다.억압은 순응하는 인간에게는 그 본

질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직 이고 강압 으로도 작용하는 억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 에 변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마루쿠제(HerbertMarcuse)1)는 인간의 역사를 억압의 역사로 보았

고 개인의 욕구 본능이 포기될 때 문화가 시작된다고 하 다.억압은 생존

방식이며 지배방식으로서 사회의 역에 편재되어 있으며,창조 으로

문화에도 깊숙이 여한다.힘과 압력을 기제로 작용하는 억압의 양상과

작용 메커니즘은 시 에 따라 변화했다.다 (CharlesRobertDarwin)2)은

억압이 모든 힘의 근원인 자연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 고,베이유(Simon

Weil)3)는 억압의 원인이 사회조직의 객 ·물질 조건 속에 있다고 하

1) Marcuse, H. (1966), 강 (1999), “블 크  프 트- 본능과 억압  원리  심 ”, 

『라캉과 신 』, p. 88.

2) Weil, Simone (1995), Oppression et Libertec, 곽 숙 역 (1980), 『억압과 』, 울: 월

각, p. 99.

3) Ibid.,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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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몸은 인간의 존재성을 규정하는 기본단 이다.몸은 복식의 연구에 있어

서 가장 오래된 주제로서 찰과 분석,표 의 주체이자 상이 되어왔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션은 몸의 재 을 문화 맥락 안에 가시화하는

매개체이다. 패션은 디자이 ,착용자, 찰자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

는 내 의지의 표 4)이며 투자와 소비의 장이 되었다.서구역사에서 몸은

오랫동안 정신에 비해 열등한 것,억압의 상으로 간주되어 왔다.5)고

그리스·로마 시 부터 에 이르기까지 몸에 한 시각과 인식은 끊임없

이 변해왔다. 라톤(Plato)에서 데카르트(RenéDescartes)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분리되어 온 몸은 20세기에 와서 육체와 정신의 일 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6)

몸에 한 미의식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한다.몸에 한 이상미(理想美)

는 문화 맥락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7)한 문화권 안에서 개개인은 미

(美)를 한 노력으로 사회 인 이상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8) 소

비사회에서 몸·복식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

식이다.9)몸·복식에는 생물학 ·사회학 ·미학 욕망이 반 되고,몸·복식

을 통해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 인간은 스스로를 억압

한다.몸·복식에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 조형성은 억압을 주체

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조형의 메커니즘이며 미 가치의 해석을 한 토

를 제공한다.

4)  (2005), “복식에  몸  재 (2) - 몸  사실  변질  심 ”, 『복식』, 

56(9), p. 67.

5) 경 (2009), “   러스트 에 나타난 몸 에 한 연 ”, 『복식』, 59(5) p. 

54. 

6)  (2002), “복식에  여  몸 미지”, 울 학  사학 , p. 2.

7) 민  (2004), 『복식미학강  2』, 울: 사, pp. 12-14.

8) Cash, Tomas F.·Pruzinsky, Tomas (ed) (190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숙   역 (2004), 『 미지』, 울: 사,  p. 78.

9) · 민  (2006), op. cit.,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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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복식에 있어서 억압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성구 ·김진 10)은

해부학 생리학에 기 하여 의복을 착용했을 때에 신체에 가해지는 의복

압을 체 별 동작과 련하여 연구하 다.공제욱11)은 의복을 특정 공동체

문화의 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정치 에서 일제의 의복 통제에 하

여 연구하 다.김수경12)은 사회문화 에서 의복을 통한 신체 노출을

신체만족도와 성에 한 태도를 심으로 연구하 다.임성민·박민여13)는

여성패션에서 노출은 자신을 매력 인 상으로 보이게 하고 은폐는 이를

부각시키기 한 주요 표 수단이라 하 다.송경자·김재숙14)은 사회 비

교이론15)을 근거로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자아개념,의복행동에

한 연구를 하 다.정미실·이 실16)은 성형태도를 극 인 외모개선방법

으로 보았고 자아존 감,신체이미지,의복행동 간의 계를 연구하 다.

이윤정17)은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의 외모만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외모

에 만족할 때 자아존 감이 높아진다고 하 다.임경복18)은 카텍식스

10) · 진  (1994), “체 별 동 과 치마말  치수에  한복  복압”, 『한 생 경학

지』, 1(8), pp. 201-2008.

11) 공 욱 (2005), “  복 통  ‘ 민’ 만들 -  탄압  민복  심 ”, 

『사  역사』, 67, pp. 41-83.

12) 수경 (2005), “ 에 한 태도, 신체만 도가 신체  복  매 사에 미치는 향”, 『

한가 학 지』, 48(2), pp. 105-114.

13) 민· 민여 (2004), “  과 폐에 한 고찰: Freud  신 학  심 ”, 

『한 학 지』, 28(11), pp. 1395-1403.

14) 경 · 재숙 (2005), “신체 미지에  , 아개 , 복행동-다  측 도  사

하여”, 『한 학 지』, 20(3), pp. 391-402.

15) 사  비  Festinger (1954)에 해 안  것  사람들   상  주고 는

다는 것에 한다. , 신에 한 지식  주  원천  다  사람과  비 에  비 다는 것

, 사람들  신  견 나 능  다  사람과 비 하 는 경향  고 그러한 비 는 신

 평가하는  향  미친다는 것 다.

16) 미실· 실 (2007), “ 태도, 아 감, 신체 미지  복행동 간  계”, 『 한가 학

지』, 45(7), pp. 131-140.

17)  (2004), “신체통 에 한 신  만 도에 미치는 향”, 『한 학 지』, pp. 

974-982.

18) 경복 (2008), “신체만 도에  태도  신체 미지  복행동에 한 연 -남  학생  

심 ”, 『한 산업학 지』, pp. 8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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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xis)19)와 젠더(gender)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태도가 의복행동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박은경20)은 패션 일러스트 이션에서 몸의 표

이 해체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 다고 하 다.최

유진21)은 패션디자인에서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편화,왜곡,해체되

고,성 페티시,무의식,욕망,환상을 담는다고 하 다.임은 22)은 포스

트모더니즘 시 의 복식이 몸의 혼란과 부재를 표 하고 복식의 형태,착

용 방식을 부정하여 새로운 의미의 표 , 달방식을 등장시켰다고 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몸·복식에서 억압은 다양한 으로 언 되었지만

부분 단편 상들에 주목하거나 여성 복식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다

룸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억압의 에서 총체 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 다.따라서 본 연구는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가

치체계와 의식이 반 된 문화메타포로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

치를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식활동에 한 인간심리를 디자이 ,착용자, 찰자의 입장

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것이다.패션의 변화를 미 형식의 변화로

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속에 내제된 인간의 욕망과 미 가치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억압에 한 이론 고찰은 남성복·여성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을 하나의 으로 고찰해 보는데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의 변화가 원인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고 미래 패션의 방

향성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것이다.본 연구의 목 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9) 상에 한 심  끊 없  지 는 . 신 학 는 신  에 지가 어  특 한 , 

억, 사고, 행동에 는 것  해 한다. 

20) 경 (2009), op. cit., pp. 53-70.

21) 진 (2009), “  에 나타난 편  신체 미지 연 ”, 『복식』, 59(9), pp. 

43-54.

22)  (2007), “  에  몸  편 ”, 『복식』, 57(6), pp.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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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억압의 개념을 살펴보고 생물학

·사회학 ·미학 에서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 문제 2.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을 정의하고 후기구조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해석하기 한 패러다임을

도출한다.

연구 문제 3.고 부터 재까지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에 하

여 표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 4.과거 복식과 패션을 통하여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비교 고찰한다.

제 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에서는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악하기 해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과 사 고찰을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하 다.문헌

연구는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

임을 도출하기 해 진행되었다.억압에 한 사 정의를 게엘

(ArnoldGehlen)이 분류한 인간의 가치체계와 의식, 로이트의 의식 지배

이론에 응시킴으로써 억압의 일반 개념과 특성을 생물학 ·사회학 ·

미학 으로 악하 다.억압의 근원을 인간의 충동과 욕망을 상으

로 살펴보고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을 주 심 의식·제도 의

식·상징 의식에 응시켰다.

억압에 한 일반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을

정의하고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계를 살펴보았다.후기

구조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몸,탈 결합되고 해체

되는 몸,상징가치의 담지체로서의 몸을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에 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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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과 미 가치에 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

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은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

로 분류하 다.몸을 통한 억압은 지속성을 기 으로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으로 구분하 다.복식을 통한 억압은 복식이 가지는 인체의 이미

지의 재 과 복식의 구조 변형 방법을 기 으로 노출과 은폐,확 와 축

소,해체와 재구성으로 구분하 다.몸을 통한 억압에서 몸의 범 는 인체

와 인체의 직 인 확장으로 인식되는 가발,인조 손톱,콘텍트 즈 등을

포함한다.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복식의 범 는 의류산업에서 보편화 으

로 수용되고 있는 의류 아이템과 벨트,신발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사 고찰은 과거 복식과 패션을 상으로 억압의 유형에 부합하는

사례를 심으로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 내재한 억압의 미 가치

를 고찰하고자 하 다.복식사의 시 구분으로 사용된 ‘과거’와 ‘ ’의

복식용어는 복식을 착용하기 시작한 고 부터 19세시까지를 과거 복식,패

션이 산업으로 정착되고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하기 시작

한 20세기부터 재까지를 패션으로 구분하 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분석하기 해 사용된 사례는 국내

외 복식사 련서 ,www.samsungdesign.net과 같은 패션 문정보사이트

와 시회 작품집,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 에서 본

논문의 억압 개념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된 복식의 범 는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에 포함되는 범

로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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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제 2 연구의 방법과 범

제 2장 억압에 한 이론 고찰

제 1 억압의 일반 개념

제 2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과 특성

제 3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개발

제 4장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제 1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1.나르시시즘 /2.페티시즘 /3.에스테티시즘

제 2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종합 논의

제 5장 결론

제 3장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

제 1 몸을 통한 억압

1.일시 변형 /2. 구 변형

제 2 복식을 통한 억압

1.노출과 은폐 /2.축소와 확 /3.해체와 재구성

제 3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에 한 종합 논의

[도표 1]연구의 흐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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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억압에 한 이론 고찰

억압은 생존방식이며 지배방식으로써 사회의 역에 편재되어 있으

며,창조 으로 문화에도 깊숙이 여한다.힘과 압력을 기제로 작용하는

억압의 양상은 시 에 따라 변화하 다.억압의 본질과 양상의 변화는 억

압의 미시 작용 메커니즘을 변화시킨다.억압의 사 정의를 바탕으로

생물학 ·사회학 ·미학 에서 억압의 일반 개념과 특성을 악하

고,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억압

에 한 이론 고찰은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과 미 가치로서 나르시시

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한 개념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제 1 억압의 일반 개념

1.억압의 사 정의

억압(repression)이란 국어사 의미로 힘으로 억 름23),자기의 뜻

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 름,의식 는 무의식 으로

어떤 과정이나 행동,특히 충동이나 욕망을 억 름을 이른다.24) 한 사

에서 억압은 ‘repress’의 명사형으로 ‘repress’는 keep,orputdownor

under;preventfrom findinganoutlet.(억제하다, 지하다,진압하다)25)

23) 민 림 편집  (1995),『엣 스 어사 』,  3  , 울: 민 림, p. 1712.

24) < 료 처: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scBtn=true&query=%EC%96%B5%EC% 

95%95, 료검색 : 2010. 8. 20>

25) Hornby, AS (1942), 만  역 (1981),『 비 한사 』, 울: 사, p.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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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제공하여 개인,사회집단,국가 간을 상으로 충동,감정,욕구

등에 한 통제 개념으로 두루 사용됨을 알 수 있다.정신분석학 용어로서

억압은 의식에서 고통스럽고 불쾌한 념·사고·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넣으려는 마음의 작용이다.억압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사고· 념은 망각을

통해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그 힘은 없어지지 않고 무의식 안에

남아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26)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압

은 충동이나 욕망과 련이 있고 인간행동에 한 의식 ·무의식 지배로

서 자기 규제의 강제성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사 정의를 통해 살펴

본 억압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억압은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 반에 있어서 충동,감정,욕구나 욕망에

하여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하는 의식 ·무의식 지배양식이다.

2.억압의 생물학 ·사회학 ·미학 개념과 특성

억압의 개념을 총체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억압에 한 사 정의

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억압의 근원을 악해야 한

다.억압의 개념을 인간의 가치체계와 의식의 지배 계를 통해 살펴 으로

써 억압에 한 생물학 ·사회학 ·미학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게엘 (ArnoldGehlen)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생존의지나 행 충동을

바탕으로 형성된다.의식의 원천이 되는 충동은 생물학 동기에서 유래하

는 자연 충동과 문화 충동으로 나 수 있고 문화 충동은 다시 제도

가치에 의한 충동과 상징 가치에 의한 충동으로 구분된다.27)

26) < 료 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203, 료검색 : 2010. 8. 20>

27) 채  (2004), “게엘  식 개 과  간학  쟁 들”, 『동 철학연 』, 34,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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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이드(id)와 에고(ego) 그리고 자아

(superego)로 구분하 다.이드는 즉각 인 만족을 구하는 본능 충동을

말한다.에고는 외부 실세계와 계를 갖고 그 외부세계와 이드 사이

를 조정한다. 자아는 사회 규범을 담고 있는 에고의 한 특수 부분이다.

자아는 이드와도 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드가 에고를 자아 즉,

엄한 도덕률과 맞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에고는 이드와 자아,

그리고 외부 실 사이에 일어나는 서로 립 인 요구들을 조화시켜야 한

다.28)의식 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에고 속에 있다.에고 속에도 무

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이드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원히 무의식 이다.29)

지배양식으로써 억압을 충동과 욕망에 한 의식을 심으로 고찰할 때

생물학 이란 자연으로부터의 억압에 하여 개별 유익과 자아의

부담해소를 지향하는 자연충동으로서 주 심 의식을 변한다.억압

에 한 생물학 은 생물학·인간학·정신분석학 개념을 포함한다.사

회학 이란 사회제도 속에서 인간 계로부터 발생하는 억압에 하여

공동선과 공동체의 부담해소를 지향하는 객 질서로서 제도 의식을

변한다.사회학 은 억압의 갈등( 항)구조를 주체와 객체,즉 개인

과 개인,사회계층이나 집단,국가 간의 계성에서 악하고자 하는 것으

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개념을 포 하고 있다.미학 이란 생각하

는 존재로서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억압에 하여 문화 가치의

간 성취를 지향하는 월 가치체계로서 상징 의식을 변한다.억

압에 한 미학 에서는 행복(쾌락)과 정의,자유 등에 한 철학

개념을 실존 미학으로 살펴볼 것이다.

28)  (1987), “ 간  공격  본능에 한 연 -Freud  Lorenz  심 ”, 『 남 학  

학술 집』, 8(1),  p. 163.

29) Leslie, Stevenson (1974), Seven theories of Human N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철규 역 (1989), 『 간  본질에 한 곱 가지 』, 울: ,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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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엘 과 로이트의 이론을 심으로 억압의 근원과 의식의 지배체계를

정리하면 [도표 2]와 같다.

[도표 2]억압의 근원과 의식의 지배체계

1)생물학

억압에 한 생물학 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연으로

부터의 억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생물학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가해

지는 자연으로부터의 억압에 하여 다 (CharlesRobertDarwin)의 ‘생존

조건’개념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자연의 억압에 한 결과로서 나타

나는 ‘자연충동의 포기’에 하여 로이트(SigmundFreud)의 정신분석학

설명을 참고하고자 한다.다 의 ‘생존조건’개념과 로이트의 ‘자연충

동의 포기’가 발생하는 과정은 철학 인간학30)에서 개별 유익과 자아의

부담해소를 지향하는 주 심 의식으로 악할 수 있다.

30) 철학  간학  심신  가진 삶  주체  간  철학  주체  상  삼고, 사실  

측 과 당  측  합하여 간  체  악함  간  본질  규 코  한다. 

(2001), 『 간  해-철학  간학 』, 울: 철학과 실사,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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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존조건

다 은 생물학 에서 억압의 개념을 설명하기 해 ‘생존조건’의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억압은 힘에 의해서 행사되고 모든 힘은 결국 자연

속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생존조건은 개의 경우 그것에 복

종하는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것은 각자의 노력에 일정한 방

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지하고 있는 길로 향해진 모든 노력

을 무효화되게 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다.31)억압이 모든 힘의 근원인 자

연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생물학 에서 억압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유기

체에게 가해지는 생존조건으로서 보편성을 지니게 됨으로서 인간 삶의 본

질을 이루는 요소로 악될 수 있다.

게엘 (ArnoldGehlen)은 인간의 본질을 생물학 결핍존재로 규정한다.

생물학 결핍존재란 동물계 내에서 인간의 특수한 치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의 본질에 한 정의이다.결핍존재는 신체기 이 비 문 ·비 응

이고 생리 충동구조가 불안정하다.신체 인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의 부

재로 자연 인 조건하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장기 인 보호양육이 필요

한 미완성의 존재임을 가리킨다.‘합목 인 생존수단’을 타고나지 못한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인 것이다.자연세계로부터 유기되고 고립된 인간,이

것이 인간과 세계의 계를 규정하는 인간의 존재론 치의 특수성이

다.32)인간의 이러한 결핍성은 외부세계에 한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인

간은 환경세계로부터 해방되어 있으면서도 환경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존

재이지만 본능에 얽매여 있지도 않다.충동 인 존재,특화기 을 갖지 못

한 육체 결핍성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특징 상황을 ‘세계개방성’이라고

한다.세계개방성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본능 욕구에 한 해방능력은 생

득 인 합목 형식을 강제하는 동물 본능과정까지도 인간의 의지에

31) 곽 숙 역(1980), op. cit.,  p. 99. 

32) 진각 (2009), “게엘 (A. Gehlen)에 어  간과 ”, 동 학  학원 사학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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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한다.그러나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의미하는

세계개방성은 자극과잉과 자극수용구조의 불완 성으로 인해 생존상의 부

담을 래하는 부정 측면과 충동과 행 의 조형성으로써 다양한 생존조

건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정 측면을 모두 내포한다.33)

인간의 욕구와 충동은 자연 생존조건의 결핍으로 인해 본능 인 지각

과 행 형식 속에 그 방향성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고,도식화되거나 고

정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인간은 생존을 해 스스로의 욕구와 충

동에 해 방향정 를 해야 하는 것이다.욕구와 충동의 방향정 는 그 충

족의 상과 내용 등을 임의로 설정·정 하는 것이므로 방향정 된 욕구

와 충동은 조형성의 결과로써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34)인간이 자연에

해 가지는 세계개방성은 “주 환경에 한 기 ·기능 응성의 결여

가 인간으로 하여 자의 이고 자유로운 응으로써 오성,언어,도구제작

등의 근본 인 조건들을 개발하게 하 다.”는 쉘러(MaxScheler)의 주장과

도 상통한다.35)결핍존재인 인간이 불리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해

서 그리고 안정 이고 지속 인 생존의 보장을 해서는 불리한 자연환경

을 개조하는 의식 행 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충동은 일정한 상을 지향하는 방향이 설정된 욕구이며 행 의 직

인 동기가 된다.동물의 생존충동은 그 구조와 작용방식이 생득 으로 주

어지고 자연 욕구로 규정됨에 반해 인간의 행 충동은 자연 으로 규정

되지 못하고 방향정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인간의 행 충동은 환경을

규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부세계(의식)의 반 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상이기도 하다.”36)자연 욕구

는 주기성이 있고 지속성은 없다.그러나 충동과 상 사이의 재자로 기

33) 만  (2000), “  원-게엘   심 ”, 『 동철학』, 11, p. 99.

34) 만  (1998), “게엘  행 ”, 『철학 』, 15, 새한철학 , p. 144.

35) 진각 (2009), op. cit., p. 10.

36) 채  (2006), 『아 드 게엘  철학』, : 경 사,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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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는 환경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동물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욕구가

본능 충동구조의 주기 충동과 분리된 실제 행 욕구로서 생겨날 수

있다.본능에 의한 주기 충동과 실제의 행 욕구의 부정합은 주기 충

동에 충동지체 상이 생긴 결과이다.인간은 환경과 문화 양육과정을

통하여 충동을 억압하고 충동의지를 지연시킴으로써 충동의 주기성을 일정

범 에서 체·보완·지체할 수 있다.배고픔을 인내하고,성 충동을 문화

가치의 습득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그 이다.인간의 주기 충동의 지체

구조는 탈 부담활동의 가능성과 사회성 습득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37)인

간의 행 충동은 공동 의무 사회윤리에 한 합성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다 과 게엘 은 억압의 개념을 자연과 인간의 계에서 도출하고 있다.

억압의 근원을 자연의 힘으로 제시한 다 이 생존조건의 개념을 통하여

‘복종하는 인간’을 부각시키고 있다면,게엘 은 생존조건에 하여 ‘세계개

방성’즉,문화 존재로서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생물학 결핍존재

로서 인간이 가지는 세계개방성과 욕구와 충동의 조형성은 인간의 주기

충동의 지체구조에 한 탈 부담활동으로서 사회성 습득의 가능성을 제시

하며 생물학 의 억압과 사회 의 억압을 연결하는 요한 고리

를 마련해 다.

② 자연충동의 포기

로이트(SigmundFreud)는 병리 상에 한 언어학의 용법으로 억

제와 증상의 구분을 통해서 억압의 개념을 설명한다.억제는 분명히 기능

의 포기를 의미한다.그 이유는 기능의 실행이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자아 기능의 제한이 표 된 것이다.증상은 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본능

만족의 징후나 리 표상이며 억압과정의 결과이다.억압은 아마도

37) Ibid.,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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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명령에 따르는 자아(ego)가 이드에서 생겨난 본능 리비도의 집

과 동하려고 들지 않을 때 자아에서 일어난다.자아는 억압이라는 수단

으로 비난받을 만한 충동의 매체인 념이 의식으로 바 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그 념은 종종 무의식 구조로 존속한다. 념은 억압의 과정

을 통하여 만족을 통해 얻으리라고 기 했던 즐거움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재 기능을 포함한다.자아는 억압이라는 수단으로 비난받을 만한 충동

의 매체인 념이 의식으로 바 는 것을 통제한다.38)

로이트 사상의 핵심은 에로스(eros)사상이다. 로이트의 에로스 사상

이란 라톤과는 달리 성 사랑의 본능과 생의 보존본능을 합한 생의 본

능을 의미한다. 로이트가 말하는 본능은 정신장치에서 동인(動因)이 되는

힘이며 정신 속의 모든 에 지는 이 본능(id)에서 나온다.39)본능은 “마음

으로 하여 활동하게 하는 수단인데,그것은 본능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행동을 일으키는 최 의 동인인 본능은 특정한 개인의 개별

특성을 월한 것으로 가정된다.40) 로이트가 말하는 본능의 목표는 상

을 통해 에 지를 방출하거나 쾌락을 얻는 것이다.리비도 혹은 에로스는

생리 이건 심리 이건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

소이다.그것은 인간 계의 모든 정 인 측면에 존재하며 부분의 인간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건설 인 요소로 작용한다.41)자아의 내부세계,즉

의식에서 형성된 어떤 정당성이나 가치가 행 의지와 심을 지속 으로

유지시킴으로서 생겨난 지속 심은 욕구와 심에 한 억제(자제력)와 의

지(인내력)라는 두 가지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38) Strachey, James (1990),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보  역 (1998), 『억압, 후 그리고 

안』, 울: 열린책들, pp. 217-223.

39) Ibid., p. 110.

40) 미 신 학  편, 재훈  역 (2002), 『 신  어사 』, 울 : 한 심리치료연 ,  

p. 155.

41) Ibid.,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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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심은 선천 충동이나 자연 으로 주어지는 개별 실존상황에

해 욕망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개별 충동을 지배하고 지속시킨

다.지속 심은 유발된 충동의 지속화로 충동을 보존시킬 수 있으며 충동

의 방향을 환을 통하여 일정한 범 내에서 자연 인 충동기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행 가 지속성을 가진 동기에 따라 발동하게 함으로써 충동

이 재성의 벽을 넘어 지 이고 실천 인 행 로 발 하는 제가 되는

것이다.42)행 의 동기와 목 이 분리되어 실용 심이 행동의 변인으로

작용할 때,그 행 는 사실의 결과에 심을 갖고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실

용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43)

방향정 에 의해 상과 공동 의무 사회윤리에 부합하게 된 욕구는 안

정성을 가진다.안정화된 욕구는 충동 동기의 상 에 의해 지속성을

갖게 된다.행 의 동기와 목 의 분리는 행 의 자립성을 보장할 수 있

다.44)욕구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행 가 자립성을 갖게 되는 과정은

욕구 충동의 제약단계,욕구 충동의 의식 축소·제한 단계,욕구

충동의 극 단념단계를 따라서 순차 으로 진행된다.45)욕구는 그 충족

을 해 새로운 동기와 행 형식을 끊임없이 요청하게 된다.언제라도 욕

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잠재 욕구충족의 의식이 동반될 때,욕

구는 안정화되어 배경으로 후퇴하게 되어 무의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다.잠재 욕구충족 상태가 유지될 때,욕구충족을 실화하기 한 실제

인 충동은 일어나지 않는다.이것이 ‘배경 충족’이다.46)

로이트는 생의 본능인 에로스의 에 지를 리비도(libido)라 칭하 고,

리비도가 자신의 내부로 지향하여 행동화될 때 그런 행동을 자기애

42) 채  (2006), op. cit., p. 78. 

43) Gehlen, Arnold,  Urmensch und spatkultur, 만  역 (2008), 『  간과 그 후』, 

울: 지만지, p. 36.

44) 만  (1998), “겔엘  행 ”, 『철학 』, 15, 새한철학 ,  p. 146.

45) Ibid., p. 146.

46) 진각 (2009), op. ci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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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ssism),리비도가 늘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향해 작용될 때를 상애

(objection-love),비 실 인 공상으로 흐를 때를 내향성(introversion)이라

고 하 다. 한 리비도가 유아시 에 행했던 애정 상에 계속 부착되어

있어 경우를 고착(fixation),과거에 지향했던 상으로 되돌아가 상애를

나타낼 때를 퇴행(regression)이라 하고,에 지가 제약·억제당하는 것을

억압(repression),이타 으로 다른 상을 향해 에 지를 발산시킬 때를

승화(sublimation)라고 하 다.47) 로이트가 말하는 생의 본능은 자기애,

상애,내향성으로 나타나는 리비도의 방향성과 고착과 퇴행,억압과 승화

라는 결과로서 게엘 의 자기 심 ·제도 ·상징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

를 마련해 주고 있다.

2)사회학

억압에 한 사회학 은 사회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해지

는 억압의 근원을 사회구조, 습,그 속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악한다.사회학 에서 억압은 제도 의식으로서 문화 환경의 경

험과 학습에서 유래한다.베이유(SimonWeil)는 억압의 생성 조건을 특권

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회학 의 억압을 ‘권력’의 개념을 통해 이

해할 수 있게 한다.

사 의미로서 권력48)은 남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힘으로 특히 국가

나 정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향력이다.정치학 사 에서 권력49)은 권력

47) Riviere, Joan (1935),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By prof. Sigmund Freud, 
M, D., LL. D., Vienna Authorized English Translation of the Revised Edition, New York: 

Garden City Publishing Company, Inc, 태 역(1990), 『프 트 - 신 』, 울; 

삼 사, pp. 20-21.

48) 승 편  (1998), 『 어사 』, 울: 민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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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속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철시키는

힘이다.권력이란 어떤 개인 는 집단이 타자의 행동에 해 갖는 향력

을 가리킨다.50)권력이란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의 지배-피

지배의 계 속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다.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

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인다는 것,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원

인)그 행동을 하는(결과)힘으로써 억압 이다.권력은 근본 으로 강제하

고 억압하는 것이다.강제성과 억압성의 원인은 권력자가 피 권력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철시키는 의지 힘에 있다.51)

억압에 한 사회학 에서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 개념의

특성을 ‘자본’,‘계망’,‘소통’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 억압의 사회학

개념과 작용 메커니즘을 악하고자 한다.

① 자본의 억압

마르크스주의는 권력이 경제 토 를 반 하고 이것을 해 기능하는

지배계 의 소유물로 본다.52)권력은 특정한 계 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을 다른 계 에게 빼앗길 수 있다.이러한 경우 권력은 자연과 본

능을 억압하고 개인이나 계 을 억압한다.부르디외(PierreBourdieu)는 타

인에 한 힘과 향력의 근원을 자본(capital)이라고 하 다.53)사회 속에

는 여러 형태의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사회는 지배 인 자본이 무엇인가

에 따라 다양하고 자율 인 경쟁공간으로 구성되는데,이러한 지배와 피지

배의 공간을 장(champ)이라고 한다.54)시장권력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49) 양운  (2003), 『미  코』, 울: 살림, p. 13.

50) 민 택 (1968), 『 치학 사 』, 울: 각, p. 351.

51) 동수 (2001), “하 마스에 어   ”, 『 치사상연 』, 5, p. 155.

52) 양운  (2003), op. cit., p. 16.

53) 하상복 (2006), 『  & 든슨』, 주: 사,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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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 재생산된다.시장의 창출은 외향 으로 사회 행 자의 주체성

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 자의 주체성은 시장 구조 내에서의 상품

과의 계 속에서 결정된다.

② 계망의 억압

푸코(MichelFoucault)는 권력을 개인이나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 계의 ‘효과’로 보았다.푸코는 권력이 수많은 형식을 취하

며 억압 일뿐 아니라 새로운 계와 형식에 해 생산 이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권력을 어떤 개인,집단,기구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계망으

로 본다.55)권력은 유일한 지 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제 안에서 다

양하게 두루 존재하는 그물망이다.권력은 단순히 지하는 힘이 아니다.

권력은 그것이 작용할 상을 지정하고 그 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한다.56)푸코에게 권력의 개념은 단지 억압하고 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

조 ,생산 , 정 인 힘이다.권력은 일상생활에 용되어 개인을 범주

화하고 개인을 자신의 개별성에 의해 구별한다.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

이 바로 권력의 형식이다.

주체(subject)라는 말에는 통제와 의존에 의해 군가에게 종속(subject

to)되는 것과 양심 는 자기-지식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묶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정복(subjugates)하고 종속시

키는 형식을 시사한다.57)마르크스주의의 권력 개념과 푸코의 권력 개념은

네그리(Negri)가 권력(power)을 지배 권력(pouvoir)과 역능(puissa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에 응될 수 있다.‘pouvoir’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

54) Ibid., p. 264.

55) Foucault, Michel (1976), L'histoire de la sexualite, 1, Galimard, p. 122. 민  (2006), 

“  가 복식   에 미치는 향”, 『복식』, 56(5), p. 91에  재 .

56) 양운  (2003), op. cit., pp. 18-23.

57) Michel Foucault,  역 (1994), 『미  코  』, 울: 새 결, pp. 91-93. 민

 (2006), op. cit., p. 91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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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으려고 하는 지배 권력인 반면 ‘puissance’는 이 가지고 있는 욕

망에 기 해서 다양하게 무엇인가 하려는 흐름을 강조한다.58)

마르크스의 권력이 특정한 계 의 소유물로서 자연,본능,개인이나 계

을 억압하는 지배 권력이라면 푸코의 권력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닌 계망

으로 창조 ,생산 , 정 인 힘으로써 역능이라고 할 수 있다.푸코와

네그리의 권력 개념은 사회학 의 억압을 미학 으로 연결하는

고리를 마련해 다.

③ 소통의 억압

루만(NiklasLuhmann)은 권력을 억압 는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소통

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루만은 권력을 주권 (souverän) 에서 이

해하는 푸코의 입장과 동일하며 권력의 억압성 신 ‘생산성’을 부각시킨

다.권력의 억압 측면만을 보는 사고는 “권력이 사회질서의 매체이며,정

치 안정성과 함께 불확실성과 역설제거의 원천”임을 간과하는 것이다.59)

권력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력을 사회의 여러 기능 하나로 악

하면서 권력의 ‘기능성’을 강조한다.루만은 정당한 권력의 제도화는 억압

권력보다 더욱 더 실재에 가깝다고 하 다.권력은 억압과 같이 본질

으로 존재한다.권력은 필연 으로 커뮤니 이션을 나타내고 한번 성립되

면 스스로를 계속 형성해가는 ‘자기 생산 ’구성물이다.루만은 권력을 정

치체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특수한 커뮤니 이션매체로서 이해한다.권력

은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커뮤니 이션 매체로서 역사 으로 이미

정당화되어 있다.권력은 비(非)억압 인 지배-복종의 커뮤니 이션이다.60)

권력을 커뮤니 이션의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는 루만에게 권력은 커뮤니

58) 울 사 과학연  (1997), 『맑스, 프 트, 니체  어 : 근   비 』, 울: 

샛 , p. 48. 민  (2006), op. cit., p. 91에  재 .

59) ·  (2009), "니클라스 루만  : 통수단  ", 『21  치학

보』, 9(2), p. 17.

60) Ib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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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본 질 성격

마르크스
자본

지배권력
억압

부르디외 시장권력

푸코 계망 생산 · 정 힘 창조

루만
소통

복종 략 비 억압

하버마스 사회권력 창조

이션 성공을 한 커뮤니 이션 참여자의 리한 복종 략이다.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사회 역할,제도뿐만 아니라 담론,주체,육체

등 모든 역에 향을 미치는 규제체계로서 간주되는 반면,루만에게 있

어서 권력은 심도 꼭 기도 없는 사회의 한 체계에서만 작동하는 특수한

매체일 뿐이다.하버마스(JurgenHabermas)는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

지되고 행사되는 과정을 분리하 다.권력의 강제성과 억압성은 권력이 유

지되고 행사되는 과정에만 해당된다.권력의 형성과정에서는 타인들과 함

께 공공의 의사를 만들어 가는 창조 인 힘이 필요한 것이다.하버마스는

이러한 힘을 의사소통 권력(communicativepower),즉 사회 권력이라

하 다.61)

사회학 에서는 억압을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지배양식으로써

자본, 계망,소통이 갖는 권력의 개념을 통하여 억압의 작용 메커니즘을

악하고자 하 다.자본, 계망,소통을 통해 살펴본 사회학 권력의 성

격은 억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에 한 미학 평가를 한

토 를 제공한다.사회학 권력 개념의 성격을 정리하면 [도표 3]과 같

다.

[도표 3]사회학 권력 개념의 성격

61) 동수 (2001), “하 마스에 어   ”, 『 치사상연 』, 5,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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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학

억압에 한 미학 은 억압의 근원을 자아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악하고 억압의 본질이나 작용 메커니즘보다는 억압의 상이

되는 욕망과 행 를 배분하고 조 하는 방식에 주목한다.푸코는 ‘쾌락

의 활용’이라는 개념장치를 통하여 로이트의 억압 가설을 욕망과 권

력,권력-지식의 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의 양식으로 악하 다.

푸코에게 있어서 억압은 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실존의 미학,

극 이고 정 인 자기 테크놀로지이다.욕망과 행 의 억압에 한 쾌

락의 활용은 자기 지배와 도의 문제로써 억압에 한 미학 을

제시한다.

① 쾌락의 활용

푸코는 『앎의 의지』에서 섹슈얼리티 혹은 욕망의 문제와 연 하여

로이트의 억압-해방(représsion-libération)가설을 비 하고 권력-지식-쾌

락체제(régimedepouvoir-savoir-plaisir)를 분석하 다.“쾌락과 권력은

서로를 부정하거나 서로에 해 립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따르고 겹치며

새로운 활기를 다.그러므로 근 산업사회가 성에 해 한층 더 억압

인 시 를 열었다는 가설은 분명 폐기되어야 한다.”62)푸코는 ‘욕망’이란

단어를 통해 자연 ·생물학 성과 욕망이 아닌 사회 ·역사 으로 구성되

는 육체와 쾌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쾌락은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로 구

성하는 주체화 과정에서 자기 테크놀로지로 작용한다.근 서구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소는 성 취향 혹은 성 정체

성이었다.푸코는 성의 정체성 문제를 정치 인 에서 바라보았고 근

62) Foucault, Michel (1984), L'usage des plaisirs (History de la sexualité II),  역 

(2004), 『  역사 2. 쾌락  』, 주: 나남 사,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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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정체성,성과 욕망,권력을 가로지르는 요인을 ‘진리’라고 하

다.63)푸코에게 욕망의 개념은 자기를 구성하는 테크닉의 주요 지 으로

작동하는 요소로서의 ‘쾌락’이다.

쾌락의 활용(usagedesplaisirs,chrsisaphrodision)은 고 그리스 사

상에서 ‘성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 던 ‘타 아 로디지아(taaphrodisia)’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그리스인들에게 쾌락의 활용은 자신의 성 욕망

과 쾌락을 히 다루는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desoi)와 연 된

다.스스로를 알고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론 ·윤리 ·정치 덕

성과 연결되는 주체화의 한 요소이며 양식이다.64)고 그리스인들에게

자신의 쾌락을 지배하는 것과 자신의 쾌락을 로고스(logos)에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의 일이었다.쾌락의 활용 혹은 성 제는 ‘자기의 지배라는 형

식을 갖는 자유의 수행’이다.자기 지배는 주체가 자신의 남성 행동에 조

심하고 자제하는 방식,그가 타인들과 맺는 계 속에서 자신과 맺는 방식

안에서 나타난다.65)쾌락의 활용은 존재의 부정에 기 한 법의 지와 억

압의 메커니즘이 아닌,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실존의 미학으로서

주체화에 종속되는 극 이고 정 인 자기의 테크놀로지이다.푸코에게

‘쾌락의 활용’은 자기 지배와 도의 문제,능동 제와 수동 무 제의

문제로 이해된다.부정 ·억압 측면에만 집 되었던 욕망 담론의 일면성

을 부정하고 지식·권력·윤리를 아우르는 존재론 ·정치 ·윤리 주체화

혹은 자기 테크놀로지의 정 ·생산 을 드러내고 있다.쾌락의 활

용은 자기에 한 인식과 배려를 통한 자기 지배를 거 으로 삼는 자기

제의 기술이자 쾌락의 윤리이다.66)

63) 허경 (2009), “ ‘ 망  억압’에  ‘쾌락  ’  - 미  코  『  역사』  심 ”, 

『 과학연 』, 23, p. 437.

64) Ibid., pp. 444-446.

65) Foucault, Michel (1976), L'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u Savoir, 규  역 

(2004), 『  역사 1: 앎  지』, 주: 나남 사,  p. 99.

66) 허경 (2009), op. cit.,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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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체화의 양식

푸코의 후기 심은 고 의 주체형성의 역사에 주목하여 인간이 자신을

주체로 생산하는 자아의 실천들과 개인의 존재양식들을 탐색하는 것이었

다.고 그리스에서 자아형성과 자아창조를 한 규범 토 는 ‘자기에의

배려’를 향한 도덕성이었다.윤리 이상은 자신의 몸을 통제의 상으로

삼는 엄격한 자기 통제에 의거한 도덕성이었다.푸코는 그리스의 윤리가

자아형성과 자유의 실천에서 자율 이고 다원 인 방식을 제공했으며

에서도 주체성의 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의 주체형성은 규

율에 한 복종이 아니라 존재의 미학에 의한 자기창조에 있으며 주체형성

은 곧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67)‘자기에의 배려’는 자신에 한

심과 배려로서 ‘자아형성,자기인식,자기훈련,욕망과 쾌락의 활용 등의 주

체화 양식’이며 ‘자아의 자아와의 계(lesrapportsdesoiàsoi)’를 정립

하는 것이다.자기에의 배려는 인간의 행 규칙들을 고정시키고 자신의 삶

을 일정한 심미 가치들과 스타일의 기 들에 따른 자발 이고 반향 인

실천들로 이루어지게 한다.68)자아의 기술들은 자유와 자율성,욕망과 쾌

락,그리고 심미 가치들을 추구하는 주체,즉 자기창조의 주체를 형성하

는 것이다.자아의 기술들은 몸의 주체화를 추구하는 자아의 욕망,자유,

쾌락,그리고 개인 거집단의 다양성·특수성을 함축한다.지배의 기술들은

획일 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단 차이들과 그 다양성을

매개로 선택 으로 목되고 작용한다.주체성을 실천하는 자아의 기술들

은 푸코가 말하는 윤리 주체로서 자아에 한 권력의 행사를 요구하게

된다.‘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주체형성에서 자아의 기술들은 ‘자율 인 자

기훈육’으로 치된다.자기훈육이란 자기창조를 한 자율 실천이다.69)

67) 경 ·신  역 (2004), 『  역사 3: 에  』, 주: 나남 사, p. 25.

68) Foucault, Michel (1988), Dits et écrits 1954-1988, Thom Ⅵ. 1980-1988, Paris: 

Gallimard, pp. 545-546.  (2006), "몸 과 - 코  틀에  본 ‘날씬한 몸’

리", 『한 여 학』, 22(4), p. 211에  재 .

69) Ibid.,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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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에 한 일반 개념의 고찰로 생물학 ·사회학 ·미학 에서 살

펴본 억압의 근원과 의식체계와 욕망의 추구가치를 정리하면 [도표 4]와

같다.

[도표 4]에서 본능의 욕망으로서 나르시시즘이란 리비도(libido)라 칭하는

에로스(Eros)의 에 지가 자기의 육체,자아,자기의 정신 특징으로 집

되는 상으로서 자연의 억압에 한 수용의 결과이다.권력의 욕망으로서

페티시즘이란 물질 가치의 추구를 통한 향락의 추구로서 사회 억압의

결과이다.창조의 욕망으로서 에스테티시즘이란 도의 양식으로서 자아

의 이상에 해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자아의 억압에 한 결과로 나타난

다.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해서는 제 2장,제 3 몸·복식에서 억압의 미 가치에서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도표 4]억압의 근원과 의식체계와 욕망의 추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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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과 특성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의 역사,즉 패션의 역사는 인간이 처음으로 충

실하게 심을 기울 던 어떤 것에 한 탐닉이 역사 으로 개된 과정이

다.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한 강렬한 집착은 인간이 죽을 때가지 확실하

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이다.인간은 지 까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수족을 불구로 만들어 왔으며,인간이 옷

을 입는 행 는 최소한 재 주어진 것과는 다르거나 더 나은 신체에 한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한 수단이다.70)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한

집착은 시 에 따라 다양한 미 기 을 만들어왔고 미 기 의 성취를

해 스스로를 억압해 왔다.인간은 생존과 부(富),권력,그룹에의 귀속,그

리고 자신의 개성과 이상을 실 하기 해 의식 ·무의식 혹은 의지

활동으로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과 사

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을 정의하고 후기구조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몸·복식·욕망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몸·복식에서 억압의 용어 정의

몸·복식에서 억압은 본능의 욕망에 한 조형성으로 나타난다.권력의

욕망은 시 에 따라 억압의 유형을 변화시키고 창조의 욕망은 억압을 주체

으로 실행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몸·복식에서 억압은 원형에 한 변

형을 구체화시킨다.몸·복식에서 억압을 통한 변형이란 억압의 결과로서

‘이상’을 향한 창조 실천이며 시각 으로는 미 효과를 동반한다.

70) Black, J Anderson & Garland, Madge (1980), A History of Fashion, 순 역 (2005), 

『 계 사』, 울: 간 원,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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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의 사 의미는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metamorphosis,

modification,transformation’등의 단어가 해당된다.71)코다(HoroldKod

a)72)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구조를 물리 으로 바꾸는 것을 인체 변형(body

transform)으로 보았고 목걸이나 러 ,어깨패드,코르셋,버슬,후 ,하이

힐 등을 로 들었다.맥 드릭(KarmenMacKendrick)73)은 인체를 제거하

거나 고통스럽게 움직임을 제한하여 인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인체 변형

(bodymodification)으로 보았다.피어싱,타투,제거,낙인,코르셋,피부이

식,하이힐,미용 성형수술 등을 그 로 들었다.이은 74)은 상흔,문신,

채색,제거 등을 인체 장식으로 보았고 입술이나 코에 구멍을 뚫어 형태를

변형시킨 것, 족,코르셋 등을 로 들었다.이승은75)은 인체 장식을 화

장,바디 페인 ,헤나 염색 등 피부에 침투하지 않는 일시 인 것과 문신,

피어싱,미용성형 등 피부에 침투하는 구 인 것으로 구분하 다.억압의

일반 개념과 인체 변형 장식에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 정의한 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몸·복식에서 억압은 인체의 자연 발달이나 활동에 한 규제,혹은 인

체 그 자체에 일시 · 구 변형을 가하는 인체 변형(bodymodification)

으로써 육체 ·정신 왜곡을 수반하는 것과 이를 표 하는 복식활동이다.

71) 동아 사 (1982), 『동아 프라  한사 』, 울: 동아 사, p. 813.

72) Koda, Harold (2001), Extreme Beauty -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7. 

73) Mckendrick, Karmen (1998), "Techno flesh, or Didn't that hurt?" Fashion Theory, (vol.2), 

United Kingdom: Berg, p. 6, 지연 (2007), “ 체  변 시키는 체 식에 한 연 ”, 『

 지식 』, (vol.4), p. 31에  재 .

74)  (2004), 『복식 』, 울: 사, pp. 10-12.

75) 승  (2000), " 에  신체 식  미  특 ", 숙 여 학  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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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계

후기구조주의는 1960년 말부터 형성되어 70∼80년 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공유되며 인간 행 와 그 산물을 설명하려는 사고 유형 인식에

한 이론이다. 진리, 원불변한 실체,모든 단의 근거를 제공하

는 원리들에 한 비 자세를 보이며 그 신념들의 허구성과 모순성을

강조하 다.76)몸·복식에서 억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몸·복식·욕망의 계

를 악하기 하여 억압에 한 일반 개념의 바탕 에 후기구조주의 몸

이론 살펴보고자 한다.후기구조주의 몸 이론에서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몸,탈 결합되고 해체되어 새롭게 재구성되어진 몸,상징가치의 담지체로서

의 몸을 각각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명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후기

구조주의 몸 이론에서 본능의 욕망이란 자연과 인간의 계뿐만 아니라 사

회속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능의 욕망까지도 포함한다.후기구조주의 시

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계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몸·복식을 통해 나

타나는 다양한 억압의 양상을 해석하는데 폭 넓은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1)본능의 욕망

본능(instinct)은 개인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고,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

의 흔들리지 않고,어떤 목 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물에게 있

어서 고유한 유 행동구조를 말한다.77) 로이트는 본능을 “정신과 육

76) 순  (2007), "후  주  신체 에 한 러스트 에  신체  연 ", 

『한 학 지』, 31(7), p. 1053.

77) Laplanche, Jean et Pontails, Jean-Bertrand (1967),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resses Unviersitaires de France, 진수 역 (2005), 『 신 사 』, 울: 열린 책들,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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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개념으로,신체기 내에서 발생하여 정신에 도

달하는 심리 표자”라고 하 다.“본능은 몸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자

극의 근원이 심리 으로 표 된 것으로서......,본능의 개념은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78)“본능은 ‘순간 ’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늘 ‘지속 ’인 충격을 주는 힘으로써 작용한다.본능은 외부에서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79)신과 비하여 인간은 그 게 명료한 이성의 존재만

은 아니요,억압된 동물 본성은 틈틈이 의식을 뚫고 솟아오르는 상황을

맞게 된다. 실 속에서 이상을 향해 상승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 선택하

는 도피처인 동시에 새로운 에 지를 가지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80)

욕망(wish)은 로이트가 가정한 최 의 경험 형태인 충족체험에 의거한

다.“충족체험은 욕구가 만들어 낸 긴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진정되는

체험이다.충족을 주는 상의 이미지는 주체의 욕망의 구성에서 선택 인

가치를 갖는다.그것은 실제 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再)투여되며,나

에 충족을 주는 상을 추구하는데 항상 길잡이가 되는 것”81)이다.충족체

험에 뒤이어 욕구가 다시 생길 때,최 의 충족상황을 재 하려는 심리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82)

인간은 스스로 몸을 권력에 복종시키는 동시에,욕구의 통제와 발산에

한 선택과 제어를 통해 몸을 자신의 삶에 가장 합리 으로 투자하고 보

존하려 한다.푸코는 권력이 행사하는 장소 의 하나가 바로 몸이라고 주

장했고 몸의 행동 범 를 규제하는 기제들을 통해서 권력에 순응하는 몸이

78)  역 (1997), 『프 트 집 13, 식에 하여』, 울: 열린 책들, p. 94.

79) Ibid., p. 104.

80) 택  (1998), 『프 트  과 』, 울: 사, p. 31.

81) 진수 역 (2005), op. cit., p. 467.

82) Ibid.,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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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진다고 하 다.몸의 역사에서 심을 이루는 것은 ‘몸과 그것에 행

사되는 권력’의 계를 그려내는 일이다.푸코에게 몸은 단순히 담론의

이 아니라 일상의 습들과 규모 권력조직의 연결고리 그 자체이다.83)

메를로 티(MauriceMerleau-Ponty)는 일원론에 입각하여 데카르트

코기토(cogito)84)에 가려져 있던 몸 철학의 요성을 강조한 표 철학

자이다.메를로 티는 추상 인 사고방식이 인간의 실존을 제 로 이해하

지 못하거나,인간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을 지 한다.인간

정신의 인 우월성을 포기한 메를로 티는 인간의 ‘몸’과 ‘지각’,‘세

계’를 철학의 기 로 하 다.메를로 티에게 몸은 객체가 아니라 객체와

계를 맺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로서 살아가고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다.85)

몸에 한 상학 성찰에서 주체는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마음도 물질과 공간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지각의 주체로서

몸의 철학은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출발해한다.메

를로 티는 철학의 출발 으로 ‘지각의 원천성’과 ‘체험된 몸’을 강조하 고

지각을 육화된 몸의 작용이라고 하 다.메를로 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곧

표 이며 몸은 이러한 지각과 표 을 수행하는 장소이다.86)

20세기 후반 인권의 신장은 개인의 부나 권력으로서의 상징 체물로

사용되는 몸에 해 문제를 제기하 다.메를로 티는 지각 상학에서

몸은 세계의 상인 동시에 자신과 소통하는 계임을 주장한다.87)조각가

83) Shilling, C. (1999), The Body and Social Theory, 숙 역 (2006), 『몸  사 학』, 주: 

나남 , pp. 115-116.

84)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  나는 재한다. - Descartes  근본 철학  나타

내는 말 다. 삼 (1990), “M. Merleau-Ponty 상학  지각, 신체,  ” 학  

학원 사학  , p. 38.

85)  (2006), “20 게 후  미술에  신체  미 과 해 : 아 카 비치  키키 스

미스  심 ”, 학  학원 사학 , p. 80.

86) 신  (2004), "M. 티  지각 과  고찰", 울 학  학원 사학 , 

p. 13.

87)  (2003), op. cit.,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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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리(AntonyGormley)는 인간의 몸을 몸과 정신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서

구의 이원론 에서 벗어나 ‘던져진 존재’로서 이해하 다.과거의 몸

이 정치권력 간의 쟁터 다면 재의 몸은 던져진 존재로서 솔직한 자신

에 한 고백이며 자신의 안이 되는 존재이다.88)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에 한 본능의 욕망은 생물학 몸에

한 심리학 근을 통해 몸·복식에서 억압의 이론을 구체화시키며 미학

근을 가능하게 한다.의복의 기원에 한 기독교 정숙설과 상충하는

쾌락주의 인간의 욕망은 몸(자연)과 복식(문화)을 통해 발생하는 억압의

갈등 인 요인을 심리학 으로 악할 수 있게 한다.몸·복식에서 억압을

남성 심의 편견과 이데올로기 서술로부터 해방되어 지각의 주체로서 몸

이 가지는 본능의 욕망이라는 새로운 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몸·복식에서 본능의 욕망은 성의 에서 논의되어왔다. 뤼겔(Flügel)

은 “인간의 원 본능 성 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로이트의 이론

을 근간으로 인간의 의복착용동기를 상반된 양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옷

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리며 정숙한 체하지만 오히려 감추어진 몸의 부 로

성 매력과 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뤼겔은 여체

의 머리,목,유방,허리,엉덩이,팔,다리는 남성에게 있어서 성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 이며 이러한 신체부 를 남성에게 보이기 하여 시 ,

민족,개인에 따라 옷으로 강조하거나 감춤으로써 패션이 변한다고 하

다.89)그러나 남성들은 거울을 보며 극 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이

어트로 식단을 리하며 헬스클럽에서 시간을 보낸다.이러한 행동은 이성

에게 ‘보이기를 원하는’성 욕구 이외에,인간의 자기도취 인 나르시시

즘 속성이 ‘보이기를 원하는’성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아담과 이 의 원죄 이후,몸은 성 상물로 이되었고 생물학 으로

88) < 료 처 http://www.artiaco.com/home/bbs/tb.php/artnews/285, 료검색 : 2012. 6. 26>

89) 민  (2004), op. 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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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남성은 능동 인 형태인 ‘찰’로,생물학 으로 열등한 여성은 수

동 인 형태인 ‘보이기를 원하는’것으로 성 충동을 충족시킨다는 생각은

시 착오 이다.18세기 이후에 나타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착용을 ‘ 한 남성의 포기(Greatmasculinerenunciation)’라고 주장

하는 남성 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나르시시즘 경향을 미성숙이나

허 심으로 치부한다.이성 이며 도덕 으로 성숙한 남성은 자아도취 인

성향을 극복함으로써 옷에 한 심이 약해졌다는 편견 역시 시 착오

인 것이다.

성에 한 인간의 본능 욕구는 심리학 으로 자기애 외피에서 비롯

되며,옷이나 장신구 등을 몸에 착용하는 환유 의미로 치환된다. 음증

이나 노출증에 한 심리 상은 라캉의 거울이론을 통해 설명된다.보이기

해 과시하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은 몸·복식을 통한 억압을 자연발생

상으로 치환시키며 남성 심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 심화를 완성시

킨다.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욕망의 계는 억압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 차이나 권력 계를 월한다. 토(Pacteau)는 수동 노출증과

능동 음증이 남녀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하 다.90)후기구조

주의 시각에서 몸·복식에 한 억압의 개념은 주체의 의지가 발동하는 시

발 으로서의 몸에 한 억압으로써 성에 한 남성 심 사고로부터의

해방과 괘락을 향한 욕망의 배설로서 본능의 욕망이라는 새로운 을 제

시하고 있다.

2)권력의 욕망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권력의 욕망은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90) Ibid.,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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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에 잠재하여 있다가 외부의 상이나 자극에 의한 충족체험을 원할

때 발생하며 충족의 실제 상이 없이도 작용한다.라캉은 “부러움이란 그

본질에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즉 자신에게는 충족의 상이 아닌 것을

타인이 소유할 때 느낀다.”91)라고 하 다.타인이 소유한 것은 로 찰

자가 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실제 상을 정확히 모르는 인

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의 체물만을 소유하게 된다. 롬(ErichFromm)

은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인간의 가장 깊은 비 을 알고자 하

는 것인 만큼 사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반 지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

다.”92)고 하 다.

욕망은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타자의 끝없는 찰자로서

살게 한다.욕망은 주체의 정체성을 일순간에 무 트리는 미지의 역이다.

욕망들은 깨끗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억압되어서 무의식으로 남아 의식에

향을 다.93)욕망의 본질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

핍(lack)이다.94)인간은 결핍과 욕망, 실과 이상 사이에서 주체와 객체로,

찰자와 상자로서 살아간다.“욕망은 요구에서 욕구를 뺀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자분열의 상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된다.95)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지배계 의 략이며,욕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권력은 사회에 미시 으로 편재한다.지식과 연계하여 신체를 통제하

고 인간의 행 와 신체,마음과 의도까지 만들어낸다.96)이러한 시각은 권

력이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가치의 창출을 해 문화를 새겨 넣는 매체로

몸이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역사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해 몸을

91) Lancan, Jacques, 민승   역 (1994), 『 망 』, 울: 사, p. 35.

92) Fromm, Erich (1956),  역 (1999),『사랑  술』, 울: 원 사, p. 34.

93) 민승   역 (1994), op. cit., p. 13.

94) 택  (1998), 『프 트  과 』, 울: 사, p. 31.

95) 민승   역 (1994), op. cit., p. 267.

96) 순  (2007), op. cit., p.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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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킨다는 것이다.97)

인간은 스스로 몸을 권력에 복종시킨다.욕구의 통제와 발산에 한 선

택과 제어를 통해 몸을 자신의 삶에 가장 합리 으로 투자하고 보존한다.

몸의 행동 범 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상호 연 된 기제들을 통해서 권력

에 순응하는 몸이 만들어 진다.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을 논쟁의 쟁

으로 치시키는 것은 몸이 사회의 주된 강자와 약자,지배와 피지배 등과

같은 사회문화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몸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가부장제,남성 우월주

의,양성이론과 같은 지배논리는 사회 제도·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에서 사회구조 억압의 이데올로기로서 몸·복식에 한 억압의 메커니

즘이 되어왔다.푸코가 말하는 비 인 “유순한 몸”은 사회문화 생

활규범에 의해 인간의 몸이 어떻게 통제되고 억압되어 왔는지를 설명한

다.98)푸코가 “유순한 몸”을 통하여 본능의 욕망에 한 권력의 향력을

설명하 다면 몸을 심리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들 즈(GillesDeleuze)

와 가타리(FelixGuattari)에게 몸은 기계의 범주에 속한다.그들은 세계,

사회,인간, 술,몸 등 모든 것을 기계라고 하 다.몸·복식에서 생물학

의 억압이 본능의 욕구로서 욕망의 배설이라면,기계의 범주에 속하는

몸은 사회 생산과정에서 단과 합이 끊임없는 흐르는 ‘기 없는 몸

(body-withoutorgans)'과 첩된다.99)기 없는 몸은 사회 인 결합,교

육,기호화,주체화된 상황에서 분리되어 탈 결합되고 해체되며,탈 토화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 몸이다.100)들뢰즈는 몸을 욕망이 활동하

는 장으로 인식하고,욕망을 결여로 인해 생되는 것이 아닌 생성의 에

97) 피  (2004), "후  주  ‘몸’과 재  ", 『독 학』, 92, pp. 96-97.

98)  (2005), "여  몸 담 과 담  상 스트 에 한 연 : 여 지  사  

고  심 ", 균 학  학원 사학 .

99) 피  (2004), op. cit., p. 98.

100) 진 (2004), 『 미술  략』, 주: (주) 아트 스,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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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본다.들뢰즈가 욕망을 ‘기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신체의 모든 기 이

기계 으로 작동하면서도 통일된 하나의 체계에 속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단되었다가도 다시 속,연결되고 분열하면서 생산하는 특징

이 있기 때문이다.101) 재의 억압 인 사회 역사 속에서 기 없는 신

체는 개별 이고 순간 으로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들뢰즈는 새로운 욕

망을 한없이 조장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징으로 보았다.

부르디외(PierreBourdieu)는 권력을 성의 에서 다루고 있으며 권력

을 문화 으로 남성 인 것과 여성 인 것으로 구분하 다.권력은 객

행 를 습으로 자리 매김하기 해 형태화를 시작한다.102)복식은 가시

특성으로 인해 습의 형태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데 남성은 여성

들에게 ‘여성성’이란 것을 부과시킴으로써 남성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했

다.103)과거에 여성은 체 으로 보여지는 장으로써 가부장 조직 내에서

통 으로 부여된 지 에 머물러 있었다.가문의 부·권력·시 의 이상미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여성들은 그 시 의 이상미에 더욱더 구속 되었

다. 사회에서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통 인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의 사용 자체는 여 히 남성 권력에 종속되

어 있기도 하다.근본 으로 미리 제된 의미로서 사회 차이들에 생물

학 차이들이 이용되는 것이다.부르디외는 개별 인 행 자에게 성 인

구별 짓기에 부합하는 외부 표시들을 강조하거나 각 성에 알맞은 활동을

고무하는 활동을 상징폭력의 가시화,신체 으로는 강요된 일종의 ‘감 상

태’라고 하 다.104)

베블런(ThorsteinB.Veblen)은 패션을 계 차별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101) Vogue, Ronald, 우 역 (1995), 『들뢰  아타리』, 울: 새 , p. 145.

102) 민  (2006) op. cit., p. 94.

103) Reynaud, Emmanuel,  역 (2001), 『강  침 -억압과 폭  남  지 』, 

울: 책갈피, p. 75.

104) 원 (2003), " 치  에  라본 피에  (Pierre Boudieu)  ‘ 계’:

〈남 지 〉  심 ", 숙 여 학  학원 사학 ,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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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베블런은 패션을 여성의 비이성 인 모방심리이며,신분상징의 차별

화 욕구로 묘사하 다.짐멜(Simmel,1904)은 계 상징의 동조성과 개인

차별화의 도구로서 패션을 진술한다.패션이란 모방과 창조의 사이클이다.

짐멜은 유동성이 있는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한 하류층의 모방심리가 확

된다고 하 다.패션 리더인 엘리트층은 그들의 유일무이성을 유지하고

우월함을 주장하기 하여 스타일을 신하도록 강요받는다고 하 다.짐

멜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

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지만 역설 으로 공유됨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

는 욕망을 구취시킨다고 하 다.105)패션의 역학은 양면 인 인간태도로

개인화와 동조화,차이와 연합,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과 의존(동일시)하고

자 하는 욕망을 모두 포함한다.패션은 이러한 모순 충동을 수반하기 때

문에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짐멜에게 패션은

사회변화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진보 인 것이기 때문

에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한다.짐멜은 패션화된 신체를 자아확 의 의미로

이해하 고 일상생활에 있어 권력의 일부로 인식한다.짐멜에게 패션이란

권력에 한 하나의 연습인 것이다.

3)창조의 욕망

몸·복식에 하여 찰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토 로 지각하고,지 보

이는 상과 과거 속에서 지각된 이 있는 몸·복식을 함께 지각한다.‘그

때의 과거’를 지향하게 되고,자신의 몸·복식을 보이는 상의 이미지와 비

교하게 된다.인간의 경험에 의한 지각은 역사 속에서 상을 경험하며 상

징 의미를 찾는다. 로이트의 말처럼 “그것의 내용,즉 욕동의 심리

105) 민  (2004), op. cit.,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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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은 무의식 이고 생래 (生來) 이며,다른 한편으로는 후천 으로 억

압된 것”으로부터의 해석을 요구한다.106) 로이트는 자아형성의 과정을

“동일시 기제(同一視 機制)”로 보았다.동일시는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주체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이질 인 감정(héteropathique)의

구심 동일시와,주체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동일감정

(idiopathique)의 원심 동일시로 구분된다.107)동일시의 상은 심리 으

로 인간의 복수성(複數性)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몸·복식에서 변화와 창

조를 유지시키는 심리학 기제이자 억압의 메커니즘이다.

부르디외(Bourdieu)는 몸을 상징가치의 담지체, 육체자본(physical

capital)의 한 형태로 보았고 후기 근 사회에서 몸이 상품화되고 있다고

하 다.몸의 상품화란 몸이 노동력의 매매와 한 계가 있는 것과 몸

이 더 포 형태의 자본이 되는 방법들을 가리킨다.육체자본이란 육체

가 권력과 지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육체자본

을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부르디외가 제시한 몸은 다양한 사회 힘과 연 되어

발달하는 미완의 실체이다.108)보드리야르(JeanBaudrillard)109)는 사회

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소비사회로 규정하 고 몸을 소비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의 상으로 보았다.소비사회에서 사물의 소비에는 사

용가치나 상징가치보다 문화 기호로서의 가치가 요시 된다.소비사회에

서 몸은 차별 ,사회 의미를 담아내는 기호이며 경제 의미에서 투자

되고 심리 의미에서 물신숭배 되고 있다.소비사회의 특징은 몸의 교환

가치를 포함한 환상을 물신화하는 것이다.몸은 소비의 상으로서 상품화

106) 진수 역 (2005), op. cit., p. 75.

107) Freud, Sigmund, Psychoanalysis, 민 식 역 (2001), 『프 트  신 』, 울: 민미

어, p. 285.

108) 숙 역 (1999), op. cit., p. 186, p. 215.

109)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상  역 (1991), 『 비  사 』, 

울: 사,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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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경제 인 측면에서 의도 으로 투자되고,동시에 물신 숭배되고 있는 몸

은 새로운 창조의 장이된다.자본주의 목표에 따라서 투자에 의해 재창

조된 육체는 향락과 쾌락주의 효율성을 따르게 된다.소비사회에서 인간

의 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리·정비되고,사회 지 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형식 의 하나로서 조작되며, 통 이고 상징 인 사물에서 교환 가

능한 기호로서의 사물로 이해되고 있다.110)생산이 소비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몸·복식을 통한 억압은 창조의 욕망에 의

해 주도되고 있다.창조의 욕망이 다루고 있는 상은 사회 으로 재구성

되고 사회 성을 표 하는 몸이다.창조의 욕망이 상으로 하는 몸은 몸

주체의 인식 변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월 가치를 추구한다는 에서

권력의 욕망이 다루는 몸과 차별된다.

창조의 욕망에서 복식은 인간의 몸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기호이다.복식

은 모든 사회와 문화,인간의 사고,가치,이념,태도,정서를 담아내는 시

뮬 이션이며 달내용이다. 통 으로 복식은 몸을 담고 있는 제 2의 피

부이며,몸에 한 재 (representation)으로서 몸의 형태와 기능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111)그러나 패션에서는 옷이 몸을 빌려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가 옷을 창조하고 있다.

몸·복식이 일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몸과

인간의 욕망 계를 정리하면 [도표 5]와 같다.

110) 상  역 (1991), op. cit., pp. 190-194.

111) 민  (2004), op. cit.,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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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후기구조주의 시각에서 본 몸과 인간의 욕망

제 3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개발

이경미는 ‘복식 패러다임’은 새로운 양식의 도입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세계 과 복식 문명의 기 에 한 념의 변화까지 수반한다고 하 다.

한 ‘패러다임’에 한 용어 정의에 하여 토마스 쿤(ThomasKuhn)이

정의한 “한 시 를 지배하는 과학 인식,이론, 습,사고, 념,가치

등이 결합된 총체 인 틀 는 개념의 집합체”를 인용하 다.112)

자연의 억압은 몸에 한 생존조건으로 인간에게 보편 으로 작용한다.

본능의 욕망은 지속 인 안 성을 찾기 해 복식을 통해 욕구를 방향 정

함으로써 몸·복식을 통한 억압이 시작되었다.생물학 으로 결핍된 존재

인 인간은 사회 동물로 진화하 고 사회 존재로서 인간은 몸·복식을

통해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배설하고 있다.

112) 경미 (2008). “ 한  식 복 러다 ”, 울 학  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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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에서 욕망은 통 으로 남성 견해를 변해 왔고 몸·복식을

통한 억압의 상은 주로 여성으로 부각되었다.그러나 후기자본주의 사회

에서 패션의 변화에 한 수용과 몸 로젝트를 향한 노력은 남녀의 구분

없이 억압 으로 작용하고 있다.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생산과 소비는 복식활동을 둘러싼 가치와 의미의 상실을 가져왔다.융합과

창조의 시 로 불리는 21세기는 디자이 ,착용자, 찰자 모두에게 욕망을

내세우며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다.복식활동을 둘러싼 가치와 의미의 상실

을 극복하기 해서는 몸·복식을 통해 월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의 날

개를 펼쳐야 한다.인간의 욕망을 표 하는 몸·복식의 변화는 억압의 결과

를 기록한다.욕망의 충족이 진정한 미 가치를 담아내고 창조를 선도하기

해서는 몸·복식에서 억압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본 에서는 억압을 유형으로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구분하고 미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은 억압이 직 으로 표 되는 상을 기 으

로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은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이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에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에 한 미 가치의 해석을 한

유형 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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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몸을 통한 억압 유형

라톤과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을 사회 존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훈

련과 교육을 통한 몸의 억압을 정당화 시켰다.몸은 오랫동안 정신에 비해

열등한 것,즉 억압의 상으로 간주되어왔다.문화사 측면에서 몸에

한 억압은 결과는 종종 동반되는 장식 효과를 통해 보상되었다.장식

효과는 인체 그 자체에 일시 이거나 구 의 변형을 가함으로써 그 시

혹은 문화권,개인,집단,상황에 어울리는 이상미를 추구하는 억압의 조형

메커니즘이다. 에 와서 몸은 자아 로젝트의 일부가 되었고 다이

어트나 성형수술 등을 통해 자의 으로 인체를 억압하는 것은 인체의 변형

이 자신의 감정 욕구를 가시 으로 표 해 주기 때문이다. 소비문

화에서 개성이 강조되면서 몸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순응하는 변형 가능

한 존재양식으로 변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로 자리한 몸의 리를 사회문화 이상미의 기

에 도달하기 한 노력이며 학습을 통한 심리 억압의 결과로 악하

다.몸을 통한 억압에서는 결과의 지속성을 심으로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일시 억압

몸을 통한 억압에서 일시 이라 함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유형

의 인체 변형을 포함한다.형의 변형으로 수염이나 헤어스타일,손톱 기르

기 등이 있다.색의 변형으로 머리 염색이나 화장,바디페인 ,헤나 염색,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등이 있다.재질감의 변형으로 피부 마사지와

머릿결에 한 마 등이 있다.냄새의 변형으로 향수나 방취제 등의 사용

을 들 수 있으며,맛의 변형으로 고감성,기능성 화장품에 추가되고 있는

다양한 식용첨가제를 들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시각 으로 인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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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의 요소로서 형,색,재질감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몸의 일시 인 변형은 사회 발달사에 있어서 원시사회에서의 장식 본능

이나 토테미즘,근 화 과정에서의 사회 규범, 사회에서의 문화 요

소로서 남자와 여자에 한 미 이상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에서 지속 으

로 행해지고 있다.생물학 에서 본능의 욕구에 의해 자의 으로 행

해지는 경우가 많아 억압의 유형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사회학

에서는 보건 행이나 국민 건강을 이유로 형·색·재질감·냄새 등의 변

형에 한 상과 범 를 규정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따른 억압의 유형으로

악될 수 있다.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소속감 등의 표 을

해 행해지는 스킨헤드,피어싱,다이어트 등도 새로운 유형의 억압으로

악된다.

② 구 변형

몸을 통한 억압에서 구 이라 함은 인체 변형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과 신체의 일부가 구조 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물리 ·화학 방

법의 시술과 수술이 두루 용되고 있다.형의 변형으로 늘리거나 뚫으며,

자르고, 단 시키는 물리 방법이 있다.목 늘리기,귓불 늘리기,입술 늘

리기,거세,할례,치아 갈기와 발치 등과 몸매 리를 한 지방흡입,신장

의 확장을 해 를 부러뜨리고 자라게 하는 것,인체의 범 를 상

으로 행해지는 미용성형 등이 있다.색과 재질감의 변형으로 썹,얼굴,

팔,등 등 신체의 범 에 두루 시행되는 상흔(scar)과 문신(tattooing),

화장 문신 등을 포함하여 게 보이기 해 피부를 개하고 당겨서 합

시키는 수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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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식을 통한 억압의 유형

복식이라는 물질 상을 통하여 육체 ·정신 왜곡이라는 억압의 개

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몸과 복식의 계성에 한 정립이 필요하

다.벨(QuentinBell)은 “직물은 몸의 자연 확장이며, 는 혼의 확장이

기도 하다.”113)라고 하 다.맥루한(MarshallMcLuhan)은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다”114)라고 하 다.몸의 인식은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분리될

수 없으며 복식은 자기인지(self-recognition)의 변견(frontier)을 나타낸다.

복식의 역할은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threshold)인 몸

의 경계에서 발생하며 몸-복식의 역의 모호성은 패션의 과정을 가속화한

다.몸의 경계는 자기의 경험과 복식을 통한 자기 경험의 표 사이의

을 나타낸다.115)육체와 정신이 일 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사회에서 몸·복식은 주체를 형성하고 개인을 차별화하여 사회 문화

특수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된다.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복식의 조형 변화

방식을 심으로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에 한 고찰은

복식을 통한 억압의 미 가치와 의미해석의 토 로 제공할 것이다.

113) Bell, Quentin (1976), On Human Finery, Horarth Press, p. 19.  (2007), “탈(脫)신체

  에 한 고찰”, 『복식』, 57(4), p. 72에  재 .

114) Fukai, Akiko (2005), Vision of the body 2005, 시카탈 그, 울시립미술 , p. 114. 

 (2007), “탈(脫)신체   에 한 고찰”, 『복식』, 57(4), p. 72에  재 .

115)  (2007), Ibid.,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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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출과 은폐

사 정의로서 노출(exposure)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116)을 은폐

(concealment)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117)을 뜻한다.보이는 방법으로

서 노출과 숨기는 방법으로서의 은폐는 서로 불가분의 계이다.노출은

은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은폐는 노출의 개념이 있기에 가능하다.복

식에서 노출과 은폐는 ‘드러냄’과 ‘숨김’을 통한 정숙성과 비정숙성,‘바라

’과 ‘보임’을 통한 응시(glaze)의 개념을 수반한다.

뤼겔(Flügel)은 패션이 변화하는 주요 원동력을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정신 립이라고 하 고,은폐(정숙성)와 노출(비정숙성)에 한 인간의

갈등 욕구를 ‘양면성(兩面性)’이라고 하 다.118) 버(Laver)는 인간이 의복

을 입는 목 은 인체에서 성 매력을 끄는 부 로 주의를 집 시켜 성

심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하 다.패션은 의복이 노출과 정숙성 사이의

타 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되었다.패션의 목

표는 여성 인체를 차례로 노출 혹은 은폐함으로서 계속되어 왔다.119)역사

으로 복식을 통한 노출은 여성에서 요한 테마 다.여성패션에서 노출

이 많이 보이는 것과 련하여 웨스터마크(EdwardWestermark,1922)는

‘성감 이동성(thetheoryoftheshiftingerogenouszone)’를 주장했다.

여성의 성감 는 신체 여러 부 에 퍼져 있는 반면 남성의 성감 는 한 곳

에 집 되어 있어서 여성패션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

다.120)

116) < 료 처: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85%B8%EC% 

B6%9C, 료검색 : 2011. 10. 8 >, 만 역 (1981),『 비 한사 』, 울: 사, p. 

538.  

117) < 료 처: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85%B8%EC% 

B6%9C, 료검색 : 2011. 10. 8 >, Ibid., p. 302.

118) 민  (2004), op. cit., p. 82.

119)  (2007), " 에  여 체  미지에 한 연 ", 『복식』, 57(1), p. 

29. 

120) 민· 민여 (2004), “  과 폐에 한 고찰 - Freud  신 학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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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에로틱한 의상을 필요로 하는 동기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

자 하는 욕망과 련이 있다.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하여 에로티시즘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노출의 미학을 향유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르시시즘에서 찾기도 한다.자기 몸에 한 사랑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보다 극 으로 노출에 탐

닉하게 한다.루도 스키(BernardPudofsky,1974)는 인간은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매혹 인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신체를 흥

미롭고 매력 인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옷을 사용하여 육체

를 지속 으로 재포장한다.121)고 하 다.인간은 자신의 몸(행 )을 통해

스스로의 개성을 표출하고 타인에게 메시지를 한다.인간에게 있어서 노

출은 극 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표 수단이다.

노출과 함께 ‘은폐’ 한 여성패션에서의 특징으로 부각되어 왔다. 로

이드는 은폐가 여성 특성으로 여겨지는 인습 인 것으로 보았다.라캉

(Lacan)에 따르면 여성의 입장은 ‘숨기는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

다.라캉에게 여성의 숨기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에 띄지 않기 해 숨

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해 자발 으로 몸을 가리는 정숙한 행

이다.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이어서 은폐는 육체를 자연스럽게 연장해

다고 하 다.라캉에게 여성의 은폐는 노출(보임)을 한 은폐이며 정숙성

을 비롯한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이다.122)

마틴(RichardMartin)123)은 여성의 의복으로 감싼 정숙한 육체와 그 의

복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의복은 오히려 은 히 노출된 신체를 암시한

다고 하 다.시각 인 효과와 련하여 노출된 신체부 에 따른 노출과

『한 학 지』, 28(11), p. 1396.

121)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ew York: anchor books. 

민· 민여 (2004), Ibid., p. 1400에  재 .

122) 민· 민여 (2004), Ibid., p. 1398.

123) Martin, Richard (1988), Fashion Surrealism, London: Thames and Hudson,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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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의 경계선은 유혹을 유발시킬 수 있다.미니스커트의 단선이나 가슴부

를 부분 으로 노출시켜 경계를 지은 의상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낸

다.일반 으로 완 한 나체보다는 신체의 한 부 가 노출된 모습에서 더

욱 에로틱함을 느낀다.124)이러한 심리 상은 인간의 ‘경계 월’에 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바라 ’과 ‘보임’의 응시(glaze)에 하여 로이드는 “보는 것이란 궁극

으로 만지는 것으로부터 생된 것이다.”,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음(觀

音)의 특성이 많다.125)고 하 다.사회 속에서 남성에 의한 ‘바라 의 상’

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는 극 인 보임으로 노출을 부추기는데 향을

미친다.여성에게 은폐에 한 사회 요구가 구체 이며 컸던 것은 노출

을 부추겨 온 남성 심의 사회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여성패션에서

노출이나 은폐의 개념은 단순히 ‘미(美)를 한 것 이외에 착용자의 내재된

의지 패션에 향을 미친 이데올로기와의 계에서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다.여성에게 노출과 은폐는 보여주기 한 개념이다.

남성 응시이론(MaleGazetheory)에서 ‘남성 응시’는 여성들이 남성

들 혹은 사회가 정해 놓은 미 기 을 내면화하고 남성( 는 사회구성원

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다.멀비(LauraMulvey)

의 ‘남성 응시(Malegaze)’이론에서 “권력 계는 시선의 통제를 가능하

게 하고 여성의 권력 없음은 ‘보이는’존재로서 규정된다.”고 하 다.126)

복식에 있어서 노출과 은폐의 방법으로는 신체부 를 그 로 드러내는

방법,투명도,두께,드 이 성 등의 소재특성을 이용하여 드러내는 방법,

구조 특성과 착용방법으로 옷을 몸에 착시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노출과 은폐는 자연의 기후 특성에 따른 복식 형태의 지역 특수성,사

124) 민· 민여 (2004), op. cit., pp. 1398-1399에  재 .

125) 민  (2004), op. cit., pp. 83-86.

126) Mulvely, Laura (1989), Visual and Other Pleas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s. 민· 민여 (2004), op. cit., p. 1400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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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습이나 규범에 따른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념,자아의 ‘드러냄’과

‘숨김’의 양면 갈등 욕구가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른 몸·복식

의 변화 속에 미 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② 축소와 확

사 의미로 축소(reduction)는 모양이나 규모 따 를 여서 작게

함127)을 확 (expansion)는 모양이나 규모 따 를 더 크게 함128)을 뜻한다.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축소와 확 는 몸의 물리 조형성과 몸의 연장으로

서 복식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몸의 물리 조형성에 바탕을 둔

축소와 확 는 비례의 측면에서 억압되지 않은 다른 신체부 를 확 혹은

축소되어 보이게 하여 억압을 통해 강조된 신체부 로 시선을 집 시킨다.

체 실루엣의 확 한 복식에 한 인체의 비례를 축소되어 보이게 하

거나 주변 물체나 사람을 축소되어 보이게 하는 강조의 효과가 있다.수직

확 를 통한 강조의 기능은 키가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힘과

엄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다.면 의 확 는 신체의

크기를 커 보이게 함으로써 힘과 권 를 상징 으로 표 한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지 가 높을수록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복식을 착용하여 평민과

차별화를 하 다.129)복식을 통한 억압의 방법으로 축소와 확 에 하여

이은 130)은 축소와 확 를 통한 강조는 복식의 기원 내지는 착용동기에서

고 인 신분 상징설을 뒷받침한다고 하 다.생물학 차이를 사회 의

미로 치환시키는 과정에서 인체의 비례나 특정 신체부 의 크기가 상징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미 가치의 해석을 한 기반을 제공한다.

127) < 료 처: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85%B8%EC% 

B6%9C,  료검색 : 2011. 10. 8 >   

128) Ibid.

129)  (2004), 『복식 』, 울: 사, p. 13.

130) Ibid.., p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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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체와 재구성

사 의미로 해체(disassemble)는 체제나 조직 따 가 붕괴함. 는 그

것을 붕괴하게 함,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 가 풀어져 흩어

짐. 는 그것을 뜯어서 헤침131)을 이른다.재구성(reconstitution)은 한 번

구성하 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132)을 이른다.

로이트는 창조 작업과 인간욕동(drive)의 ‘억압’ 는 ‘포기’를 다루면

서 인간의 공격성과 괴본능의 요성을 언 했다.많은 창조자들은 처음

에는 기존의 가치 을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자신의 독창성이 드러

나는 것은 기존의 습과 틀을 깨고 나오는 공격으로 시작한다.133)

해체와 재구성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서의 과정이다.20세기 후반에

어들어 기존의 모더니즘 문화 상에 한 반발로 각 분야에서 기성가치가

무 지고 가치 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탈 모더니즘 상이 나타났다.134)

해체주의는 통 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일단 뒤집어 본다.기존 개념

에 한 의문을 제시하여 실의 권 주의 획일성을 해체시키는 강렬한

미 비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복식에 있어서 해체의 개념은 탈구조주

의 혹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구조주의 사상의 하

나135)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다.136)

‘해체’라는 용어를 통해 ‘deconstruction’을 정의한다면 라톤 이후의 서

양 철학사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한 학설들을 해체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137)해체주의는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부터 해체하

131) < 료 처: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B%85%B8%EC% 

B6%9C, 료검색 : 2011. 10. 8 >    

132) Ibid.

133)  (2009), " 하(J. S. Bach) 술에 한 신 학  해  - 동 시 능 과 창  

심 -" 『 독  철학』 9 , p. 131에  재 .

134) 재경· 경 (2004), 『라 프스타 과 트 드』, 울: 애경, p. 114.

135) 병  (1992), 『후 주 』, 울: 고 원, pp. 17-18

136) 택  (1991), 『포스트 니 과 학』, 울: 사,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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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 비정형 인 세계를 반 한다는 에서 다다(Dada)와 같은 모더

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기존의 상황을 변형·왜곡하여 사용한다는 에서

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138)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해체와 재구성은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 인식의

심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체,모든 것을 통 하고 합리 으로 단하는

자율 자아의 탈 심화,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 시선구

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말한다.

복식을 통한 해체와 재구성의 표 방법으로는 성의 에서 남성과 여

성으로 양분되는 통 인 성 념의 해제와 재구성,복식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인체재 특성에 한 해체와 재구성,복식을 통해 표 되

는 신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등이 있다.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해체와

재구성은 사회학 에서 몸에 한 이미지나 몸·복식에 한 고정 념

의 해체를 통해 억압을 상징 으로 표 하거나 디자이 의 미 이상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몸을 억압한다. 패션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해체와

재구성은 억압에 한 창조의 욕망으로 악될 수 있다.

2.몸·복식에서 억압의 미 가치

본 연구는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억압에

한 개념을 인간의 존재론 특성과 욕망의 계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을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에 한 본능·권력·

창조의 욕망의 결과로 악하 고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분류하 다.몸·복식에서 억압의 미 가치에서는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에

137)  (1991), " 주  해체주  건  비 ", 연 학  사학 , p. 53

138) 도근 (1991), “해체주  경향  건 ”, 『건 』, 5월 ,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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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해석하기 한 이론

토 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1)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자기와 같은 이름의 꽃인

나르키소스,즉 수선화(水仙花)가 된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연 지어,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 (PaulNäcke)가 1899년에 만든 말이다.

자기의 육체를 이성의 육체를 보듯 하고, 는 스스로 애무함으로써 쾌감

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정신분석학 용어로는 자신이 리비도의 상이

되는 것이며 자기애(自己愛)라고 번역한다.139)

로이트에 의하면 자기의 육체,자아,자기의 정신 특징이 리비도의

상이 되는 것,즉 자기 자신에게 리비도가 쏠려 있는 상태이다.즉 자기

자신이 심의 상이 되는 것으로 자기 심 의식을 반 한다.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로이트는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자기애(自

己愛)와 리비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 외부의 상(어머니,이성)으로

향하는 상애( 象愛)가 있고 하 다.

인간은 나르시시즘의 상을 선택할 때 재의 자신,과거의 자신,자신

이 되고 싶은 모습,과거 자신의 일부 던 모습을 상정한다. 로이트는 나

르시시즘이 낳는 주 감각으로 자 심(self-regard)을 지 한다.자 심

은 자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며 성취했거나 소유한 것,경험이 인증한

유아기 완 한 자신에 한 느낌 등에 의한 것이다. 상을 사랑하는 일

은 자아의 리비도가 이된 만큼 자 심을 떨어드리지만 이 사랑이 보답되

139) 우상민 (2006), "Shakespeare’s Sonnets  나 시시 ", 울 학  학원 사학 , p. 

18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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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아 리비도와 상 리비도가 일치하는 경우 행복한 사랑이 성취된다.

로이트에게 자아의 발 은 일차 나르시시즘을 벗어난 후 다시 이를 회

복하고자 애 으로써 이루어진다.140)

래쉬(ChristopherLasch)는 사회의 특징으로 나르시시즘을 거론했

다.래쉬가 말하는 사회의 나르시시즘 요소는 에고이즘이나 자기애

(self-love)가 아니다. 의 여러 경향들이 개인의 자기 념을 하는

도덕 념이나 집단에 한 귀속을 기피하며 축소 지향 피난처를 찾는 경

향을 의미로서 퇴행 나르시시즘이다.141)

코후트(HeinzKohut)는 나와 남 사이의 역에 주목하여 나르시시즘을

설명한다.코후트는 이런 상을 자기 상(self-object)이라고 하 고,거울

이(mirrortransference)와 이상화 이(idealizing-transference)의 두 가

지 방향성을 지닌다고 하 다.자아는 거울 이를 통해 건강한 자기주장

이나 야심을,이상 이를 통해 가치를 유지해주는 이상을 지닐 수 있게

된다.142)

로스틴(ArnoldRothstein)은 나르시시즘을 ‘완 함의 감각(afeltquality

ofperfection)’으로 정의하 다.나르시시스트 인 완 함은 실재의 방어

왜곡,자기 상의 행복한 공생 단계에서 연유하는 완 함에 기반을 둔 감

정 힘과 함께 하는 환상이다.완 함의 상실은 인간 발달과정에서 어디

에서나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간들이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일종의 모욕이

다.나르시시즘은 결국 취약한 자기 념(selfconcept)이 방어를 해 자신

을 부풀리거나 군가의 이상화를 통해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시도로 흔

히 나타난다.나르시시즘의 이상화에는 언제나 과 평가와 왜곡이 존재한

다.나르시시즘은 인간이 세상 안으로 태어난다는 필연 나르시시즘의 상

140) Ibid., pp. 22-23.

141) Lasch, Christopher (1979), Culture and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 New York: Double day, 우상민 (2006), op. cit., p. 19에  재 .

142) Kohut, Heinz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p. 171-219. 우상민 (2006), op. cit., p. 29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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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narcissisticwound)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방어이기에 때문이다.143)

컨버그(OttoKernberg)는 자 심을 나르시시즘을 움직이는 감정 힘으

로 악하 다.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비상할

만큼 자신을 주로 삼는다.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감탄의 상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는 다른 이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싶어 하는 지나친 요

구가 존재한다.나르시시즘은 최상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소유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르시시즘은 종종 바람직한 상태

를 이미 구 한 존재를 상으로 취함으로써 상의 가치를 자신 안에 귀

속시키려 한다.즉 원래 자아에 귀속되어 있던 에 지를 투여하여 스스로

목표 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상화라는 수단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다.

완 한 이미지는 그것이 허구일지라도,아니 오히려 허구라는 에서 의미

의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나르시시

즘의 상에 한 기획(narcissisticprojects)은 완 한 자아의 념,혹은

이상의 념이라는 허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부여

하는 것이다.나르시시즘은 이상 자기 이미지에 한 사랑이며 이를 되

찾으려는 노력이다.144)

로이트는 주체의 나르시시즘 구조물로서 내면세계의 환상 상과 함께

자아이상(ego-ideal)을 설정하고 있다.‘자아이상’이란 자아의 이상을 투

한 하나의 외부 상을 말한다.자아이상은 자신에 한 완벽함의 개념으로

주체의 이상과 가치 을 드러내 다.완벽함이란 주체의 윤리 ,비 사

고로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아(super-ego)와도 련된다.자아

이상이 상의 본질과는 상 없이 주체의 내부 안에서 확 되고 이상화되

어 실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변경된 자아(alter-ego)라는 에서 자

아이상과의 동일시 역시 ‘상상 이 계’이다.자아이상과의 동일시는 1

143) Rothstein, Arnold (1980), The Narcissistic Pursuit of Perfec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 20. 우상민 (2006), op. cit., p. 29에  재 .

144) 우상민 (2006), op. cit., pp.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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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나르시시즘처럼 주체와 상 간의 비(非)분화 상태로 경험되며,주체

는 자신에 한 충족감을 경험하게 된다.주체의 사회화 이후에 형성되는

자아이상 역시 어린 시 의 잃어버린 나르시시즘의 체물이다.145)자아이

상의 형성은 성인 주체에 있어서 자아의 욕구를 높이고 억압을 조건지우는

자아와 계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르시시즘을 계속 으로 보장해주는 요

인이 되는 양가성을 갖는다.146)

로이트는 자아이상을 통해 인간이 사회 ·문화 으로 가치 있는 목표

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나르시시즘은 자 심의 회복을 통하

여 삶에 지속성을 부여하고 창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2)페티시즘

페티시의 사 정의로는 첫째,주물(呪物),물신(物神)의 의미로 혼이

살아있다고 믿는 이교도들의 숭배 상이며 둘째,비정상 인 숭배나 지나

친 심의 상, 는 사로잡힘,집착(obsession)의 의미147)가 있으며 셋째,

마술 인 혹은 인 힘을 가진 것에 한 매혹 인 생각을 일컫기도 한

다.148)페티시는 종교 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가 확 된 숭배의

상이며,동시에 그에 한 태도이다.인류학 연구에서 페티시는 사물 자

체가 아닌 사물 안에 있는 정신을 지칭하며 종교의 최 발 단계를 설명

한다.원시종교에서 가시 인 상에 한 심,존경,숭배를 페티시즘이

라 하 다.149)특히,옷은 닿을 수 없는 몸을 신하는 것으로 신성하게 여

145) 진  (1998), " 수 시에 나타난 나 시시  연 ", 울 학  학원 사학 , pp. 

43-44.

146) Ibid., p. 45.

147) 만  역 (1981), op. cit., pp. 569-570.

148) Britanica CD 2.02. encyclopedia, In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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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다.물질은 자연의 힘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의 병을 치료,치유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한 물건은 방

어 목 으로 악마의 주에서 보호 할 수 있고 낭만 이고 에로틱한 사

랑을 가져다 수 있다고 믿었다.150)페티시는 기원 의미에서 마술 이

고 인 힘과 계되며,비이성 인 숭배의 상이 되는 사물,사물에

한 숭배의 태도를 모두 지칭한다.

몰(Abraham Moles)151)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주변 사물에 해 갖는

태도로서 ‘수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페티시즘 인 태도’를 언 하

다.이것은 소유에의 집착을 의미한다.몰(Abraham Moles)은 ‘무엇인가를

사는 것’으로 만족시켜줘야 하는 사물이나 소유에 한 집착의 의미로 페

티시즘을 설명하고 있다.이것은 사물에 한 숭배가 소비의 역으로 확

된 것으로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욕망의 상이 상품으로 이된 것

을 반 한다.152)

쿤즐(David Kunzle)은 페티시 상의 소유에 해서 욕망의 모순

(paradoxofdesire)을 지 하 다.이것은 근본 으로 얻을 수 없는 환상

을 소유하고자 하는 페티시의 본질을 지 하는 것이다.페티시 상물은

신의 힘이나,사랑,권력 등의 환상의 일부분과 제유 인 의미를 가지며,

환상에 한 욕구는 상물에 한 집착으로 실화되어 페티시 구조를 이

루는 것이다.153)

149) Stephen S. Farrow (1926), Faith, Francies and Fetich, Negro university press,  

pp.12-22. 숙 (1999), “ 에  티시  (Fetishism)  신 학 ·사 경 학  에

 연  :  미지  비  심 ”, 울 학  사학 , p. 5에  재 .

150) Kunzle, David (1982), Fashion and fetishism, London : George prior association 

publishers Ltd.,  p.10. 숙 (1999), p. 5에  재 .

151) Moles, Abraham,  Psychology on Kitsch, 엄  역(1994), 『키치란 엇 가?』, 울: 시

각과 언어,  p. 20. 

152) 숙 (1999), op. cit., p. 7.

153) Kunzle, David (1982), op. cit., p. 10. 숙 (1999), p. 8에  재 .



- 55 -

① 성 페티시즘

1880년 에는 페티시즘에 해 보다 이고 복합 인 논의로서 ‘성

페티시즘(sexualfetishism)’에 한 개념이 나타났다. 로이트가 밝힌

페티시즘의 기원에서는 억압과 부인,타 의 구조가 존재한다.소년이 여성

에게 페니스가 없음을 지각하면서,감정의 ‘억압’과 표상의 ‘부인’이 일어난

다.여성이 가지는 결핍에 해 부인(否認)과 승인(承認)이 동시에 행해지

는 모순은 무의식의 ‘타 ’을 통해서 결핍을 리물로 체한 여성에게 성

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154)

페티시즘은 유물 숭배와 여성의 유물화(唯物化)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이고 가부장 인 성격을 갖는다.155)페티시 상물을 통해서 환

상에 한 욕구의 체 인 만족을 추구하는 의미구조를 가지며,페티시

상물은 남근에 한 환상의 체물로서 그 일부로 종속된다.

성 페티시즘의 제는 정상 인 성 목표를 추구하는 충동이 하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욕구의 방향정 , 상 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페

티시즘에서는 정상 인 성(性)목표 는 도착된 성목표가 포기되지만,완

한 페티시즘에 이르는 간 단계로서 성 상은 특정한 페티시즘 인 조건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머리카락의 색,의류 때로는 신체의 결함 등이 페

티시즘의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② 물 페티시즘

마르크스는 상품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계를 통해서 생산

자,즉 인간의 사회 계가 이루어짐을 설명하 고,재화가 가지게 되는

힘을 상품 페티시즘의 개념으로 설명하 다.마르크스의 상품 페티시즘은

상품이 가지는 사회 힘이나 가치가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는 것임

154)  역 (1997), op. cit., p. 233.

155) ·양 숙 (1998), 『 티시 』, 울: 경 사,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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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사물 자체에 힘이나 가치가 본래 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56)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

환가치의 두 요인을 설명한다.사용가치는 사물이 가지는 유용한 성질로서

이것은 모든 물 존재가 자연 으로 갖는 가치이다.이런 물 존재가 상

품이 되기 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 교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상품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치가 교환가치이다.

보드리야르는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는 받아들이면서도 사물을 ‘물리 물

체’로 보지 않고 ‘기호’로 악하 고 체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 다.기호

로서의 사물은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기호로서의 상징

가치와 물신 가치를 지닌다.157)보드리야르의 상품 페티시즘은 ‘상품 자

체가 힘을 가진 것으로 믿음’의 개념으로 발 하여,상품이 기호로 갖는 기

의에 매혹되며,실체의 추구가 아닌 기호의 체계에 주체가 사로잡히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158)물 페티시즘에서 인간의 욕구는 특정한 사물에

한 욕구가 아닌,사회 의미에 한 욕망을 반 하는 차이에 한 욕구로

해석된다.

하우크(W.F.Haug)는 1971년 『상품미학 비 』에서 지속 으로 소비

를 유도하기 한 자본의 기술을 미 신(ästhetischeinnovation)으로

설명하 다.상품의 물신 성격(fetishcharacter)은 “미 신안에서 상

품들은 마치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그 상을 뒤집어쓰고 움직이고 스스로

를 감각 · 감각 사물인 양 내보인다.”159)하우크가 사회의 상품

화·물신화 상과 계된 논의에서 심을 가지고 있는 상은 일상문화의

156) Jhally, Sut, The Codes of Advertising: Fetishism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meaning 
in the consumer society,  역(1996), 『 고 : 비  치경 학』, 울: 한나래, p. 

56.

157) Baudrillard, Jean, Pour une Critique de I'Economie Politique du Signe, 규  역 (1992), 

『  치 경 학 비 』, 울: 학과 지 , p. 143.

158) 규  역 (1992), Ibid., p. 95.

159) Ibid.,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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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었다.따라서 사용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필요를

뜻하며, 매자가 화 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이다.상품미학에서는 사물이 가지는 물신성(物神性)을 보다 발 시켜

상품을 미화하는 가상으로서 미 가상의 개념을 설명하 다.미 가상은

상품에서 분리되어 상품을 둘러싸는 총체 인 환경으로서 가상공간 구성의

차원까지 확장되며,감각의 가상 만족을 통해서 동시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내는 강제 집착상테를 유도한다.160)미 가상은 미 추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상품의 표면 이미지는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변해 수 있게 된다.즉,상품 자체가 힘을 가진 것

으로 믿게 되는 물신의 단계에서,이제는 상품의 가상 이미지가 상품의

가치에 더 큰 지배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품과 상품에서 비롯한 가상 이미지가 사회의 물신으로 그 역

을 확 해 가며 소비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지배 기호체계를 이

루어 간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 경제학 해석에서 상품이나 상품의

이미지는 기호로서 사회 의미와 제유 인 계를 가지며,물 페티시즘

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3)에스테티시즘

서양미술사에서 일반 으로 에스테티시즘은 ‘술만의 술(l'antpour

l'art)’운동과 련하여 논의되는 미 근 성의 개념으로서 술이 사회

반 가치와 권 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지향하는 것과 련이 있다.

에스테티시즘은 19세기 말 자연주의 등에 한 반발로 자여을 배격하고 인

공 인 것을 시하며 술의 독자성을 추구한 경향으로 모든 것을 미 인

160)  (1998), 『19   상  신 』, 울: 울 학 ,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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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 세계 으로 술지상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161)본 논문에서 에스테티시즘은 반 인 순결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아니라 라 엘 가 이끌어 갔던 문화의 성격을 극 으로

활용하고 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학 가능성을 발굴하여 제시한

과 시 흐름을 극 반 하면서 사회 가치에 항하는 동시에 술가

의 자유를 주창하고 순수한 미 가능성을 도출해냈던 사조162)로서 악하

고자 한다.몸·복식에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 가치로서 에스테티시

즘은 자아로부터의 억압에 한 창조의 욕망이며 통시 에서 시

이상미와 패션에서 나타나는 디자이 의 조형의지로서 이상미

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미(理想美,idealbeauty)는 이상(理想,idea)과 미(美,beauty)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사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각 단어의 사 의

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이상미라는 용어를 정의 내리고자 한다.이상

은 각자의 지식,경험의 범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상태,곧 그것에

도달하면 우리를 만족시켜 주리라고 상상되는 것이다. 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실 가능한 상 이상과 도달 불가능한 이

상으로 구별된다.163)

일상 으로 경험하는 개개의 사물과 육체의 미는 우리에게는 단히 자

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라톤은 이것을 미의 가장 한 형태로 보았다.

즉,사물과 육체 등의 미는 주 과의 계에서 성립하는 감각 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라톤에 있어서 참으로 순수한 최고의 미는 이미 감각

세계를 월해 있는 궁극 ·객 실재이고,이데아 자체이다.그것은 순

히 지 직 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이에 반해 감각 · 상 세

161) 재경· 경 (2004), 『라 프스타 고 트 드』, 울: 경, p. 70.

162) 주  (1994), “   한 라 엘  미주 ”, 『미술사학』, 21(1). pp. 

87 - 107.

163) 신주  (2008), “복식에  시  상미”, 『복식』, 58(3), pp.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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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것은 미의 이데아에 한 불완 한 반 일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다운 것일 수 없다.미는 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쾌락을 다. 라톤에 따르면 쾌락은 단지 감각과 감정뿐 아니라,

의지와 이성의 활동에도 수반되는 가장 일반 인 심리작용이다.자기의 본

성(존재성)에 합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쾌락이고,

반 로 부 합한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된다.쾌락 역시 균제와 조화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164)이를 통해 볼 때,이상미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의 범 안에서 최고 는 가장 완 하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움으로 정의내

릴 수 있으며 이것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미의식이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의식은 미 상을 향수,창조하는 작가의 편에서 볼 때 술의지를

체 하는데 작용하는 것이며 미 상을 조하는 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 상에 한 특정한 감정을 형성하고 기술,해석,평가를 행하는데

작용하는 것이다.미 상은 작가의 미의식이 투 된 객체로서, 조자

가 자신의 미의식을 토 로 작가의 미의식이나 시 정신을 감정하고 평가

하는 객체로서 존재하게 된다.165)인간은 자신이 창조자이거나 조자거나

상 없이 모든 미 상을 통해 완 한 상태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성취

하려고 한다.이상미란 인간이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완 한 상태

의 아름다움이다.이상미 역시 인간이 창조한 정신 산물로서 그 창조자

가 속한 시 ,문화,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특정한 환경 제한을

받는 인간은 자의(自意) 는 타의(他意)에 의해서 시 에 합하고 사회

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보편 미를 따르게 된다.166)

164)  편집  역 (1988), 『미학사 』, 울: , pp. 16-19. 

165)  (1998), “  한  복식에 나타난 체  복식에 한 미 식”, 울 학  사학

 , p.52

166) 신주  (2008), op. cit.,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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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이상미

한 시 의 보편 이고 지배 인 미 가치,즉 시 이상미는 시 정신

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하나이다.시 정신의 사 의미를 종합해

보면,한 시 의 문화에서 공통되고 그 시 를 특징짓는 지배 인 정신

경향이다.헤겔(Hegel)은 시 정신을 개개의 인간정신을 월하는 보편

인 정신세계가 역사 속에서 자기를 개시켜나가는 각 과정에서 취하는 형

태라고 정의하 다.167)

시 정신은 개별 시 의 철학,과학,법률체계,문학, 술,복식과 사

람들의 취향,태도,분 기,감정에 한 선호를 포함한 그 시 의 멋과 생

활 체의 양식 속에 념화되어 반 된다.이것은 각 시 의 표 인 건

축,조각,회화,공 ,복식의 형식이 문화 공유성(共有性)을 지니게 되는

원인이다.168)시 정신은 ‘형식’을 통해 가시화된다.형식은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이다.한 시 가 선호하는 형식은 그 시 의 가치 ,이

념,미 태도,미의식 등을 가시화하여 무형의 정신 인 가치를 추측,분

석 가능하게 한다.역사 으로 볼 때 동일한 시 정신을 공유했던 시 는

존재하지 않았고 각 시 가 추구하는 조형 특성은 시 정신을 반 하여

시 마다 특수성을 가진다.

아스첸부르 (K.Aschenbrenner)는 형식이 술작품의 미 향을 결정

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요소 형식만이 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하 다.169)시 이상미는 특정 시 에서 완성된 미 가치로 시

별로 ‘상이하게’표출되었다.시 정신이 그 시 에 한 지배력을 상실

하게 되면 새로운 정신의 등장이 요구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시

가 도래(到來)한다.새로운 시 가 추구하는 달라진 요구는 그 시 를 살

167) Ibid., p. 133.

168) 민  (2004a), 『복식미학 강  Ⅰ』, 울: 사,  p. 99에  재 .

169) Tatarkiewicz, Wladyslaw (1980),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주 

역 (2006),『미학  본 개 사』, 울: 미술 ,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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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인간에게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 정신은 끊

임없이 발 하고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170)새로운 시 정신은 그것

이 가시 으로 표출되는 형식의 변화를 래하며 형식의 변화는 그 시 가

추구하는 이상미가 표출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형식에 나타난 시 특

수성이 동시 사람들에게 이상 인 미 가치로 보편화될 때 이 미 가치

가 시 이상미이다.시 이상미는 주 보편성의 미(美)라고 볼 수

있다.여기서 의미하는 ‘주 ’이란 한 시 의 미(美)를 악하는 주체인

인간이 미 상의 내용과 형식에 표 된 아름다움을 어떻게 악하고

단하느냐에 따라 시 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결정되는 속성을 의미한다.통

시 인 객 성의 미(美)가 아니라 시 마다 추구했던 미(美)의 개념이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시 이상미의 보편성은 그 시 안에서 보편

이고 공통되는 미(美)이자 동시에 그 시 를 표하는 미(美)이어야 한다

는 개념에서 기인한다.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에 의해 형성되고

되는 미 가치로서의 이상미는 사회학 에서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과거 수백 년 동안 시 이상미의 법칙을 주도해왔던 세력은 정치

으로 권력을 장악한 계 는 정치를 지도하는 계 이었다.그들의 이

해 계에 부응해서 이상미는 형성되고 강요되어 왔다.171)지배계 이 추구

하는 미(美)가 이상미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한 련이 있는 매체를 통

해 기록되어 남아있기 때문이다.권력의 욕망을 반 하는 것이다.

② 이상미

이상미란 상 이상을 표 하는 시 이상미와 같이

인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표 되는 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편

170) Fuchs, Eduard, 웅  역 (1994),『  역사 Ⅳ: 아  시 』, 도  치, 

pp. 2-3.

171) Fuchs, Eduard, 웅  역 (2001),『  역사 Ⅲ: 색  시 』, 도  치,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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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상황에서 실 이 불가능한 이상으로써 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을 표

한다. 로이트가 생의 본능으로 제시한 리비도(libido)의 에 지를 비 실

인 공상이나 다른 상을 향해 발산시키는 승화(sublimation)의 단계를

표 함에 있어서 억압 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이라는 단어에는 실존하지 않음, 실과의 치라는 의미가 내재되

어 있다.완벽한 미(美)에 도달했다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며 완벽한 미(美)

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새

로운 이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따라서 하나의 이상미

에 한 구 은 다른 이상미를 추구하게 만든다. 이상미

는 창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를 강화시키지만 으로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3.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패션의 변화가 의 거센 반발 없이 수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활동과

의지 때문인가?소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하는 소비문화의 재생산 때문인가? 패션을 디자이 ,착용자, 찰

자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내 의지의 외 표 이라고 한다면 이제 몸·

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를 해석하기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되고 있다.근본 으로 억압은 본능의 욕망을 제압하기 해 탄생되었고

권력의 욕망은 시 에 따라 억압의 유형을 변화시켜왔다.그리고 창조의

욕망은 억압을 주체 으로 실행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왔다.자연·사회·자아

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추구하게 한다.억압과 욕망의

결과는 몸을 통한 억압으로 일시 인 것, 구 인 것,복식을 통한 억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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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으로 나타나며 나르시시즘,페

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를 지닌다.앞서 이론 고찰을 통해 살펴

본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도표 6].

[도표 6]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도표 6]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은 해석하는 두 방향에 따

라 그 내용과 결과의 의미는 상이할 수 있다.첫째,좌에서 우로 해석하자

면 억압은 욕망을 자극한다.억압의 결과로 발생한 욕망은 몸·복식에서 억

압의 유형으로 표 된다.억압과 욕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

성을 토 로 미 가치를 악하는 방법이다.둘째,우에서 좌로 해석하자면

미 가치의 추구가 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으로 표 된다.몸·복식의 조형

성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

극한 억압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다.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의 해석은

동일한 미 상에 한 미 가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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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이 억압이나 욕망에 한

순응 태도의 결과인가? 항 태도의 결과인가?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억압을 의식 ·무의식 지배양식으로 악하고 몸·복식의 조

형성을 억압에 한 순응 태도의 결과로 악하 다.이것은 지배계 이

추구하는 미가 이상미로 간주되었고 그들과 한 련이 있는 매체를 통

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복식사에서 억압이나 욕망에 한 항 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

복식의 조형성에 한 사례로는 자연의 억압이나 본능의 욕망에 한 나르

시시즘 경우가 있다.나르시시즘은 자 심을 바탕으로 억압이나 욕망에

해 근본 으로 항 태도를 취한다.본능의 욕망으로서 나르시시즘은 몸

의 노출을 추구하게 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취향이나 품 를 지키기 해

복식으로 몸을 가린다.그러나 복식을 통한 노출과 은폐는 억압이나 욕망

에 한 항 태도이기도 하지만 복식을 사회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의

고유한 문화메타포로 볼 때 사회 억압의 결과로 악하는 것이 더

하다. 한 18세기 이후 이성 남성들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며 ‘ 한 남성의 포기(Greatmasculinerenunciation)'에 이르 다

는 표 은 억압이나 욕망에 한 거부의 항 태도로 단하기보다는 18

세기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 ·경제 변화에 한 남성의 권력

의 욕망과 남성의 자 심에서 비롯된 나르시시즘의 다른 표 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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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

본 장에서는 몸·복식에 표 된 지배양식으로서 억압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에 한 순응 태도(수용)의 결과로 나타나

는 억압의 유형에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몸·복식에서 억압의 패러

다임을 바탕으로 몸을 통한 억압에서는 억압의 지속성을 심으로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으로 구분하고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복식의 조형 변화 방식으로써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

체와 재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사례분석을 한 사 고찰에서

몸을 통한 억압의 범주는 몸과 몸의 직 인 연장으로 악되는 머릿결의

변형,가발이나 콘텍트 즈의 착용 등을 포함하며,복식을 통한 억압의 범

주는 의류산업에서 일반 복식 아이템들과 벨트,하이힐 등 패션 액세서

리로 구분하 다.

제 1 몸을 통한 억압

몸을 통한 억압은 사회 발달사에서 원시사회의 장식본능이나 토테미즘,

근 화 과정의 사회 규범, 사회에서 문화 요소로서 남자와 여자에

한 미 이상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에서 지속 으로 행해지고 있다.생

물학 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의 욕망에서 자의 으로 행해

지는 경우가 많아 억압의 유형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그러나 사회학·

미학 에서는 장발이나 손톱의 길이와 같이 보건 행이나 사회 안정

을 이유로 제제의 상과 규정이 강요되기도 하고 개성이나 정체성,소속



- 66 -

감 등을 표 하는 수단,시 이상미의 추구에 따르는 의식 ·무의식

억압이 작용하고 있다.몸을 통한 억압의 사 고찰에서는 인체 변형의 결

과에 한 지속성을 기 으로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으로 구분하고 인

체가 지니는 형,색,재질감 등의 조형요소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일시 변형

몸을 통한 억압서 일시 이라 함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인체 변형으로 인체의 일부분이라도 구조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방법이다.인체가 지니는 조형 요소를 심으로 형의 변형,색의 변형,

재질감·냄새·맛의 변형으로 구분하 다.

1)형의 변형

형의 변형에는 머리 스타일과 가발의 사용이 있다.이집트인들은 종교

인 의식과 청결함을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머리를 짧게 깎았고,직사

선을 피하기 해 남녀를 막론하고 가발(wig)이나 머릿수건인 네메스

(nemes)를 착용했다.상 (喪中)일 때는 머리와 수염을 자라는 로 그냥

두어 슬픔을 표시하려 했다.노 들은 평상시에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단발형태의 가발을 만들어 섰다.가발 재

료로는 리넨이나 종려나무 섬유를 사용하다가 후기에는 울이나 사람의 머

리카락으로 부피를 크게 만들어 모자처럼 사용했다.남자들은 완 히 머리

카락을 어낸 에,여자들은 짧게 깎아낸 머리 에 가발을 얹었다.172)

172) 숙 (2003), 『 양복식 사』, 울: 사, pp. 22-23.



- 67 -

라오는 가짜수염(postiche)을 권 와 성숙의 상징으로 만들어 달았다.173)

아시리아(BC.1000∼600)인들은 남자의 경우 턱수염을 길 는데,끝을 네

모형태로 깎았으며,머리카락과 턱수염은 컬(curl)모양으로 하 다.174)크

타인의 머리모양은 물결치는 컬(curl)이 인상 이다.여자들은 개 컬한

머리를 폭포와 같은 모양으로 길게 내려뜨렸으며,타래머리(chignon)의 형

태로 묶기도 하 다.175)에트루리아(Etruria)의 경우 남자들은 짧은 곱슬머

리 고 수염을(sideburn)을 길 으며176)여자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탈

색한 후 뒤에서 한 가닥으로 닿거나 여러 가닥으로 길게 땋아서 어깨 에

늘어뜨렸다.177)

바로크 시 남자의 머리모양은 역사상 가장 여성스럽고 풍성하다. 기

의 신사들은 머리를 짧게 다듬어야만 했으나 그 후 다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게 되었고 멋을 내는 신사들은 머리를 정돈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

지 기교를 부리게 되었다[그림 1-1].178)1660년 이후에는 가발을 쓰는 것

이 리 유행해 풀 버텀 그(fullbottom wig)는 매우 거 하고 무거운

형태로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 으나 상류사회에서는 필수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179)

가발이 다시 나타난 것은 1730년경이며 루이 14세가 태양왕으로 군림했

던 17세기에 가장 발달했다.1760년경 여성의 머리형은 차 높아지고 거

해져 갔으며 그 에 장식이 높이 쌓여졌다.이 시 의 취향은 머리형을

술 이고 환상 인 것으로 발 시켰다.로코코의 여성이라 불리던 마리

173) 민 · 숙  (2010), 『 양  티 콘 츠』, 울: 사, p. 23.

174) Ibid., p. 45.

175) 숙 (2003), op. cit., p. 52. 

176) Ibid., p. 81.

177) 민 · 숙  (2010), op. cit., p. 100.

178) 숙 (2003), op. cit., pp. 226-227.

179) 민 · 숙  (2010), op. cit.,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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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MarrieAntoinrtte)시 에는 높이와 장식기교에서 가능성의 극

한까지 도달했다[그림 1-2].180)남자,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머리카락에 두껍게 우더를 부렸는데,이러한 회색빛 머리카락은 사람을

모두 늙어 보이게 했으나 그 시 의 그것이 에티켓으로 받아들여졌다.

1780년경 머리가루의 사용자은 국민의 식량을 낭비하는 이라는 낙인이

혔고 랑스 명을 거치는 동안 귀족들도 자기 머리를 기르게 되었고

목사(牧師)나 학자 등의 극히 일부 사람만 19세기 까지 가발을 사용했

다.”181)남성의 경우 수염이 엄격하게 지되었는데,살인자나 강도역할을

맡은 배우들만이 콧수염을 달 수 있었다.182)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

던 이러한 변화는 로코코 시 귀족계 의 머리장식과 비교할 때 시

이상미를 통한 변화의 특징을 보여 다.

근 이후 머리모양이나 수염 등에 한 억압은 사라졌지만,1970년 에

는 남성들의 긴 머리가 유행하 고,펑크족은 닭 벼슬 모양으로 머리 정수

리 부분을 세운 새기 컷(shaggycut)을 유행시켰다[그림 1-3].183)

한민국의 경우 1970년 남성들의 장발이 단속의 상이 되었던 것도 사

실이다.헤어스타일을 심으로 한 머리장식은 형·색·재질감의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1]은 형의 일시 변형 사례들을 보여 다.

180) 숙 (2003),  op. cit., p. 268. 

181) Ibid., pp. 266-267.

182) 민 · 숙  (2010), op. cit., p. 270.

183) Ibid.,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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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Examplesoftemporarybodymodificationofshape

2)색의 변형

색의 변형으로는 머리 염색이나 화장,바디페인 ,헤나 염색,매니큐어

등이 있다.서양과 인도와 같은 동양의 일부 사회에서 여성의 피부는 남성

보다 희고 더 매끄러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다.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여성들은 이상 인 미에 도달하기 해 화장품을 사용했다.

고 이집트인들은 푸른 공작석 가루로 만든 아이쉐도우(eyeshadow)를

사용하 고,강한 수은성분의 황화물을 입술에 칠했다.이집트인들은 강한

태양으로부터 을 보호하기 해 코울(kohl)로 짙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입술연지와 볼연지를 하 고 헤나(henna)라는 산호색으로 손가락을 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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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 다.184)얼굴에 발랐던 분은 잡티를 없애 뿐 아니라 피부 바깥

층을 깎아내고 안쪽의 살들을 부식시켰다.고 이집트시 로부터 19세기

까지 미백을 해 사용되었던 분은 실제로 산화납과 수산화물,탄산염의

화합물이었다.185)고 이집트인들의 화장은 기독교 시 를 지나는 동

안도 지속되었다.AD.1∼ 2세기경부터 행해진 화장에는 방연석과 구

리,규산염 등이 사용되었는데 종교와 깊은 연 이 있으며 의례행사에서도

요시되었다[그림 2-1].186)이집트 여성들은 황산이나 심황,명반수와 같

은 극약성분을 머리피부에 지나치게 뿌린 나머지 머리가 되기도 했

다.187)고 이집트와 세기의 아이 도(eyeshadow) 던 코올(Kohl)은 다

량의 납과 안티모니 황화물이었다.이런 물질들은 부분 흡수되어 몸속에

장되었기 때문에 험했다.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던 여성들이 일

사망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이러한 사실은 아름다움에 한 추구가

치명 인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이러한 물질들

을 사용하면 즉각 인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한 당장 고통스럽지 않았

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그러한 험성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

었는지 명확하지 않다.188)

색의 변형은 주로 시 이상미의 추구나 개성의 표 을 한 복식활동

으로 추구되었지만 화장품이나 염색약 등의 유해성분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감염이나 탈모 등의 증상을 수반할 수 있다.과거 복식에

있어서 색의 변형에 한 사례는 동일집단에 한 소속감을 표 하고 동일

집단 내의 차별 심미감에 한 집단표 으로 외 으로는 한 집단의 이

184) Ibid., p. 25.

185) 숙   역 (2004), op. cit., p. 79.

186) Gröning, Karl (1997),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 Hudson, 

London, p. 23.

187) 숙   역 (2004), op. cit., p. 79.

188) Ibid.,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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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로서 특수성을 지닌다.색의 변형은 에 와서 화장이나 메이크업,

바디페인 등으로 발 하 고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수단이며 하나의

술 역으로 발 하 다.바디 페인 에서는 인체가 상상력의 표 을

한 캔버스로 사용된다[그림2-2].인간의 창조 충동이 몸을 통해 순간

으로 표 된 바디 페인 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샤워 등을 통해 간단

히 사라지는 일시 변형의 가 되고 있다.189)

손톱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BC.3500년경 고 이집트와 국에서

시작되어 상류층 패션의 지표를 상징하거나 건강미·주술 의미로 사용되

었다.이후 지속 인 발 을 거듭하다가 18세기에는 일반인들까지 매니큐

어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1935년에는 인조 손톱이 등장하고 여배우들에

의해 네일 어가 시작되어 1990년 이르러 네일 아트의 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190) 재는 손톱에서 발톱까지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까지 네일 어가 확산되고 있다.네일 어 한 에나멜이나 리무버

(remover)의 빈번한 사용,인조손톱 시술 제거 등에 의한 탈수,세제에

의한 탈지 작용도 일어나 손톱의 유·수분이 제거되어 구멍이 생기고 쉽게

깨진다.뿐만 아니라 길고 쁜 손톱을 만들기 해 지속 으로 큐티클

(cuticle)을 제거하거나 손톱의 형태를 다듬는 일링(filing)은 손톱을 독수

리 발톱처럼 볼록한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한다.이상과 같이 네일 어는

매니큐어,인조 손톱,네일 아트 등으로 손톱 색과 모양을 쁘게 만들어

이상 인 미를 추구하며 큰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손톱의 표면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 인 디자이 에릭 클라 벡(Eric

Klarenbeek)은 ‘주얼리 콘텍트 즈’를 내놓았다.콘텐트 즈에 을 연결

하고 얇게 잘라 염색한 귀 속 조각이나 가벼운 보석을 매단 것으로 즈

189) Ibid., p. 226.

190) 수 ·  (2001), " 톱치   과  에 한 고찰", 『경  집』, 

22(1), pp. 347-34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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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하면 부근에서 아름다운 장식물이 흔들리면서 빛을 내게 된

다.주얼리 콘텍트 즈는 실제로 착용이 가능하며 불편도 없다는 것

이 디자이 의 설명이다.개성 인 외모를 꾸미고 주목받고 싶은 사람들에

게는 탁월한 소품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신체의 가장 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자마 아름다움과 개성에 한 추구로써 창조의 욕망에

의한 억압의 사례가 되고 있다[그림 2-3].191)

[그림 2]는 색의 일시 변형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2]Examplesoftemporarybodymodificationofcolor

191) < 료 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05 

&aid =0000002476. 료 검색 : 2012.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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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질감·냄새·맛의 변형

재질감의 변형으로는 피부 마사지와 머릿결에 한 마 등이 있으며 주

로 형,색,재질감의 변형이 함께 추구되고 있다.

냄새의 변형으로는 향수나 방취제 사용을 들 수 있다.헤 라이 복식에

서 여성들은 썹과 썹 사이를 서로 맞닿게 그렸고 헤나로 손톱을 물들

이고 향수와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 다.192)과거 랑스 왕정시 에는 목

욕을 지시키기도 하여 심한 체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기도 하

다.

맛의 변형으로는 고감성,기능성 화장품에서 다양한 향과 맛이 추가되고

있다.이는 최근 외모에 한 심의 증 속에서 물 페티시즘의 상이

되기도 한다.

2. 구 변형

몸을 통한 억압에서 구 이라 함은 인체 변형이 피부 속이나 골격구조

로 침투하여 신체의 일부가 구조 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과거에는

인체미에 한 민족 특수성으로 물리 방법에 의한 국부 변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에는 음,건강 등 시 이상미를 추구하는 창조의 욕

망에 의해 물리 ·화학 방법에 의해 인체의 범 를 상으로 물리 ·

화학 방법의 시술과 수술을 통해 두루 나타나고 있다.

192) 민 · 숙  (2010), op. cit.,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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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의 변형

형의 구 변형으로는 유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주술 인

방편으로 유아의 연골을 인 으로 변형시키는 습이 있었다.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는 태어난 지 몇 주 밖에 안 된 유아의 연골에 힘을 가하여

두개골을 둥 고 납작하게 잡아 늘렸다.이마는 손으로 러서 납작하게

했고,코 역시 납작하게 만들기도 했다.최근까지도 리타니아 노르망디

지역 근처에 이러한 습이 남아 있었다. 랑스에서는 끈으로 조인 모자

를 사용하여 연골을 변형시켰으며 이러한 연골의 변형은 오늘날에도 아

리카인이나 그린란드,페루인 사이에서 볼 수 있다.놀랍게도 이러한 변형

은 뇌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193)[그림 3-1].

입술과 이를 변형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고 장려하려는 문화도 있다.

특히 놀랄만한 변형 에 하나는 나무 받침을 넣는 것이다.이 과정은 동

만한 원 을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차 큰 것으로 체 된다.어른

이 되어서는 축 늘어진 아랫입술에 무거운 원 크기의 장식물을 삽입하기

도 한다.아 리카인들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사이에 모두 이러한 원 을 삽

입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덜컥거린다.이 게 하여 늘어난 입술의 둘

는 무려 29인치에 달하기도 한다.아 리카의 라질에서 이러한 시술을

하게 된 이유 하나는 부족여인들을 아랍의 노 상인에게 덜 매력 으로

보이게 하기 함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시술은 외 을 완 히 손상시키고,

일상 인 얼굴표정이나 먹는 것,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194)[그

림 3-2].음식물을 먹는데 필요한 도구인 치아에도 색칠하기,검게 채색하

기,뽑기, 질하기,구멍 뚫기 등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아 리카,아시

아,북아메리카 등에서는 송곳니를 강조하거나 입을 더 으로 보이게

193) 숙   역 (2004), op. cit., p. 80.

194) Ibid.,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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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앞니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다.오스트 일리아 뉴기니의 원주

민은 앞니 두 개를 뽑아냄으로써 성년의식을 치른다.발리의 청년들은 송

곳니를 납작하게 하기 해 차아에 질을 한다.이러한 치아의 변형으로

인해 구강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고,병균이 생겨 치아가 썩거나,음식을

먹는데 큰 어려움을 래했다.동인도에서는 결혼이나 성년식,장례식의 일

환으로 잇몸까지 갈기도 했다.195)최 의 꺼풀 주름 수술은 아라비아의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830년 에야 미용 목 의 수술이 시작되었으

며,코 성형수술은 BC.600년경 인도와 이집트에서 시작 되었지만 미용 목

의 수술은 1845년이 되어서야 행해졌다. 한 20세기 반까지도 성형

수술은 선천 기형이나 사고로 인한 외모 손상의 교정 혹은 복구시키는

것이 주 으나 1980년 이후에는 미용 성형 수술이 증하고 있다.196)

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성형 수술은 꺼풀 수술과 코를 오독하게

높이는 융비술 외에도 팔,종아리,복부나 허벅지의 지방 제거술,주름 제

거술,피부 박피술,보조개 수술,배꼽 성형 등이 있다.197)즉,얼굴에 그치

지 않고 ‘몸매 성형’ 는 ‘토탈 성형’으로 몸 체로 확 되고 있으며 그

표 인 가 실리콘을 넣은 유방 확 술과 허리·복부·허벅지 등의 지방

흡입술이다.신체의 비율을 바꾸거나 혹은 순 히 가슴크기를 바꾸기 해

가슴을 변형시키기도 한다.1930년 와 1950년 미국 여성들은 집 안에

있도록 강요받았고,풍만한 가슴을 선호했고 구 인 변화를 해서 수술

을 하기도 했다.1962년부터 시작된 실리콘 삽입시술이 의 가슴확 수

술로 발 되었다.198) 에 과학기술이 융합된 미용성형수술이 이루어지

는 이유에는 삶의 만족도,자아존 감,신체상의 개선 등 많은 요인이 있

195) Ibid., p. 81.

196) 보  (2000), “ 료 술  과 그에  신체 변 에 한 고찰”, 고 학  사학

, p. 33.

197) 숙 (2002), op. cit., p.192.

198) 숙   역 (2004),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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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상화를 해 인체를 변형한 후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수술 후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졌음을 보고되고 있지만199)시각 아름다움을 보편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 평가 속에서 몸의 구 변형을 한 성형 수술

은 험한 독 증세를 불러일으키며 강한 정신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성형수술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 차례 반복된 성형수술로 인하여 자연

스러운 자신의 개성을 잃고 사이보그 인간으로 재구성되어 획일화 되어가

고 있다[그림 3-3].최근 바디빌딩과 다이어트 같은 ‘상품화된 몸 리’가

일상화되었고 인체에 한 이상화로서 성형수술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

다.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상의 실재를 악함으로써 억압을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이다.

[그림3]은 형의 구 변형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3]Examplesofpermanentbodymodificationofshape

199) 경 · 재숙 (2005), op. cit., p.392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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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색·재질감의 변형

색과 재질감의 구 변형으로는 상흔이나 문신 등이 있다.상흔의

로는 원시 시 부족사회에서는 출산의 흔 으로 몸에 상흔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앙 아 리카인들은 종족의 통합이나 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해서 뺨에 상처를 낸다고 한다.남아메리카의 아비풀(Abipone)사람들은

날카로운 가시를 사용하여 얼굴에 상처를 냈다.얼굴에 상처를 내는 이러

한 행 는 성인이 되기 한 하나의 통과의례로서 행해지기도 했다.남성

이나 여성 모두 이러한 상처의 고통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흉터를 늘려나갔

다.상처 틈에 재나 검은 안료를 집어넣어 살이 돋보이게 하기도 했는데

결혼 령기에 어든 소녀의 얼굴에는 종종 특별한 흉터가 새겨졌다.200)

문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 (BC.5000년)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 가

지 의미로 인체를 변형해왔다.과거의 문신은 주술 기능,종족표시 기능,

신분 표시 기능,심미 기능 등을 미하는 것 이외에도 종교 믿음,성

욕망이나 도착을 의미해 왔다.문신이 습속인 사회에서 문신은 한 사회

의 지배질서가 인체 에 실 되는 방식이었다.고 나 세 이후 소수민족

이나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보편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형벌,

열등,미개의 표상이 되어 지되어 왔다.201)

그러나 20세기 패션에 도입된 문신은 자신의 개성 표출과 자아 표

을 할 뿐만 아니라 장식 인 기능이 강하게 부각되어 술 인 바디 아

트의 수 으로 끌어 올려졌다.반 구문신이나 일시 인 문신이 도입되어

일반인들의 근이 용이해졌다.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문화의 스타들이

문신의 유행을 주도해 이들 웅들과 동일시되려는 청소년들도 모방 문신

을 한다.이들에게 문신은 일탈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서 자기만족을 느끼

200) 숙   역 (2004), op. cit., p. 80.

201)  (2003), 『 신  역사』, 울: 살림 사,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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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심리 불안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패션에서 문신은

과거의 부정 혹은 주술 인 목 이 감소하고 자의식이나 미의식을 충족

시키거나 일탈 욕구를 표 하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문신의 강

한 시각 자극 때문에 고,패션쇼, 화,잡지 등 유행에 앞서가는

매체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202)

제 2 복식을 통한 억압

인류는 아름다움에 한 추구로서 몸의 직 인 억압 이외에 오랜 세월

동안 복식을 통해 몸을 억압해 왔다.복식이 인체로부터 완 히 분리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인체에 거의 일치되는 복식과 인체와는 크게 벗어나는 복식

사이의 연속성은 존재한다.인체와 복식 간의 이 종속 혹은 지배 인 속

성은 시 에 따라 아름다운 이상형을 창조하는데 결정인자로서 작용해 왔

다.특히 19세기 말의 복식의 미학운동을 개한 국의 하웨이스(Mary

Haweis)는 아름다운 복식이란 신체의 기본 곡선과 모순이며 인 임을

주장하 다.203)이상 인 인체미와 이를 표 하고자 하는 복식미는 시 ,

민족,개인에 따라 변화하 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환경과 인체

에 한 미의식을 심으로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으로

구분하고 고 이집트 시기부터 19세기까지의 과거 복식과 20세기 이후의

패션에 표 된 복식을 통한 억압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 지  (2003), “  크업에 나타난 신  연 ”, 한 학  사학 , p. 75.

203) Haweis, M. (1879), The Art of Dress, London: Chatto and Winders, quoted in Roach M. 

E. and  Musa, E., (1980),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A 

Handbook. 민  (2004), op. cit., pp. 47-47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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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출과 은폐

원시시 에는 땅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 고 여성은 아이를 생산하고 육

성한다는 의미에서 땅에 한 숭배의식이 여성에 한 숭배로 환되었다.

샤머니즘 념은 성에 한 인간의 행동양식까지 규정하여 농경사회의

성에 한 이념을 형성시켰다.

고 이집트 시 는 농경사회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여성의 몸은

다산이나 풍요의 상징으로 가슴과 배를 강조하여 그 로 노출시키거나 꼭

끼거나 투명하게 비치는 시스(sheath)드 스로 여성의 출산과 련된 부

를 드러내었다.204)고 이집트 시 에는 체 으로 인체를 과장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인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 하 다.

그리스·로마 시 에는 이데아의 반 으로 완벽한 조화·비례를 이룬 인체

를 재 하고자 하 다.가슴 바로 아래에 두른 끈(strophin)에 의해 가슴이

두 부분으로 나 어질 때 가슴은 아름다우며,목과 얼굴은 형이상학 부

분으로 인식되어 얼굴 부 에 흥미의 주안 을 두고 있었다.키톤(chiton),

히마티온(himation),토가(toga)등에서는 건강한 팔과 발의 근육과 함께

형이상학 으로 인식되었던 목과 얼굴이 노출의 심을 이루었다.205)

비잔틴 복식에서는 인체와 의복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 시 의 복식과

는 달리 기독교의 향으로 신체를 은폐하는 복식미를 추구하 다.206)종

교 력 앞에서 구체 이고 개별 인 인체는 무시되었다.그들은 인체를

통해 완벽한 것을 성취하지 못한 일종의 결핍감정을 설명 으로 표 하

다.207)

비잔틴 시 의 인체에 한 기독교 상징의 인식은 그 로 세 고딕

204) 민  (2004), op. cit., 울: 사, p. 58.

205) 민  (2004), op. cit., pp. 60-61.

206) 민 · 숙  (2010), op. cit., p. 125.

207) 민  (2004), op. cit.,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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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수되었다.나체는 원죄에 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복식을 통한

은폐가 지속되었다.208) 세를 지배한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욕의

표시로서 고딕 복식은 신체를 은폐하는 특징을 지닌다.209)

르네상스 시기의 복식을 보면 매우 긴 배를 강조하기 하여 스토마크를

고 있다.크고 넓은 엉덩이를 강조하기 하여 탕게일로 부풀려 표

하 다.가슴 부 에 해서는 정숙함을 고수하여 크기를 작게 유지하 으

나 노출에 있어서는 담해져 목이나 유방까지 노출을 시도하 다.르네상

스 시기의 육체미에 한 재발견은 바로크 시 에 와서 더욱 세련되게 무

르익었다.순수한 능성과 풍부한 색채감각과 극 인 것에 한 열정의

증가에 의해 드는 쾌락의 개념이었다.그러나 바로크 시 에는 방탕한

정신 상태와 괴 인 향락주의가 범람하면서 인체는 차 세속화되어갔

고,이에 다라 인체는 매우 극 이고 자유스럽고 비 칭 으로 표 되었

다.210)로코코 시 에는 지극히 사치스런 귀족 취미의 능을 추구하여 선

정 이면서 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다.특히 마담 드 두르

(MadamedePompadort)의 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보디스에서 구조 인

라인의 이용과 깊게 인 데콜타주(décolletage)의 네크라인으로 곡선이며

우아한 목선과 가슴 그리고 유방이 드러나 보인다.211)

신고 주의 시 에는 여성의 드에서만 미를 동경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고 주의 시기에는 긴 몸통에 두 개의 잘 다듬어진 반구형태의 크고 오

독한 가슴만을 강조하 다.엠 이어 라인의 끈으로 몸통에서 가슴을 분리

시켰고 훤히 비치는 머슬린(muslin)을 통해 긴 다리의 곡선을 노출시켜 강

조하 다.이 시 의 슈미즈 가운(chemisegown)은 투명한 옷감과 장식이

없는 은 자연스런 인체미를 돋보이게 하 다.212)

208) Ibid., p. 64.

209) 민 · 숙  (2010), op. cit., p. 171.

210) 민  (2004), op. cit., p. 71.

211) Ibid., p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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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안 시기의 낭만주의 시 에는 큰 가슴,가는 허리,큰 엉덩이를 강

조하기 하여 어깨까지 노출된 데콜타주(décolletage)네크라인과 코르셋

으로 조인 가는 허리,크리놀린(crinoline)으로 부풀린 스커트 등으로 인체

미를 표 하 다.후기 낭만주의 시 에는 엉덩이를 강조한 버슬 스타일이

지배 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후기 바로크 시 에 나타났던 양식으로서 에

로티시즘을 내재하고 있다. 기 버슬 양식은 데콜타주 네크라인으로 목과

유방선이 드러나게 했다.버슬의 버 한 엉덩이 심을 강조함으로서

에로틱한 분 기를 해주고 있다.1870년 워스(Worth)는 여인의 몸체를

드러내기 해 퀴라스(cuirass)라는 보디스를 디자인하 다.퀴라스 보디스

는 토르소(torso)룩으로 나타났으며 여체를 드러나 보이게 하 다.많은

여성들은 보디 스타킹(bodystocking)처럼 보이는 토르소와 풍만한 힙(hip)

선을 강조하 다.213)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남녀평등과 함께 치마와 바지의 착용으로

다리가 노출되기 시작하 고 오늘날에는 성 매력을 강조하는 인체부 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리 노출에 따른 스커트 길이

의 변화를 패션변화의 척도로 삼고 있다. 한 최근에는 ‘스키니 진

(SkinnyJean)’이 유행하여 남녀의 구분 없이 착을 통한 다리의 노출이

부각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 노출과 은폐는 신체부 를 그 로 드러내는 방법,투명도,

두께,드 이 성 등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드러내는 방법,구조 특성

과 착용방법으로 옷을 몸에 착시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신체 부 의 속살을 그 로 드러내는 방법으로써 1967년 루디 게른라이

히(RudiGernreich)의 모노키니(monokini)수 복을 입은 페기 모핏(Peggy

Moffitt)은 가슴부 를 그 로 드러내고 있다[그림 4-1].

212) Ibid., pp. 75-78.

213) 민  (2004), op. cit., pp. 69-80.



- 82 -

장 폴 골티에(JeanPaulGaultier)2001년 S/S컬 션에서 코르셋에 의해

들어 올려 진 가슴을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드러냄으로써 노출과 은폐의

이 성을 잘 표 하고 있다[그림 4-2].

2009년 발표된 다엘(JuanHarnamdezDaels)의 바디 수트는 스트 치 소

재를 활용하여 착에 의한 노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소재에 린트

된 문양은 원시부족의 채색이나 문신을 통한 신체 억압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기술의 발 이 장식 욕구의 추구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고통을 제거

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지만 착에 의해 바디 라인을 그 로 드러나는 모

델에게는 억압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그림 4-3].

[그림4]는 여성 패션에 표 된 노출과 은폐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4]Examplesof revealingandconcealingexpressed

inwomen’s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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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패션에서도 신체의 노출은 이제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그 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2007년 F/W 컬 션에서 착

을 통한 남성의 신체 노출의 사례를 보여주었다.타이즈에 의한 착으로

다리를 노출시켰고 코드피스로 국부를 강조했던 세의 복식을 으로

표 하고 있다.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T-셔츠 린트는 휴양지의 여름을

연상시켜 권 이라기보다는 유희 으로 보임으로써 국부의 강조 한 성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시킨다[그림 5-1].

골티에(JeanPaulGaultier)는 2008년 S/S컬 션에서 비침과 착을 통

한 남성의 노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비치는 소재로 타이트하게 드러

나는 모델의 건장한 신체는 육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성을 상품화하고 있으

며 손에 들고 있는 가방으로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상품에 한 페티시즘을

유발하고 있다[그림 5-2].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2010년 F/W 남성 컬 션에서 모델

의 하의가 보이지 않도록 착장시켰다.이러한 드러냄을 통한 노출은 최근

한국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소 ‘하의 실종 패션’과 유사하지만 여

성의 ‘하의 실종 패션’이 날씬한 다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선택 행동으로

이해되는 반면 웨스트우드에 의해 하의가 벗겨진 모델은 람객의 흥미를

끌기 한 남성의 상품화로 이해된다[그림 5-3].

[그림 5]는 남성 패션에 표 된 노출과 은폐의 사례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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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Examplesof revealingandconcealingexpressed

inmen’sfashion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패션에서의 노출은 남성과 여성의 구

별 없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과거 복식에서 여성의 노출은 남성의 권력의

욕망에 의한 여성의 억압이거나 권력을 확보하기 한 여성 스스로의 억압

이었다. 패션에서는 노출은 남녀의 구별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여성을 통해 나타났던 노출의 역사가 남성을 통해 그 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출의 다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폐 한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모두 나타난다.언더커버(Undercover)의 2000년 F/W 컬 션에서는 여성용

으로 제시된 모델은 재킷,스웨터,스커트,팬츠 등 패션 아이템과 스카 ,

벨트,가방,장갑,스타킹,가발 등 액세서리류가 모두 동일한 문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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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다. 린트,페인 ,시퀸스(sequin),비즈 등으로 장식된 모델은

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을 표 하고 있지만 색과 문양에 한 집착으로서

페티시즘을 표 하고 있다[그림 6-1].

세나 윤(SenaYoon)은 2009년 컬 션에서 남성 모델의 손을 제외한 모

든 부분을 은폐시켰다.무 를 걸어야하는 모델은 갑갑하겠지만 디자이

는 익명성에 보장을 표 하고 있다.당당하고 활기차게 걸어 나오는 모델

은 몸·복식을 통해 작용하는 다양한 사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잘 표

하고 있다[그림 6-2].

드릭 호 (Prederick Hornof)는 2012년 컬 션에서 모델이 앞을

향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틈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은폐시켰다.이는

주 와는 상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디자이 의 이상을 표 한다.

은폐된 두 손은 변화를 강요하는 억압에 한 인의 심리를 상징하고

있다[그림 6-3].

과거 복식에서는 세 기독교의 향은 신체를 원죄의 상징으로 인식하

게 하 고 남녀의 복식에서 신체를 은폐하는 복식이 주를 이루었다.반면

패션에서 나타나는 은폐는 몸·복식의 가시 이미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억압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인의 심리를 반

한다. 패션에서 외부와의 단 을 상징 으로 표 하는 은폐는 자신

의 의지와는 상 없이 몸·복식 통해 인지되고 평가되는 억압 실로부터

의 해방,즉 자아의 익명성에 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6]은 패션에 표 된 은폐의 사례들을 보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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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Examplesofconcealingexpressedinfashion

2.축소와 확

복식을 통한 억압에서 축소와 확 의 사례는 인체의 물리 구조와 의복

구성학의 복식 설계를 기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인체부 를 목을 기 으

로 네크라인과 칼라,어깨와 팔을 기 으로 더 라인과 슬리 ,가슴과 허

리를 기 으로 바스트 라인과 웨이스트 라인,엉덩이를 기 으로 힙 라인,

다리와 발을 기 으로 팬츠,스커트의 길이와 폭,하이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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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네크라인과 칼라

목은 어깨에서 턱까지의 거리에 하여 역사 으로 축소에 한 것인

은 없으며,항상 시각 으로 목의 길이를 늘이기 한 것이었다.214)가장

형 인 네크라인의 구성은 세 후기 테일러드 의상의 기 발 단계에

서 재단을 통한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서 이루어졌다.이후에 랫칼라와 러

(ruff)와 같은 형태로 발 한 높은 네크라인은 목을 길게 보이게 하는 방

법의 발 을 진시켰다.215)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의 이스로 만들어진 반

다이크(VanDyke)칼라는 턱 선에서 어깨 바깥쪽에 이르는 직선을 만들어

해부학 사실성을 무시하고 직각에서 45도 각도의 어깨 경사를 만들어 내

었다.17세기 러 는 계층 특징을 나타내는 복식의 요소로216),17세기 후

반에는 철사로 만든 틀로 목을 높이 둘러싸기도 하 으며,빳빳하게 풀을

먹인 튜 형태의 주름으로 구성되었다.217)

목을 확 강조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의 상화에서 러 칼라는 여왕

의 권 를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자연스러운 목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 한 러 칼라는 착용자의 권 에 한 부동성을 상징한다.일

상생활에서 목의 움직임조차 요구되지 않음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림 7-1].

존 갈리아노(JohnGalliano)는 1997년 컬 션에서 민족 이상미를 표

하기 해 신체를 구 으로 변형시켰던 버마 동 여인의 목을 재 하고

있다.서양 복식에서 생산의 효율성에 한 강조가 가져온 스타일의 유사

214) Koda, Harold (2001), op. cit., p. 16.

215) Ibid., p. 16.

216) Laver, James (2002),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 91. “복식에 

 몸  재 (Ⅱ) -몸  사실  변질  심 ”, 『복식』, 56(9), p. 76에  재 .

217) Boucher, Francoi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p. 227-231.  

(2006), Ibid., 76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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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차별화로 복식에 나타난 시공간 특수성이 디자인의 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은 모델

이나 착용자에게 신체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 시킨다[그림

7-2].

빅토 앤 롤 (Viktor& Rolf)는 2011년 F/W 컬 션에서 거 한 칼라로

목을 강조하고 있다.목의 부동성은 여성의 강인한 정신력과 당당함을

잘 표 하고 있지만 목을 고정시키는 확 된 칼라는 어느 정도의 신체

억압을 감수해야만 일상 착용이 가능하다[그림 7-3].

[그림 7]은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목에 한 억압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7]Examplesofrepressiononneckexpressed

inclothingand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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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깨와 팔: 더 라인과 슬리

1581년에 이미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기 해 돌돌 말은 린넨,솜으로

만든 패딩이 겨드랑이와 어깨에 둘려졌다.1833년에는 갑옷에서 유래하여

군복에서 배지와 스트랩(strap)을 달리 해 사용된 어깨 장식인 에폴렛

(epaulette)이 거 한 어깨를 강조하기 해 추가되었다.1897년에는 더

윙(shoulderwing)이 부착되었다.1905년경에는 어깨 지지 ,1930년 에는

어깨 패드가 사용되었고 모두 상체를 삼각형 모양을 만들기 한 것이었

다.218)16세기의 소매는 과장되게 부풀어 올라 육 한 실루엣을 만들

었다.르네상스 후기의 복식은 넓은 어깨를 강조하 다.17세기의 소매는

슬래쉬(slash)로 장식되고 부풀려졌고 골풀(rush)로 채워진 쿠션으로 지탱

되었다.219)

18세기의 복식에서 어깨솔기는 뒤쪽으로 려,암홀(arm hole)이 뒤쪽으

로 이동했다.19세기의 어깨솔기는 다소 제자리에 치하지만 더욱 비스듬

하게 기울려져 암홀은 앞쪽으로 이동한다.결과 으로 어깨는 명확하게 각

이 져서 19세기 테일러드 의상의 뒷솔기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띤다.1830

년 의 라인은 풍성하게 부풀려진 소매에 의해 강조되었다.당시 로맨틱

스타일의 가장 특색 있는 트 드는 지고(gigot), 그-오 -머튼(leg-of-

mutton)슬리 로 어깨부터 극 으로 부풀어졌고 커 (cuff)부분에서 좁

아지는 형태를 띤다.부피를 지탱하기 해 다양한 지지 방식이 버 로

추가되거나 소매 자체의 구조에 병합되기도 했다.드 스에 제 되지 않

는 경우 소매의 지지 는 코르셋의 어깨끈에 묶여서 부착되었다.220)

1890년 반과 반에는 1830년 의 지고 슬리 가 다시 등장했는데

218) Buxbaum, Gerda (ed.) (1999), I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 London: New 

York: Prestel. p. 122.  (2006), Ibid., p. 70에  재 .

219) Boucher, Francois (1987), op. cit., p. 255.  (2006), Ibid., p. 70에  재 .

220) Koda, Harold (2001), op. ci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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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 퍼 (sleeve-puff)는 부피에 있어서 몸체보다 약간 작을 뿐이었고,

어떤 소매는 무 거 하여 형태를 고정시키기 해 쿠션이 필요했다.221)

1828년부터 1996년 사이에 어깨를 확 하기 해 사용되었던 소매의 지지

(sleevesupports)는 소매의 안쪽에 바느질되거나 혹은 소매 구조의 일부

로서 제작되었고 시 이상미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

1930년 후반에는 수평 으로 확장된 어깨가 매력 인 것으로 나타났

다.강조된 어깨는 스키아 리(Elsa Schiaperlli)의 고다 더 라인

(Pagodashoulderline)이 표하는 과장되고 각이 진 어깨의 ‘코트 행어

실루엣(coat-hangersilhouette)'에 의해 1930년 후반에 유행되었다.이

신은 이 시기의 남성복에서 테일러링의 넓어진 어깨실루엣의 출 에

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장된 어깨 라인이 상 으로 허리를 가

늘게 보이게 했고,당시의 드 스 실루엣에서 어깨는 때때로 엉덩이보다

넓기도 하 다.222)

1970년 말에 어깨가 다시 패션의 주목을 받았다.티에리 뮈 러

(ThierryMugler)는 1986년 F/W 컬 션에서 모델의 어깨를 과장되게 확

하 다.남성성의 상징이 되어 온 넓은 어깨를 여성복에 도입한 것은 사

회진출과 함께 신장된 여성의 지 를 표 한다.남성 심의 사회 속에서

평등한 일원으로 자리하고 싶은 여성의 권력에 한 욕구를 표 하기도 하

다[그림 8-1].

어깨를 강조한 ‘워 더(powershoulder)’는 남성과 여성패션에서 동시

에 나타났다.신체에 한 극단 인 강조는 몸의 외 에 반 인 확장을

가져왔고 체구가 작은 여성들도 X-large 는 XX-large의 코트,남성용

셔츠 는 티셔츠를 입게 만들었다. 패션에 나타난 어깨의 확장은

1979년 피에르 카르댕(PierreCardin)의 ‘수퍼맨(Superman)’컬 션에서

221) Laver, James (2002), op. cit., p. 62,  (2006), Ibid., p. 67에  재 .

222) Ibid.,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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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루었다.1979년부터 1990년 반까지 패딩(padding)된 어깨는 특

히 테일러링 의복에서 필수 인 요소 다.이러한 복식에서의 형태 변화에

는 1980년 에 여성들이 차 동등한 권리와 직업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여성들은 어깨 패드와 넓은 소매로 어깨를 인 으로 넓히고,오

버 사이즈의 의상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억압했다.직장여성을 한

수트로 불리는 워 드 싱(powerdressing)은 1980년 의 수트의 핵심인

좁은 힙을 강조하기 해 패딩으로 어깨를 넓힌 것이라 할 수 있다.223)

남성복식에서 어깨의 확 는 강한 힘의 소유를 상징한다.지속 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강한 힘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역으로 확 된 어깨는

이미 소유한 부와 권력으로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한 노동이 요구되지 않

음을 표 하기도 한다. 국 헨리 8세의 복식은 어깨(부피)의 확장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를 잘 보여 다.

패션에서도 어깨의 확 는 종종 부와 권력의 소유를 상징 으로 표

한다.골티에(JeanPaulGaultier)는 2007년 F/W 여성복 컬 션에서 모

피를 활용하여 헨리 8세의 복식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하 다.골티에

는 모델을 통해 어깨의 확 를 통해 표 되었던 본능·권력의 욕망에 한

역사 사례를 창조 으로 연출하 다. 여성의 권력에 한 욕망을 표

함과 동시에 소재의 특성과 조형 아름다움을 통해 성 ·물 페티시즘

을 유발시키고 있다[그림 8-2].

빅토 앤 롤 (Viktor& Rolf)는 2010년 F/W 컬 션에서는 여러 겹의 옷

을 겹쳐 입음으로써 부피의 확장에 한 극한의 를 보여주었다.모델은

과도한 부피와 무게로 인하여 자신을 주체하기 힘들어 보인다.특히 양

으로 서있는 두 명의 디자이 는 여러 옷을 겹쳐 입힘으로써 거 한 실루

엣의 완성과정을 연출하 다. 왕권시 왕의 복식착용을 재 한 것으

로 보이는 퍼포먼스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 상승에 내포된 양면 특

223) Husain, Humaira (ed.) (1998), Decades of Beauty, New York: Octopus Publishing Group, 

p. 178.  (2006), op. cit., p. 71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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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하여 남성의 권력을 상징 으로 표 하 다.여성은 자신의 복식을

스스로 착용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복식마 스스로의 의지 로 착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 한 이상의 무게를 홀로 지

고 가야하는 것이다[그림 8-3].

[그림 8]은 패션에 표 된 어깨에 한 억압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8]Examplesofrepressiononshoulderexpressedinfashion

패션에서 소매의 확 는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차별 없이 나타나고

있다.웨트우드(VivienneWestwood)는 2006년 S/S컬 션에서 모델의 긴

팔은 게으름 혹은 여유로움 등의 표 으로 보인다.과거 사회 생산 활동

을 담해야 했던 남성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팔의 사용이 실히 요구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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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 데 가르송(CommedesGarçong)의 2012년 S/S컬 션에서 나타나는

팔의 확 는 어깨부분과 소매 상단의 장식으로 팔의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

다기보다는 팔의 사용에 한 제한이 강조되고 있다.모델은 아름답다는

조형 특징이 사회 가치로서 환됨에 있어서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해

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9-2].

빅토 앤 롤 (Viktor& Rolf)는 2012년 F/W 컬 션에서 소매 폭을 길고

넓게 확 하여 경제 여유로움을 표 하고 있다.특히 소매의 간부분

트임은 세의 남성복식에서 차용한 것이며 벨벳의 소재 특성과 함께 착용

자의 높은 사회 지 와 권 를 강조함으로써 페티시즘을 유발하기도 한

다[그림 9-3].

[그림 9]는 패션에 표 된 팔에 한 억압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9]Examplesofrepressiononarmsexpressedin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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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슴과 허리:바스트 라인과 웨이스트 라인

복식을 통한 억압의 사례에서 가슴과 허리의 변화는 확 의 역사이면서

축소의 역사이기도 하다.가슴과 허리의 축소와 확 는 물리 압박과 정

신 억압을 통해 몸의 실루엣과 구조를 인공 으로 변형시킨 코르셋의 사

용이 표 사례이다.

① 가슴:바스트 라인

14세기의 가슴의 곡선을 드러내는 바디스가 변화되어 16세기에는 를

넣은 바디스(bodice)가 유향하면서 여성의 토르소가 거꾸로 된 원뿔 모양

으로 변화하 다.224)르네상스 시 의 토르소의 자연스러운 만곡의 억제는

홀바인(Holbein)의 상화에서 잘 드러난다.코르셋에 의한 몸체의 기하학

구조로의 변형은 극심하게 압박된 가슴의 평평한 상부는 마치 가슴을

완 히 없애는 것이 당시의 미의 기 으로 보이게 한다.빳빳한 캔버스 천

으로 안감을 고 가장자리를 철사로 두른 바디스는 가슴을 기하학 인 형

태로 만들었다.225)16세기 후반의 여성복은 더욱 빳빳하고 딱딱한 소재와

구조로 이루어졌다.바디스를 구성하는 스토마커(stomacher)는 버크럼

(buckram)이나 두꺼운 지나 나무로 만들어진 버 살인 버스크(busk)로

고정되어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다.226)로코코 복식에서부터 에드워디안 복

식에서도 코르셋을 통한 가슴의 강조와 확 의 시기를 거쳤다.가슴은 여

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가슴 윤곽의 성 표 을 한 과장 인 확

는 불가피한 것으로 르네상스 후기,바로크 기와 1920년 는 가슴을 물

224) Koda, Harold (2001), op. cit., p. 52.

225) Boucher, Francois (1987), op. cit., p. 227.  (2006), op. cit., 72에  재 .

226) Laver, James (2002), op. cit., pp. 95-97.  (2006), Ibid., 72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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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으로 압박하 던 시기 다.1920년 의 밴도 라(bandeaubra)는 가

슴에만 직 으로 착용하는 독립된 아이템으로 가슴의 모양에 맞추기 보

다는 가슴을 동여매는 역할을 하 다.227)

가슴의 강조를 해 사용된 여성들의 속옷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데 왼쪽으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한 러 (ruffles);19010-14,벤쟈민

(BenjaninHinkleyRiggs)의 가슴 강조용 패드;1900,1903년 미국식 슈미

젯(chemisette)의 사진이다[그림 10-1].

빅토 앤 롤 (Viktor& Rolf)는 1998년 F/W 컬 션에서 가슴이 과장되

게 확 된 수트를 발표했는데 "AtomicBombtuxedosuit"로 이름 붙여졌

다.1900년 의 시 이상미로 유행했던 모노부좀(monobosom)의 실루엣

을 으로 표 하고 있으며 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을 표 하고 있다

[그림 10-2].

이세이 미야 (IsseyMiyake)는 2001년 S/S남성복 컬 션에서 패딩을

사용하여 어깨와 가슴이 강조된 를 보여주었다.슬림(slim)한 체형의 모

델은 복식을 통한 어깨의 확 로 건장한 남성성(masculinity)의 이미지를

표 하고 있다.모델의 확 된 어깨는 정형화된 남성의 육체 이미지에

한 사회 추구의 표 이다[그림 10-3].

[그림 10]은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가슴부 에 한 억압의

사례들을 보여 다.

227) Ibid.,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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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Examplesofrepressiononbustexpressed

inclothingandfashion

② 허리:웨이스트 라인

가슴을 포함하여 여성 몸의 어떤 부 도 허리보다 시각 이고 물리 인

조정을 받기 쉬운 부 는 없다. 부분의 서구 패션역사에서 몸체의 간

부분은 디자인의 주요한 이었다.허리의 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 한 부 에 즉각 인 변화를 일으킨다.허리는 변함없이 어떠한 형태로

든 억압을 받아왔다.서구에서 가는 허리는 다른 부 가 강조되는 미의 기

이 되어왔다.허리에 한 끝없는 매료는 허리가 처녀성을 상징하기 때

문이다.압박되지 않은 굵어진 허리는 출산의 증거라 할 수 있다.228)

228) Glynn, Prudence (1982), Skin to Ski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31. 

 (2006), Ibid., p. 72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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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식에서 15세기 후반 특이한 자세로 바디스와 스커트의 결합을 가

슴 으로 올린 시기,고 인 의복이 부활한 섭정기(theRegency, 국:

1811-20년, 랑스:1715-23년),복식에서의 성 차이가 억압되었던 1차

이후의 시기를 제외하고 허리는 항상 억압받아 왔다.229)

16세기 이 까지는 코르셋과 같은 허리를 죄는 구속은 없었다.230) 기

의 코르셋의 요한 구조 지지물은 버스크(busk)라고 물리는 앞 심에

치한 버 살 다.나무, 속,고래 는 뿔로 만들어진 버스크는

코르셋의 앞부분에 단단한 윤곽선을 만들어 낸다.231)

처음부터 코르셋은 단순히 허리를 축소하기 한 것이 아니라,복부를

포함한 토르소 체의 이상화된 기하학 변형을 한 것이었다.마담 드

듀르(MadamedePompadour)의 상화에서 스토마커에 의해 잘록하

게 축소된 허리는 상 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확 되어 보이게 한다.[그

림 11-1].

19세기 코르셋 디자인은 례 없는 속도로 구조와 형태면에서 변화를 겪

었다.1820년 반 엠 이어 스타일 드 스의 올라간 허리선이 다시 자

연스러운 치로 내려오면서,가는 허리가 새로운 스타일의 요한 특징으

로 인식되었고 코르셋은 다시 여성복의 필수 인 아이템이 되었다.1870년

와 1880년 의 코르셋은 아워 래스 형태로 둥 게 만들어 졌고 이 시

의 패셔 블한 여성의 모습은 모든 각도에서 곡선을 이루었다.232)

19세기 말에서 1차 발발 사이의 벨 에포크 시기(labelleépoque)

에 출 한 인공 인 ‘S’자형 실루엣은 커다랗고 앞으로 돌출된 가슴과 튀

어나온 후부(後部)에 의해 매우 가는 허리를 강조한다.긴 코르셋으로 당시

229)  (2006), Ibid., p. 72.

230) Steel, Valerie (2001), The Corset: A Cultur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4.  (2006), Ibid., p. 72에  재 .

231) Koda, Harold (2001), op. cit., p. 72.

232) Ibid., pp. 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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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은 일반 으로 33도 각도로 휘어져 있었다[그림 11-2].

벨 에포크 시기는 20세기에서 여성들이 한 결 같이 코르셋을 착용한 시

기233)인데 여성의 신은 장식 인 상으로 취 되어 성 으로 양식화되

고 변형되고 생리학 인 기능에서 멀어졌다.복식사에서 코르셋의 물리

인 압박을 통한 해부학 구속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19세기 동안에는

인체의 과장된 변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1940년 와 1950년 에 뉴 룩

(New Look)으로 허리의 형태 변형이 다시 등장한다.234)

코르셋은 오늘날 우리가 습 으로 착용하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복식

과 조되는 딱딱하고 신체 으로 억압 인 복식의 완벽한 라고 할 수

있지만 패션에서도 여 히 나타나고 있다.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2007년 F/W 컬 션에서 모델의 허

리는 코르셋으로 축소되어 있다.잘록하게 축소된 허리는 여성성을 강조하

며 코르셋이 갖는 자세 보정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코르셋의 착용은

복식을 통한 육체 ·정신 억압의 표 아이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그

러나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총체 이미지를 리의 상으로 삼고 있

는 패션에서 코르셋을 통한 인체의 조형성은 일부 여성들이 여 히

즐겨 찾는 방법이다[그림 11-3].

[그림 11]은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허리에 한 억압의 사례

들을 보여 다.

233) Watson, Linda (1999), Vogue: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Carlton, p. 12. 

 (2006), op. cit., p. 73에  재 .

234)  (2006),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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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Examplesofrepressiononwaistexpressedin

clothingandfashion

코르셋을 통한 허리의 억압은 고 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

성에게 모두 나타난다.크 타(Crete)에서 발견된 미노안 여신상은 코르셋

의 복식사 기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과도하게 축소된 허리의 변형을 발

견할 수 있다[그림 12-1].

힐러리 힐러(HilaireHiler)는 코르셋,하이힐과 같은 가학 인 복식은 타

이트함,딱딱함,불편함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하 다.235)1900년 코르

셋에 의해 극도로 조여진 허리는 여성의 허리를 16인치 정도까지 억압하기

도 하 다.부러질 듯 가늘게 조여진 여성의 허리로 인하여 ‘개미허리’라는

표 이 생겨나기도 하 다[그림 12-2].

235)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ew York: Anchor Dress 

pp.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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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TheFamilyDoctor』에 ‘허리가 가는 남자(malewasp-waist)’

에 한 기사가 실렸고,타이트한 코르셋으로부터 남성들은 억제할 수 없

는 성 흥분을 느 음이 분명하지만,“ 의 남성들은 남성의 코르셋 착

용에 한 ‘반 여론’의 험성을 인식해야 하며,개인 단과 공교육의

충 하에 하게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236)이

는 일반 이지는 않지만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 코르셋을 착용

하 으며 남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남성 욕구에 한

사회 규범의 억압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 다.미스터 펄(Mr.pearl)은 남

성 코르셋 착용의 명사로 알려져 있다[그림 12-3].

[그림 12]는 코르셋을 통한 허리에 한 억압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12]Examplesofrepressiononwaistbycorset

236) London Life league, "Corsetry Education Notes", No. 4, n. d. ·양숙  (1998), 『

티시 』, 경 사, p. 107-109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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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엉덩이:힙 라인

엉덩이는 주기 으로 극 인 유행의 상이 되어왔는데,하체의 풍만함

은 스커트 의 페티코트에 의해 부분 으로 지지 되었다. 기의 페티코

트는 스커트를 내뻗어 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며 층을 이루어 수평으

로 골을 이루었다. 기의 페티코트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게일(farthingale)이라는 뻣뻣한 종모양의 언더스커트(underskirt)에 의

해 체되었다.16세기 반에는 단이 확장됨에 따라 스커트의 수

평의 골을 가는 속 막 ,철사,고래 는 나무 기로 체하여 스커

트는 더욱 기하학 으로 보이게 되었다.237)

르네상스 시 의 게일은 구조상 19세기의 크리놀린과 매우 닮았다.

스커트는 거셋(gusset)을 삽입하여 주름이 거의 없이 몸을 둥 게 돌아가

게 하 고, 게일에 의해 단까지 뻗치게 되었다. 체 인 윤곽은 머

리에서 발끝까지 딱딱한 원뿔과 같았다.엄숙함에서 이러한 여성복 스타일

이 유래한 스페인의 욕 이데올로기와 반종교개 의 도덕 요성을

표 한 것이다.238)

1500년 후반에는 마름모꼴의 후 가 개발되었다. 기의 스페인의

게일과 구분하여 ‘ 치 게일(French fathingale)’이라 불린다.양

에서는 직선으로 내려오고 딱딱한 바디스의 긴 앞선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치 게일의 도입과 더불어 ‘범 롤(bum-roll)’ 는 ‘롤 게

일(rollfathingale)’이라 불리는 더 작은 크기의 체물이 개발되었다.힙

주 에 고정되어 스커트를 뻗치게 하는 받침 모양을 띠며,패 이 된 두

루마리 천으로 두 끝은 몸의 앙에서 테이 로 고정되었다.239)

237) Koda, Harold (2001), op. cit., p. 104.

238) Boucher, Francois (1987), op. cit., p. 227.  (2006), op. cit., p. 74에  재 .

239) Laver, James (2002), op. cit., p. 98.  (2006), Ibid., p. 74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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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경에는 니에(pannier)후 가 개발되었다. 니에라는 말은

랑스어로 ‘바구니(basket)’를 의미하는데 그 구조와 모습이 닮은 데서 붙

여졌다.240)

18세기 니에의 기 형태는 종 모양이었고,스커트가 넓어지면서 18세

기 반에는 거의 직각에 가까운 외곽선을 보이면서 심한 경우 150cm의

폭을 이루며 좌우 반쪽으로 나 어지면서 변형되었다.241)

속옷에서의 장식은 더 풍성해져서 19세기에 ‘상상 속의 곡선

(fictitiouscurves)’242)은 가슴과 허리의 형태뿐만 아니라 허리 아래 몸의

볼륨을 확장시킨 부드럽고 부풀려진 형태의 후 와 커다란 곡선을 만들어

냈다.1830년 부터 발 되어 온 종 모양의 스커트는 겹겹의 페티코트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부피까지 확 되었다.이는 여성의 활동에 극심한 제

약이 되었으나 당시 상류사회에서 여성의 신체활동은 숙녀답지 못한 것으

로 여겨졌고 무거운 의복은 구속 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의 상징으로 간주

되었다.243) 무겁고 커다란 페티코트는 1856년 속 틀로 된 크리놀린

(crinoline)후 에 의해 체되었다.1850년 말,‘이지 크리놀린(cage

crinoline)’ 는 ‘후 페티코트(hooppetticoat)’라는 새로운 의복 소재의

발명으로 스커트에 극 인 변화가 생겼다.244)일련의 동심원의 고리가 캔

버스 테이 에 의해 고정되어,크리놀린 후 는 가벼우며 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게 되었다[그림 13-1].

1860년 말부터 스커트는 뒤쪽의 부피가 커지고 앞쪽은 에 띄게 평평

해졌다.지배 인 실루엣은 스커트의 앞과 양 이 당겨져 뒤쪽에서 모이

240) Laver, James (2002), op. cit., p. 130.  (2006), Ibid., p. 74에  재 .

241) Koda, Harold (2001), op. cit., p. 113.

242) Martin, R. &  Koda, H. (1993), Infra-Apparel,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64.  (2006), op. cit., p. 74에  재 .

243) Fukai, Akiko et al. (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oln: 

Taschen, p.152. 

244) Ibid.,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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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양으로,시각 인 이 뒤쪽으로 옮겨가서,크리놀린 후 는 뒤쪽에

서 돌출되는 반(半)후 로 바 었다.이것은 1850년 의 스커트 볼륨이 앞

쪽에서는 몸 가까이로 당겨져서 그 부피가 모두 뒤에서 모인 것으로 버슬

(bustle)이라 불리는 속옷의 지탱으로 가능하 다.어떤 버슬은 쿠션으로

패딩 되었고,어떤 것들은 나무 기나 철사로 바구니와 같은 튜 형태를

띤다.거의 부분의 경우 천으로 덮어졌고,웨이스트 밴드에 의해 부착되

어 착용자가 앉거나 움직일 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245)스커트는 종

종 뒷부분에서 다발로 만들어져 형태를 더욱 과장하 는데,수평으로 허리

뒤에서 모아진 드 이 는 례 없이 풍성해졌다[그림 13-2].

빅토 앤 롤 (Viktor& Rolf)의 2010년 컬 션에서 모델은 거 한 스커

트를 가슴선 로 올려서 입고 있다.가슴과 허리는 모두 사라졌고 엉덩이

는 극한으로 확 되어 보인다.모델은 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으로서 어덩

이의 확 를 유희 으로 표 하고 있다[그림 13-3].

[그림 13]은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힙에 한 억압의 사례들

을 보여 다.

245) Koda, Harold (2001), op. cit.,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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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Examplesofrepressiononhipsexpressed

inclothingandfashion

6)발과 다리:하이힐,스커트 길이

① 발:하이힐

신발의 길이나 높이를 조작함으로서 신체 연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복식사를 통해 발은 극단 인 신체 변형의 이 되어왔다.신발의 형태

를 통한 수직 확장은 신발의 콧등의 모양을 포함하는 상부의 연장, 창

을 두껍게 하기,그리고 굽을 높게 하기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앞이 뾰

족한 신발은 앞이 사각인 신발보다 발의 자연스러운 형태에 한 재 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뾰족한 앞 코는 신발 디자인의 역사에서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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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이다.이 형태의 가장 과장된 발 은 14세기 말부터 16세기 후반에

이르는 고딕 시 후기에 이루어졌다.뿔랭(poulaine)이나 크라코(cracow)

라 불리는 앞이 뾰족한 이 스타일은 앞쪽이 4-5인치에 이르도록 연장되었

고 극단 인 로 연장된 발가락 부분이 착용자의 종아리나 허리에 고정되

기도 하 다.246)

신발이 극단 인 형태에 이르고 꾸 히 착용되면,발가락은 시간이 지나

면서 삼각형으로 변형된다.때로는 의학 으로 심각한 결과까지 동반하는

이러한 발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앞이 뾰족한 신발의 유행은 반복되었다.

신발의 창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신체의 수직 인 연장이 이루어졌다.상

으로 가벼운 가죽,코르크나 나무와 같은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창은

두꺼워지고 신발은 높아지게 된다. 창은 1인치 정도에서 16세기 베니스

의 쵸팽(chopine)에서는 20인치가 넘는 높이까지 들어 올려졌다.쵸팽의 높

이 때문에 여성의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럽고 불안하 다.베니스의 여성들

은 일반 으로 걸을 때 균형을 해서 수행원과 동반하 다고 한다.247)[그

림 14-1]

창을 두껍게 하고 들어 올리는 것 이상으로,신발과 몸의 계에 극

인 향을 미치는 것은 힐(heel)의 도입이다.하이힐은 착용자의 균형을 재

조정하고 발꿈치와 발가락이 몸의 무게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게 만든다.

스틸 토 힐(stilettoheel)을 신은 발과 족을 한 발의 X선 촬 은 발

무용수가 발끝으로 서는 ‘enpointe’의 자세와 비슷한 무게의 재분배를 일

으킨다.248)

1920년 에 헴 라인(hem line)이 높아지면서 하체와 발로 심이 옮겨졌

다.1930년 에는 하이힐을 통해 극단 인 아치 모양의 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하이힐과 함께 높은 랫폼의 신발도 도입되었고 2차 말경

246) Koda, Harold (2001), op. cit., p. 155.

247)  (2006), op. cit., p. 78.

248) Ibid.,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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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약간의 랫폼 창과 하이힐이 결합된 형태가 개발되었다.그 결과

훨씬 높은 힐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하이힐과 랫폼 창의 결합은

1970년 와 1980년 반,1990년 후반에 재등장했다.249)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93년 F/W 컬 션에서 모델인 나

오미 벨(NaomiCampbell)에게 높은 힐을 신게 하 다.당시 최고의 슈

퍼모델로 활동 이던 그녀도 높은 힐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 에서 넘어지

고 말았다.직업 으로 훈련되었으며 당 최고의 모델로 인정받았던 나오

미 캠벨의 넘어짐은 미를 향한 신체의 억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을 상

기시키지 못한 체 하나의 해 닝으로 잠시 주목받고 잊 졌다[그림 14-2].

남성의 경우도 신장 확 를 해서 높은 굽의 신발을 사용하 다.나폴

옹 1세는 자신의 작은 키에 한 콤 스로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20

세기 후반부터 큰 키는 남녀 모두에게 사회 이상미로 자리하고 있다.신

체 이미지를 매우 요시 하는 아이돌 스타와 남성 연 인들을 심으로

‘키 높이 신발’은 신기 시작하 고 이제 키 높이 신발은 남녀 모두에게 일

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와일드 앤 탈 트 시(Wild& LethalTrash)의 1998년 패션쇼에서 모

델은 신발의 창에 특수 제작된 랫폼을 착용하여 신장을 확 시켰다.

서커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모델은 복식을 통한 확 의 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3].

[그림 14]는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발에 한 억압의 사례들

을 보여 다.

249)  (2006), op. cit.,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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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Examplesofrepressiononfeetexpressed

inclothingandfashion

② 다리:스커트 길이

14세기 최 로 바닥에 끌리는 스커트 이후로 19세기 말까지 서양의 여성

복에서는 스커트의 길이를 통해 하체의 길이를 강조하는 복식이 주를 이루

고 있다.스커트 자체의 길이와 더불어 드 스의 뒤 상부에 부착된 긴

트 인(train)은 길이가 강조한다. 랑스 나폴 옹 1세 때의 엠 이어 라

인의 드 스는 뒷부분의 길게 늘어뜨려진 트 인을 통해 신장 확 의 를

보여 다.러시아의 카테리나 2세(EkaterinaII)의 식에서 사용된 트

인은 거의 70m에 달하여 50여명의 시종이 뒤에서 거들어야 했다.250)

250) 민  (2004), op. cit.,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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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체와 재구성

복식에서 나타나는 해체와 재구성은 자아로부터의 억압과 창조의 욕망에

한 결과이다.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 인 성 념의 해제와 재구성,

복식의 인체재 특성에 한 해체와 재구성,복식을 통해 표 되는 인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등이 있다.

1)성 념의 해체와 재구성

복식에서 뚜렷한 성성에 한 차이는 남성의 힘과 지배 인 남성성에서

기인하며,인간의 계 구분의 욕구에 의한 인간의 상징행 이다.251)복식에

서 성(性)의 차이를 없애고 평등권(equality)을 실험한 는 라톤(Plato)

이나 토머스 무어(ThomasMore;1478-1533)의『유토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252) 복식에서는 앤드로지 스(양성성)로 표 된다.앤드로지 스

룩은 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 특질을 강하게 보이고자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다.즉 ‘남성다

운 여성스러움(feminityofthemasculine)'으로 남성복에서 빌려온 턱시도

수트,넥타이,와이셔츠,바지 남성용 사이즈의 코트, 국의 신사복(Savile

Row style)등의 차림새를 지칭한다.253)

그리스·로마 시 에는 정신 인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 기 때문에 복

식에 있어서도 인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조보다는 인체의 조화 비례

에 주안 을 두고 직사각형의 천을 그 로 둘러 입는 드 이퍼리(drapery)

251) Ibid., p. 120.

252) Ibid., p. 122.

253) Ibid.,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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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착용되었다.남녀가 모두 같은 형식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복식에서

성 특징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254) 랑스 명 시기에는 여성 명과 성

의 평등을 해 여성이 남성 의복을 착용하 다.

19세기 후반 여성해방의 이념과 함께 여성은 남성의 테일러 재킷과 바지

를 착용하기 시작하 다.제 1차 세계 후 1920년 의 여성들은 여자다

움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선이 드러나지 않는 스트 이트 박스

(straightbox)실루엣에 짧은 머리를 선호하 다.남성 요소가 가미된

단순하고 실용 인 스타일을 말 량이 아가씨 스타일,즉 래퍼 스타일

(flapperstyle)혹은 보이시(boyish)스타일이라고 하 다.255)

1933년 스키아 리는 어깨를 넓게 강조한 재킷과 스커트로 된 투피스

를 발표하 다.여성의 테이러드 수트는 백화 의 맞춤코 에서 만들어 입

었고 직업 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테일러드 수트를 거의 유니폼처럼 입었

다.테일러드 칼라(Tailoredcollar)의 수트(suit)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속에

받쳐 입는 블라우스와 함께 여성정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검은색 수트에

흰색 실크블라우스,진주장식의 흰 장갑,시크 해트(chichat)의 옷차림은

그 당시 문직 여성들이 활동하면서 완 히 벗어날 수 없었던 열등감이나

불안정한 느낌을 씻어내는 심리 인 효과를 주었다.256)1930년 남장을

한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Dietrich)는 여성의 남성복 차용을 통해 시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부가된 사회 지 와 역할로서 복식에 표 된 통

인 성의 해체의 사례를 보여 다.

1960년 는 청소년 문화의 명기로서 음의 강조로 단순하고 활동 인

스타일이 유행하 다.여성은 남성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인 머스큘린

(masculine)룩을 착용하거나 진과 티셔츠 등을 입음으로써 성 평등을 주

장하는 유니섹스 모드(unisexmode)가 지배 이었다.257)여성의 남성복 차

254) Ibid., p. 112.

255) 민 · 숙  (2010), op. cit.,  p. 410.

256) Ibid.,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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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유니섹스 모드의 유행은 복식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성이라는 사회

억압의 해체와 재구성을 의미한다.

복식을 통한 남녀의 평등과 성 특성의 억제는 종교 복식에서 두드러

진다.신부나 수녀의 의례 인 복식은 남성 혹은 여성 이미지에서 벗

어난 성 인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신성불가침의 분 기를 자아내거나

생식능력의 포기를 상징한다.복식에서 성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속세에

서 벗어난 성의 부재를 은유하고 있다.258) 성 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 하는 복식은 사회 성으로서 남성성을 강조하고 함으로써 생물학

성을 근간으로 한 남성 심의 사회 억압에 한 거부나 해방을 표 하기

도 한다.

통 으로 이성복식의 차용은 남성복식에 한 여성의 차용이 주를 이

루었다.그러나 패션에서는 남성이 여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

써 여성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여성복에서 빌려온 스커트(타탄 스커트

가 아닌)나 다채로운 색과 문양,메이크업과 머리장식 등으로 이다.

몸·복식을 통한 여성의 억압이 가져온 스타일의 창조 변화를 이제 남

성들이 주체화의 양식으로 수용하고 있다.남성복에 나타난 앤드로지 스

룩의 특징은 부드러움과 화려함으로 성의 상품화를 표 한다.

팝스타 보이 조지(BoyGeorge)는 화려한 무 의상과 여성 인 외모와

옷차림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그는 자신의 성 취향을 패션을 통해

극 으로 표 하 다.출생과 함께 주어진 생물학 성으로부터 오는 모

든 사회 기 에 한 도 과 주체성의 표 으로 받아들여졌다[그림

15-1].

갈리아노(JohnGalliano)의 2009년 F/W 남성복 컬 션에서 모델은 상체

를 드러내고 여성용으로 보이는 붉은색 카터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실크

257) 민  (2004), op. cit., pp. 104-105.

258) Ibid.,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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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 된 붉은색 트 치코트는 신문 기사와 같은 타이포그라피

(typography)로 처리되어 한 장의 고 단지를 연상시킨다. 통 으로

남성들이 여성의 속옷에 해 가지는 페티시즘의 요소를 남성 복식에 용

하고 있다.붉은색 카터 벨트를 착용한 남성모델은 패션을 통해 표 되어

온 모든 생물학 성에 한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인다.갈

리아노의 모델은 패션을 통해 표 되어 온 남성성을 해체하고 있으며 남성

의 상품화로 이해되고 있다[그림 15-2].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2011년 F/W 남성복 컬 션에서 모

델에게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짙은 립스틱을 하게 하 다.패션쇼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남성 모델의 모습이며 늘어지는 카디건 한 남성 아이템으

로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하지만 웨스트우드의 모델은 남성성과 여성성

이 묘하게 조화된 패션의 완벽한 앤드로지 스 룩으로서 시 이

상미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표 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5-3].

패션에 표 된 성의 해체와 재구성은 과거 복식을 통해 표 되어

온 남성성과 여성성의 념에 한 해체로써 복식을 통해 사회 성을 규

정짓는 모든 억압에 한 거부이다.그러나 디자이 의 이상을 표 하는

모델에게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 하게 재구성된 이미지를 달해야 하는

상황은 다른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가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디자이 에 의해서 해체되고 재구성된 이미지는

찰자에게 하나의 새로운 이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창조의 욕망을 표 하

는 디자이 의 이상은 몸·복식을 통해 구 되는 과정에서 모델과 찰자에

게 새로운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림 15]는 남성 패션에 표 된 성 념의 해체와 재구성 사례들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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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Examplesofdeconstructionandreconstructionofgender

expressedinmen’sfashion

2)복식의 인체재 특성에 한 해체와 재구성

복식에서 인체를 사실 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학 이고 합리

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신체의 입체 인 구조를 고려

한 재단법의 발 을 이룩하 다.복식에서 몸의 재 은 신체의 물리 ·사

회 기능의 재 뿐만 아니라 이상 인 신체의 모습과 구조에 한 시각

인 유사성을 추구했다.서구의 통 인 몸에 한 시각은 해부학이 등장

한 이후 수직 인 축을 심으로 좌우가 칭 인 한 비례의 고 인

미에 근거한 인체를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네크라인에서 헴

라인(hem line)까지 좌우 칭을 이루는 복식을 추구해 왔다. 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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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움직임,해부학 구조를 의식하여 신체 각 부 의 분 성을 고려한 재

단법은 개별 신체의 결함을 보완시키며 신체를 재 할 수 있었다.시각

유사성에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의 재 사례는 20세기 모더니즘 시 의

테일러드 수트이다.테일러드 수트는 이성에 기 하여 몸의 합리성과 효율

성을 지향하는 객 성의 논리로서 모더니즘 사고에 완 히 부합되는 형태

이다.259)

복식의 인체 사실성 재 에 한 해체와 재구성은 이성 사고를 기반으

로 진행되어 온 몸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객 성의 논리에 한

해체와 재구성으로 창조 성격을 지닌다.해체와 재구성은 욕망을 생산하

면서 동시에 욕망하는 기계로서 몸에 한 억압을 상징 으로 보여주고

자기 괴 속에 새로운 생성이라는 정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1980년 리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일본 디자이 이 카와구

보(Reikawakubo)와 요지 야마모토(YohjiYamamoto)에 의해서 1990년

벨기에 디자이 앤 드뮐 미스터(AnnDemeulemeester)와 마틴 마르지엘

라(MartinMargiela)는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복식을 통한 억압을 거부한

실험 디자이 이다.260)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매우 좁은 진동

(armhole)에 아주 넓은 소매를 다는 등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함께 연출하

여 인체의 편화를 강조했다.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유행이 지

난 옷을 재활용하여 자르고 뒤집고 재 선과 지퍼가 겉으로 드러나게 했

다.그는 재단 기술의 기원과 그 인 성을 드러내고 재단의 정신,아니 재

단 정신의 결여를 보여 다.이것은 몸의 기 이 드러남과 미용성형 등을

통해 해체되고 재구성 되어지는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97년

로테르담 시회에서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옷에 박테리아를 발

라 옷이 아주 빨리 손상되는 것을 연출하 다.창조와 부패의 자연주기를

259) · 민  (2006), op. cit., pp. 129-130.

260) Buxbaum, Gerda (ed), 숙  역 (2009), 『20  아 콘』, 울: 미술 ,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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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구매하고 버리는 소비자들의 주기와 비교261)함으로써 소비문화로부

터의 억압에 해서 생각하게 한다.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1998

년 S/S컬 션에서 색다른 형태의 재킷을 선보 는데 이 재킷의 암홀은

앞쪽으로 옮겨져 있으며 제가 끝난 다음 다림질 되었다.262)잘 못 만들

어진 듯 이 보이는 이 재킷을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몸에 맞는

재킷’으라고 이름 붙 다.복식의 인체 사실성 재 에 한 허상에 한 고

발로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며 발 해 온 테일러드 재킷의 인체공학

억압을 보여주는 가 되고 있다[그림 16-1].1980년 이후 패션계에

서 해체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마르지엘라는 인체의 비례와 미의 기 에

한 개념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일반성의 억압을 거부하고 있다.

카와구보(Reikawakubo)는 2010년 F/W 컬 션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연

속된 패딩을 이용하여 복식의 인체재 특성을 해체한 의상을 발표했다.

마치 장기가 부풀어 올라 뒤 엉킨 듯 보이는 이 옷은 량생산 체재의 효

율성을 고려한 복식의 구조를 완 히 해체시키고 있다[그림 16-2].

카와구보(Reikawakubo)는 2012년 S/S컬 션에서 이 와 재킷이 하

나로 결합된 형태의 의상을 선보 다.복식 구조에 한 기존의 념을 해

체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창조하 고 착용자의 의도

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착용방법에 따라 다른 스타일

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카와구보(Reikawakubo)는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창조 디자인을 제시하는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된다

[그림 16-3].

[그림 16]은 패션에서 의복의 구조를 통한 인체재 특성의 해체와

재구성 사례들을 보여 다.

261) Ibid., pp. 276-279. 

262) FuKai, Akiko & Iwagami, Miki (2005),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Volume II: 20th Century, Tasche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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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Examplesofdeconstructionandreconstructionofthe

reproductionofthebodyseenfrom thepointofclothingstructurein

fashion

3)복식을 통한 인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복식은 남들이 쳐다보는 제 2의 몸으로 자아를 몸으로부터 찾는 사람들

은 복식을 자기표 의 요한 매체로 생각한다.몸의 일차 모형은 인

인 이차 모형을 한 최 의 조형성을 의미한다.복식은 일차 인 몸

의 형태 에 변화하는 볼륨을 통해 개된다.이차 모형의 형태는 착용

자에게 사회 이고 동시에 개인 인 메시지를 조직화 한다.263)복식을 통

263)  (2007), “탈신체  에 한  고찰 -몸과 리  고  공간   

심 -”, 『복식』, 57(4),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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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은 몸의 이차 모형인 복식이 몸의 신체

특징과 무 하게 복식 그 자체의 표 특징으로 내재한 일차 모형

으로서의 몸을 시각 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복식을 통한 인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은 소비사회에서 의학자본과 미용 산업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상품화된 몸의 억압이 복식을 통해 표 된 것이다.복식을 통한 인

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디자이

의 숙명 억압에 한 창조 몸부림이다.

정기성(kisungJeong)은 2010년 ‘BodyMutation’컬 션에서 하체는 존

재하지 않으며 허리를 심으로 두 개의 상체가 연결된 기형 인체를 가

정하여 옷을 제작하 다.제작된 옷은 환경오염과 유 자 변형이 가져올

수 있는 험성을 디자이 의 창조 시각을 통해 표 하고 있다[그림

17-1].

안드 아 클로사(AndreaAyalaclosa)는 2007년 컬 션에서 일반 인 두

상의 자리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치시켜 인간의 두상을 신하고 있다.

디자이 의 생각이 패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창작품을 통해 자신을 평가해

달라는 디자이 의 외침과도 같아 보인다.그러나 얼굴이 가려진 모델은

디자이 의 이상을 표 하기 해 억압받고 있으며 찰자는 얼굴 없이 걸

어 다니는 모델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그

림 17-2].

꼼므 데 가르송(CommedesGarçong)의 2011년 S/S컬 션에서 두 모

델은 완 한 독립체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머리카락이나 재킷의 등

,스커트 부 의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죽으로 제작된 재킷의 등

과 몸통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견고하게 연결되어 두 사람의 완 한

분리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머리 부분의 연결 상태는 두 사람의 신경조

직이 연결되어 있음을 표 한 것으로 생각의 공유를 나타낸다.오간자로

연결된 스커트부분은 비치는 소재의 특성을 통해 형이하학 행동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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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을 나타낸다.주목할 것은 한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 하고자

할 때 다른 한사람의 동의나 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합의된 하

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도 한사람의 걸음걸이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서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한사람이 육체와 정신의 온 한 결합체로서

몸을 표 하고 다른 한사람이 사회 존재로서의 몸을 완성하는 복식을 상

징한다면 둘의 계는 상호 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연 성을 가진다.

패션에서 몸·복식은 개별 실체로 존재하지만 상호불가분의 계로

서 서로를 억압하고 동시에 서로를 창조하는 것이다[그림 17-3].

[그림 17]은 패션에 표 된 인체 이미지의 해체와 재구성 사례를

보여 다.

[그림 17]Examplesofdeconstructionandreconstructionofthe

universalbodyimageexpressedin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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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표 된 해체와 재구성은 성,복식,인체의 이미지에 한

통 념으로부터 오는 일상성의 억압에 한 거부로 악된다.이것은

일상 념이 억압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패션에 표 된 해체와 재구성은 디자이 의 이상과 창조의

욕망에 한 추구로 악되지만 이러한 일상 념에 한 거부는 착용자

에게 다른 육체 ·정신 억압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찰자에게 새로운

이상의 거로써 억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3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에 한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억압은 욕망의 다른 표 으로 악된다.억압은 생존방

식이며 지배방식이다. 로이트가 언 하 듯이 인간은 인생의 목 인 행

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 으로는 쾌감의 획득하고 소극 으로는 불쾌

감을 회피하고자 한다.264)이러한 노력은 억압에 한 수용의 심리학 근

거로써 만족감을 기 했던 본능 충동과 욕구의 실행이 가져올 수 있는

뜻밖의 불쾌감을 피하기 한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작용한다.생존방식으

로서 억압은 지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자로 규정되지 못

한 일체의 형태를 소멸시키며 억압을 확립한다.지배방식으로서 억압은 사

회조직의 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특권이 권력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있어

서 구속물이 될 때가지 형태를 변화시키며 억압을 지속 으로 강화시킨다.

265)

264) 강  (1999), op. cit., p. 88.

265) · 민 (2011), “ 과 코 에  몸  억압에 한 미 해 ”, 『복식』, 61(7),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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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의 역사는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한 집착이

역사 으로 개된 과정이다.몸·복식에서 억압은 인체의 자연 발달이나

활동에 한 규제,혹은 인체 그 자체에 일시 이거나 구 으로 변형을

가하는 인체 변형(bodymodification)과 이를 표 하는 복식활동을 말한다.

몸을 통한 억압의 유형에는 일시 인 것과 구 인 것이 있고 복식을 통

한 억압의 유형에는 축소와 확 ,노출과 은폐,해체와 재구성 등이 있다.

과거 복식에서 고 에는 몸을 통한 억압이 많았으나 세와 근세를 거치

는 동안 복식 소재,재단, 제 기술의 발 과 함께 복식을 통한 억압이 주

를 이루게 되었다. 패션에서는 소비사회의 특성을 반 하듯 빠르게

변화하는 트 드의 수용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다이어트,헬스,성형수술 등

을 포함하여 몸·복식을 통한 총체 리로써 자아 로젝트가 새로운 억

압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복식에서 고 에는 기후,지리 환경,인체에 한 미의식으로 인

한 노출과 은폐가 주를 이루었다. 세와 근세 복식에서는 종교와 정치권

력을 심으로 형성된 인체에 한 미의식에 의해 노출과 은폐,확 와 축

소가 모두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창조의 욕망으로써 성(性),복식,인

체 이미지 등에 한 통 념의 거부로 몸·복식에서 해체와 재구성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세나 근세의 과거 복식에 비해 남성 패션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은 과거 복식에서 몸·복식의 조형성과 장식 특성이 남성 심

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본능·권력의 욕망으로 여성을 억압해 왔기 때문

이다. 패션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의 욕망은 남녀의

성 차이를 넘어선 인간의 고유한 욕망으로 몸·복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면 [도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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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유형과 사례

시

몸 복식 미

가

치
일시 구

노출과

은폐
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

과

거

복

식

고

나

르

시

시

즘

·

페

티

시

즘

·

에

스

테

티

시

즘

세

·

근

세

패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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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본 장에서는 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몸·

복식에 표 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를 욕망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제 1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서는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한 사례를 심으로 디자이

(생산자),착용자(소비자), 찰자의 측면에서 창작의도,미 향수와 조

의 태도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제 2 에 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미 가치에 한 종합 논의에서는 지배양식으로서 억압과 욕망에

한 순응 · 항 태도를 심으로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몸·

복식의 변화와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를 비교 고

찰함으로서 미래 패션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1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해석과 평가는 억압과 욕망에

한 순응 · 항 태도,몸·복식의 변형을 래하는 행 의 내 의도,결

과로서 표 된 상에 한 개인 ·사회 수용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몸·

복식에 표 된 미 가치에는 미 상을 통해 악되는 조형미,내 ·정신

가치와 미 상을 벗어난 내 ·정신 가치의 효과가 있다.몸·복

식의 미 가치는 순수한 술품과는 달리 사회구성들의 보편 수용으로

인해 직 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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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서는 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억압

에 한 미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에 한 사례를

디자이 (생산자),착용자(소비자), 찰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억압에 한 본능의 욕망으로서 자 심을 통해 외부의 자

극이나 변화(억압)에 해 무 심·거부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나며 심리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항상성에 기여한다.나르시시즘에서 억압이란

자아이상에 존재하는 과 평가와 왜곡,나르시시즘을 움직이는 자 심에

다른 이들로부터 찬사를 얻고 싶어 하는 지나친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나르시시즘을 이상 자기 이미지에 한 사랑이나 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때,내면세계의 환상 상과 자아이상이 창조의 욕망으로서 억

압의 근원으로 작용한다.자아이상의 형성과 변화는 자아의 욕구를 높이고

억압을 조건지우는 자아(super-ego)를 통해 나르시시즘의 지속성을 보장

한다.나르시시즘의 발 단계를 심으로 거울 이 단계를 표 하는 자기

애,이상 이 단계를 표 하는 상애, 사회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

는 퇴행 나르시시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자기애

거울 이 단계266)에서 나타나는 자기애(自己愛)는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

266) 다  사람에게 보  해  신  과시하는 주체   단계, 라캉  거울 단계에  “누

가 라보는 재,  나는 그림 다.” 라는 말  약  통  신체상  상  미지

 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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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쏠려 있는 심리 상태이다.자기애란 자아에 한 충만한 사랑이 지속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애 나르시시즘의 발 을 해서는 자신의

육체 ·정신 상태나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일된 신체상을 유지해야

만 한다.자기애는 자아의 실에 한 만족감의 표 이며 외부의 자극이

나 변화에 한 무 심이나 거부의 행동특성을 갖는다.

크리스티안 디올(ChristianDior)의 1998년 S/S컬 션의 고에서 모델

은 어깨와 팔을 노출하고 있고 이스로 처리된 가슴부분은 노출과 은폐의

이 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화려한 디테일의 넥 피스(neckpiece)는 미얀

마 고산지역 카 (Karen)여인의 기린 목을 연상시킨다.부드러우면서도 자

심으로 가득 찬 여성의 모습을 잘 표 하고 있다.모델은 성인이 되었으

나 소녀와 같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화려한 장신

구에 비해 최소한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사회 지 와 리된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다.자기애 나르시시즘을 표 하고 있는 모델은 찰자를 향해

하나의 미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모델의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총체

이미지는 성 ·물 페티시즘,이상미로서 에스테티시즘을 불러일으킨

다[그림 18-1].

정기성(KisungJeong)의 2001년 S/S컬 션에서 모델은 섬세한 손동작

과 시선 처리로 우아함을 자아내고 찰자로 하여 모델의 내면에 한

심을 고조시킨다.항상 잘 가꾸어진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리하도록

만드는 ‘여성성’의 념은 사회 억압으로 작용한다.거울을 통해 잘 갖추

어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모델은 몸·복식의 일체성을 통해 자아

를 인식하는 거울 이 단계의 나르시시즘을 잘 표 하고 있다[그림 18-2].

골티에(JeanpaulGaultier)의 2006년 F/W 컬 션에서 모델은 소피스티

이트(sophisticate)한 색상의 로맨틱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

다.무 심 혹은 다소 비 인 시선 처리를 통해 자아에 한 확신,타인

과의 차별성을 표 하고 있다.여성이 착용한 의상과 손에 들고 있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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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상이 가지는 유사성은 자아이상이 어린 시 에 고착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모델은 환경 변화나 외부의 억압에 해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애

나르시시즘을 표 하고 있다[그림 18-3].

[그림 18]은 자기애를 표 하는 나르시시즘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18]Examplesofnarcissism expressesself-love

2) 상애

이상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애( 象愛)는 리비도가 자기 자신으로

부터 떠나 외부의 상을 향해있는 심리 상태이다. 상애는 리비도의

상으로 작용하는 타자의 육체나 정신 특징을 자아의 것으로 믿는 동일

시를 통해 나타나지만 성 ·물 특성의 소유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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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시즘과는 구별된다. 상애는 삶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의 이상

가치를 직 으로 악할 수 있게 하고 동일시 상의 체 과 유지를

해 삶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미 가치를 지닌다.

갈리아노(JohnGalliano)의 2007년 S/S컬 션에서 모델은 기본 인 언

더웨어를 제외하고 신체의 부분을 노출하고 있다.모델은 자신의 육체성

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공격 시선 처리를 통해 자신의 강한 의지

를 표명한다.모델은 강인한 육체성의 노출을 통해 디자이 의 이상 이를

통한 상애를 표 하고 있다.최소한의 복식 착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육체성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자장치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디자이 는 강인한 육체성을 이상화의 상으로 삼고 있지만 심장박동

을 컨트롤하는 과학기술을 담보로 하고 있다.모델로부터 자장치를 제거

한다면 아마도 모델은 더 이상 강인한 육체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디

자이 는 이상 이로서 건강한 육체와 화려한 속옷에 한 열망은 과학기

술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모델의 속옷이 비비드(vivid)한 색

상과 그래픽으로 처리된 것은 자신을 꾸미기 시작한 남성의 변화가 내면의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한다.디자이 의 창조의 욕망을 표 하고 있

는 모델은 찰자에게 동일한 상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디자이 의 이

름으로 처리된 밴드부분의 랜드 로고는 물 페티시즘을 자극하기도 한

다[그림 19-1].

갈리아노(JohnGalliano)는 2009년 F/W 컬 션에서 모델을 상반신은 인

간이며 하반신은 동물인 신화 존재로 표 하 다.모델의 팔과 다리를

포함하여 상반신 체는 흰색으로 채색시켰다.머리에는 화려한 장식의 투

구를 쓰게 하여 사회 역할이나 개인 이상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디

자이 는 강인한 동물 육체와 이성 존재로서 사회 지 를 소유한 신

화 존재의 남성상을 통해 자신의 미 이상을 구 시키고 있다.이것은

삶의 추구가치를 이성과 본능의 조화,신과 인간이 공존했던 신화 세계



- 126 -

에서 찾고자 하는 창조의 욕망이 표 된 것이다.모델을 통해 구 된 이미

지는 디자이 의 이상 이 단계로서 상애 나르시시즘을 표 하고 있다.

[그림 19-2].

골티에(JeanpaulGaultier)의 2009년 S/S컬 션에서 모델의 긴 머리카

락은 물 흐르듯 자유분방하게 보인다.잘 차려입은 상의의 단추를 풀어 놓

은 모델은 셔츠 속으로 펜던트 목걸이가 보이며 검정색의 넥타이는 뒤 목

선을 따라 셔츠 밖으로 나와 어깨에 걸쳐 있다. 리츠로 풍성해 보이는

짧은 바지에 손을 깊이 넣은 모습은 당당함과 여유로움으로 몸·복식을 통

해 표 되는 자아에 한 자 심으로 이상 이의 나르시시즘을 표 하고

있다.그러나 소비사회에서 모델을 통해 제시되는 디자이 의 이상은

객의 물 페티시즘을 자극하기 한 것일 뿐이다[그림 19-3].

[그림 19] 상애를 표 하는 나르시시즘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19]Examplesofnarcissism expressesobjec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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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행 나르시시즘

퇴행 나르시시즘은 지속 인 억압에 한 거부로서 자아의 원천성에

한 회귀를 통해 자 심을 추구하는 심리 상태이다.퇴행 이란 사

회의 여러 경향들이 개인의 자기이상을 하는 도덕 념이나 집단에

한 귀속을 기피하며 축소 지향 피난처를 찾는 경향을 의미한다.

갈리아노(JohnGalliano)의 2009년 S/S컬 션에서 모델은 아직 성장기

에 있는 소년과 같이 보인다.상의를 탈의 하고 있는 모델의 머리는 붉은

색으로 표 되었고 가슴에는 피어싱(piercing)을 하 다.목에는 스카 를

두르고 꽃으로 장식하고 손목에는 은색 팔지를 하 고 다른 한 손에는 흰

색의 다소 큰 여성용 가방을 들고 있다.슬리퍼를 신고 바닥을 보며 지친

듯 걷는 모습은 피난처를 찾고 있는 듯하다.드러낸 가슴에서 분명 남성임

을 알 수 있지만 체 으로 연출된 이미지는 여성성이 강조되어 있다.

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내면 자아로서의 여성성을 표 하는 디자이

의 퇴행 나르시시즘으로 악하 다[그림 20-1].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2012년 S/S컬 션에서 모델은 몽환

이미지로 나르시시즘을 표 하고 있다.헤어스타일과 머리장식,걷어 올

린 스커트 자락과 포즈는 복잡한 내면의 심리상태를 직설 으로 보여주며

스스로 만족하는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다.술집이나 클럽을 연상시키는

무 배경과 어깨,팔,다리를 노출한 모델의 포즈는 다소 퇴폐 으로 성

페티시즘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모델은 주 의 시선에 한 무 심을 표

하고 있다[그림 20-2].

니엘 피 (NielsPeeraer)는 2012년 컬 션에서 남성 모델에게 샤넬 수트

(suit)를 연상시키는 상하의가 결합되어 올인원을 입혔다. 랫폼으로 이루

어진 일본풍의 나막신을 신고 있는 모습은 불안감을 유발시킨다.손에 들

고 있는 나뭇가지 형상의 장식은 자연(원천성)으로 회귀에 한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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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디자이 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미 이상으로 자리한 샤넬 수트와

일본의 나막신을 착용한 모델을 자신의 리표상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불

안한 듯 보이며 여성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델은 자아의 원천성에 한 회

복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디자이 의 삶에 한 태도를 표

하고 있다[그림 20-3].

[그림 20]은 퇴행 나르시시즘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20]Examplesofregressivenarciss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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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티시즘

페티시즘은 억압에 한 권력의 욕망으로서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

일의 다양화·고 화에 기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페티시

즘에서 억압이란 몸·복식을 상으로 악되는 특정한 성 이미지나 상품

에 한 물신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페티시즘을 일으키는 향락의 추구의 상을 심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성 본능을 표 하는 성 페티시즘과 상품에 한 물신 추구로 나타나

는 물 페티시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성 페티시즘

성 페티시즘은 상물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성 욕구에 한 체

만족을 구하는 심리 상태이다.억압에 의해 발생한 성 욕구를 페티

시 상물로 방향 , 상 시킴으로써 억압에 의한 욕구를 극복할 수

있다.성 페티시즘의 상물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 특성을 구체화시킨

다.본디지 패션(bondage-fashion),타이트 이싱(tight-lacing),인체의 특

징을 연상시키는 소재,직업 특성을 반 하는 유니폼 등이 개인이나 집

단의 성 취향으로서 페티시의 상물로 작용한다.

뮈 러(ThierryMugler)의 페티시 코르셋에서 모델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직 드러내고 있다.비치는 소재의 특성은 노출과 은폐의 이 성으로 성

환상을 자극한다.등에는 척추를 연상시키는 타이트 이싱으로 되어

있다.코르셋의 착장과 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용자의 의존성은 코르셋

을 조이게 되는 조력자의 지배,즉 권력의 욕망을 자극시킨다.가죽과

PVC로 제작된 팬티와 가터벨트는 페티시즘을 불러일으키는 표 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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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아이템이다.모델이 손에 들고 있는 모피는 체모를 연상시켜 성 환상

을 자극시킨다.페티시 복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정색은 자연 으로

부여된 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리상

태를 반 한다고 하 다[그림 21-1].267)

코르셋의 열 자로 유명한 무사 (FakirMusafar)는 코르셋에 의한 신체

훈련(bodytraining)에 응하게 되면 코르셋은 성 인 경험을 강화시켜

다고 하 다.268)코르셋을 착용한다는 것은 타인에 한 의존성을 표 함

과 동시에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타이트 이싱이 가지는 구속감은

규율(rules)로서 사회 억압을 상징한다.

골티에(JeanPaulGaulter)는 1991년 F/W 컬 션에서 모델은 과 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은폐되어 시켰다. 착된 바디 수트는 인체의 라인을

그 로 노출시켜 은폐된 육체에 한 심을 고조시킨다.은폐된 여성은

자신의 익명성에 한 보장으로 욕구의 표출에 한 자유를 리게 된다.

[그림 21-2].캣 수트(cat-suit),하녀,간호사,학생의 제복(uniform)은 성

페티시즘을 일으키기는 형(stereotype)의 복식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성

페티시즘은 권력 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응구도를 월한다.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1994년 컬 션에서 모델은 인조모피

로 만들어진 팬티를 입고 있다. 로이트는 모피가 여성의 음모를 연상시

키는 소재라고 하 다.언더웨어는 오랫동안 비 스럽고 성 인 옷으로 인

식되어져 왔으며 여성의 언더웨어 자체가 하나의 ‘에로틱한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다.언더웨어 패션은 공식 인 행 와 사 인 행 를 분명하게 구

별해야만 했던 통 인 기를 깨드렸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269)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모델의 하체를 노출시키고 음부를 인

조모피로 은폐시킴으로써 강한 성 페티시즘을 유발시키고 있다.모델은

267) ·양숙  (1998), op. cit., p. 207.

268) Ibid., p. 118.

269) Ib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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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성의 상품화에 한 유희 으로 태도를 표 하

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은 성 페티시즘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21]Examplesofsexualfetishism

2)물 페티시즘

물 페티시즘은 권력의 욕망으로서 소유와 지배에 한 환상을 추구하

는 심리 상태이다.물 페티시즘은 특정한 상물이 지니는 물질 가

치가 보다는 사회 의미를 추구한다.소비사회에서 상품은 지속 으로 소

비를 유도하기 하여 미 신을 통해 물신 성격(fetishcharacter)을 기

호화하며 가상 이미지를 통해 강제 집착상태를 유도함으로서 억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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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뮈 러(ThierryMugler)는 『페티시 타지』에서 재화(달러($))를 직

인 모티 로 사용하여 소비사회에서의 권력의 욕망을 표 하 다.

재킷과 스커트를 비롯한 의상,안경과 손에 들고 있는 가방까지도 자본에

한 추구를 직 으로 표방한다.은행 고를 연상시키는 가방에 새겨진

디자이 의 이름은 상품에 가상 이미지를 부여하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를 통일시킨다.‘상징 물신 스타일(symbol-fetishstyle)’로서 기호화된

패션의 물 페티시즘의 특성을 직 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22-1].

랄 로 (RalphLauren)의 폴로 스포츠 고에서 모델은 고 건강한

육체에 한 환상이 페티시 상물로 물화된 남성미를 표 하고 있다.T-

셔츠 면에 내세운 랜드의 로고는 디자이 의 명성을 통해 상품의 사용

가치에 가상 환상을 덧입 교환가치를 기호화하 다. 패션에서 건

강한 신체를 표 하는 아슬 티즘(athletism)과 교환가치를 상승시키는

랜드 정책은 몸·복식을 통해 권력의 욕망을 표 하고 물 페티시즘을 유

발시킨다[그림 22-2].

빅토 앤 롤 (Viktor& Rolf)는 2010년 S/S컬 션에서 국 엘리자베스

1세의 복식을 연상시키며 부와 권 를 표 하는 의상을 발표했다.

과도한 실루엣의 드 스는 디자이 의 미 이상으로서 창조의 욕망을 표

한다.모델은 자기 존재의 확신에 찬 모습이며 모든 것을 소유한 완 체로

서의 나르시시즘을 표출시킨다.화려한 패션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상

시키는 모델은 패션의 가상 이미지를 통해 객에게 물 페티시즘을 유

발하고 있다[그림 22-3].

[그림 22]는 물 페티시즘의 사례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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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Examplesofmaterialisticfetishism

3.에스테티시즘

에스테티시즘은 억압에 한 창조의 욕망으로서 미 이상의 추구를 통해

표 되며 억압에 한 수용태도와 이상추구의 방향성을 통해 미 가치를

구체화시킨다.에스테티시즘은 시 정신과 개인의 미 이상으로서 시 ,

이상미로 표출된다.시 이상미는 몸·복식의 변화에 방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상미는 시 이상미에 한 차별성으로 개

인의 미 이상에 한 가치평가의 지표가 된다.에스테티시즘은 몸·복식의

창조 변화에 지속성을 제공한다.

시공간의 특수성이 보편 양식으로 표 되는 시 이상미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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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개별 스타일로 표 되는 이상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시 이상미

시 이상미란 지성이나 감정의 최고 형태로 실 가능한 미

이상이 시 특수성을 통하여 동시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나타난다.

시 이상미에 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복식의 변화를 안정 으로 이끌어 내었다.서양복식사는 시 별 보편양식

으로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역사 기록이다.시 이상미는 소비

자의 페티시즘 추구로 안정화된다.

고 이집트 시 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 고 인체를 과장하거나 은

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 하 다. 표 인 복식으로는 로인 클로스

(loincloth),시스 드 스,칼라시리스(kalasiris)등이 있다.270)사후세계에

한 강한 믿음으로 혼불멸의 원성을 추구하 다.

그리스·로마 시 에는 이데아의 반 으로 완벽한 조화·비례를 이룬 인체

를 재 하고자 하 다.자연의 법칙을 조화의 원동력으로 보았고 인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하는 자연주의(naturalism)를 복식에 도입하

다.직사각형의 옷감을 재단이나 재를 하지 않은 채 드 이 형의 복

식을 착용하 다.키톤(chiton),히마치온(himation),토가(toga)등이 그

이다.271)자연의 질서를 표방하는 복식미의 자연성을 추구하 다.

세비잔틴 시 에는 종교 력 앞에 구체 이고 개별 인 인체는 무

시되었다.인체에 한 추상 이며 평면 인 인식은 기독교인들이 입었던

270) 민  (2004) op. cit., p. 60 참 .

271) Ibid., pp.60-61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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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티카(dalmatica)나 튜닉(tunic)등 구조 인 선이 없는 평면 인 복식에

서도 그 로 용되어 나타난다.272)형식이나 외형보다는 내용이나 본질을

추구하여 상징성을 추구하 다.

고딕 시 에는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의 공존으로 인해 인체의

미의식인 자연성,세속성,고결성,죄악성이 자연스럽게 복식을 통하여 표

되었다.인체를 은폐하는 특징을 지니지만 재단과 제기술의 발달로 복

식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딕 기 여성의 블리오(bliaud)는 인체에

한 자연주의(naturalism)의 이며 고딕 후기의 에냉(hennin)과 풀 느

(poulaine)는 세의 종교 이념인 숭고미를 반 한 것이다.273)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체를 혼보다 강한 것이며, 능 인 것이 창조

인 것이라고 생각하 다.그리스의 향을 받은 인체의 이상화와 세 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용의 미가 지배 이었다.복식의 상·하가 분

리되어 재단되기 시작한 만큼 인체미를 실 으로 인식하 고 복식을 통

하여 과장되었다.274)코르피 (corps-piqué)나 스토머커(stomacher)등 몸

통을 졸라매는 코르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한 게일(farthingale)등

이 이다.남자들은 패드와 주름을 사용하여 체형을 과도하게 부풀림으로

써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체의 선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275)인체의

이상화와 세화에 한 조화의 미로서 과장성을 추구하 다.

바로크 시 에는 능 인 인체의 이미지가 더욱 세련되게 무르익었고

방탕하고 괴 인 향락주의는 인체를 매우 극 이고 비 칭 으로 표 하

다.276)코르셋을 이용하여 인체에 압박과 고통을 가했으며 바로크 시

말기인 1680년경에는 버슬(bustle)양식이 등장하 다. 능미와 향락주의

272) Ibid., p. 62 참 .

273) 민 · 숙  (2010), op. cit., pp. 171-173 참 .

274) 민  (2004), op. cit., 71.

275) 숙 (2003), op. cit., pp. 162-166.

276) 민  (2004), op. ci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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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감성의 척도로서 극한성을 추구하 다.

로코코 시 에는 지극히 사치스럽고 귀족 취미의 능을 추구하여 선정

이면서 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다.277)마담 드 두르의 상화

에서 에셀(echell)로 장식된 스토마커나 페티코트는 인체미를 섬세하면서도

과장되게 표 하고 있다.트 인은 여성의 드 스를 품 있고 고귀하게

만드는 요한 디자인 요소 다.가볍고 섬세하며 우아한 미가 지배 이었

으며 장식성을 추구하 다.

신고 주의 시 에는 고 주의 단순한 형식을 바탕으로 인 인 제재

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스런 곡선을 요시하 다.슈미즈 가운

(chemisegown)은 그리스 단순미를 갖추고 있었으며,가슴선 아래의 부

를 길어 보이게 하는 엠 이어 라인은 훤히 비치는 머슬린(muslin)옷감

을 통해 긴 다리의 곡선을 노출시켜 강조하 다.278)그리스·로마에서 사회

의 이상을 찾은 결과 몸·복식의 형이상학 표 으로 단순성을 추구하

다.

낭만주의 시 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여성의 풍만함을 찬미하 다.귀족

풍의 환상 인 복식 스타일로 어깨까지 노출된 데콜타주 네크라인과 코르

셋으로 조인 가는 허리,크리놀린(crinoline)으로 부풀린 스커트 등으로 X

자형의 능미를 추구하 다.후기 낭만주의 시 에는 버슬(bustle)스타일

로 앞쪽으로 나온 가슴,뒤로 튀어나온 엉덩이의 강조로 측면에서 극도로

변형된 인체미를 표 하기도 하 다.279)낭만주의 복식은 인체의 과장된

표 으로 확장성을 추구하 다.

20세기 의 여성들은 화려하고 풍성한 옷을 입고 자신들을 고귀하게 표

하고자 했고 가슴의 커다란 곡선,가늘게 조여 맨 허리와 납작한 배,튀

어나온 엉덩이는 S라인의 곡선을 그렸다.1900년 아르 보 스타일의 S자

277) Ibid., p. 73.  

278) Ibid., p. 77 참 .  

279) Ibid., pp. 78-80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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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루엣은 부챗살 모양의 스커트,매우 좁고 긴 소매,극도로 높은 칼라,

트 인이 있는 옷자락으로 이루어졌다.물결치듯 잘 손질한 헤어스타일은

장식 으로 주름 잡힌 모자와 함께 착용되었다.280)1900년 아르 보 스

타일은 딱딱한 바스크와 코르셋에 이해 여성의 인체를 강하게 억압하 지

만 시각 으로는 인공 인 율동성을 추구하고 있다.

루도 스키(BernardRudofsky)는 시 의 유행복식을 통해 표 된 몸의 이

상미를 직 으로 보여주는 석고상을 디자인하 다.코스탄티노 노비아

(CostantinoNivola)에 의해 제작된 석고상은 좌로부터 각각 1870년 의 버

슬 스타일,1900년 미망인 타입의 가슴,1910년 호블 스커트 차림의 여

성,1920년 래퍼(flapper)스타일의 실루엣을 재 하고 있다[그림 23].

[그림 23]은 시 이상미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23]Examplesofidealbeautyoftheera

280) 숙  역 (2009), op. cit.,  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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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미

이상미란 보편 실 상황에서 실 이 어려운 미 이상으로 디

자이 의 창조의 욕망을 표 한다. 이상미는 디자이 (생산자)나 착

용자(소비자)의 미 취향이나 창의성으로 타인에 한 차별성 제공한다.리

비도의 에 지를 비 실 인 공상이나 다른 상을 향해 발산시키는 승화

(sublimation)의 단계로 표 된다.창조의 욕망에 한 미 이상의 구 은

결과로서 디자이 를 나르시시즘에 이르게 한다.

뮈 러(ThierryMugler)의 2009년 F/W 컬 션에서 모델은 외계로부터

왔거나 혹은 유 변이를 통한 인간과 동물이 융합체로 보인다.환상

인 색채의 사용,소재의 다루는 기술력은 디자이 의 이상미를 표

하고 있다.모델은 디자이 의 이상미를 구 하기 해 세의

갑옷과 같은 외피 가두어진 체 조여져 있다.손톱과 소매 자락의 긴 털은

소재의 특성으로 성 페티시즘 자극하고 총체 이미지로서 조형 아름

다움은 물 페티시즘을 자극한다[그림 24-1].

후세인 샬라얀(HusseinChalayan)은 1999년 F/W 컬 션에서 모델에게

100%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엔진이 달린 비행기 드 스’를 입혔다.후세인

샬라얀은 이 드 스를 통해 몸과 복식의 만남에 과학기술을 덧입혔다.디

자이 는 첨단소재와 과학기술을 통해 구도 이루지 못한 이상미

를 표 하고 있다.그러나 모델은 자신이 착용한 복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이제 복식이 몸을 빌려 존재하게 되었고 그 복식은 인간이 아닌

과학기술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인간의 이성은 존재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해 과학기술을 발 시켰지만 이제 그 과학기술에 의해 억압받

을 수 있음을 보여 다[그림 24-2].

빅토 앤 롤 (Viktor& Rolf)의 2010년 S/S컬 션에서 모델은 옷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조형물을 걸치고 있다.디자이 의 이상미를 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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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 스는 력의 법칙을 극복한 조형성,자연의 억압을 극복한 창조의

욕망의 승리이다.그러나 드 스를 착용한 여성은 과도한 무게감과 무게의

불균형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그림 24-3].

[그림 24]는 이상미의 사례들을 보여 다.

[그림 24]Examplesofabsolute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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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거 복식과 패션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종합 논의

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미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

스테티시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고유한 욕구에 하여 이상(理

想)을 추구한다는 환상의 구조를 지닌다.이상의 충족은 다른 이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코 완 히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의 표

상으로서 몸·복식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억압의 개념을 지배방식으로 악할 때 욕망은 억압의 다른 표 이다.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자극하며 결과로서 나타

나는 몸·복식의 조형성은 미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토 를 제공한다.

과거 복식에서 자연·사회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의 욕망을 표 해 왔고

패션에서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표 하고 있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해석과 평가는 억압과 욕망에

한 순응 · 항 태도,몸·복식의 변형을 래하는 행 의 내 의도,결

과로서 표 된 상에 한 개인 ·사회 수용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몸·

복식에 표 된 미 가치에는 미 상을 통해 악되는 조형미,내 ·정신

가치와 미 상을 월한 내 ·정신 가치의 효과가 있다.

나르시시즘은 억압에 한 본능의 욕망으로서 자 심을 통해 외부의 자

극이나 변화(억압)에 해 무 심·거부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나며 심리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항상성에 기여한다.자기애 나르시시즘은 자

신의 육체 ·정신 상태나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일된 신체상에

한 충만한 사랑으로 자아의 실에 한 만족감의 표 이다. 상애 나르

시시즘은 자아의 이상 가치를 직 으로 악할 수 있게 한다.퇴행

나르시시즘은 외부의 에 한 심리 회복을 통해 삶에 지속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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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페티시즘은 억압에 한 권력의 욕망으로서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

일의 다양화·고 화에 기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성

페티시즘은 성 욕구를 페티시 상물로 시킴으로써 본능의 욕망을 극

복시킨다.물 페티시즘은 미 신을 통해 지속 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에스테티시즘은 억압에 한 창조의 욕망으로서 몸·복식의 변화에 방향

성과 보편성,미 취향으로서 차별성을 제공하고 창조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시 이상미는 소비자에게 페티시즘의 추구를 통해 소속감을

획득하게 한다. 이상미는 미 이상의 구 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이

르게 한다.물 페티시즘과 시 이상미에 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

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안정 으로 이끄는 공통 이

있다.

패션은 디자이 ,착용자, 찰자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내 의

지의 표 이며 투자와 소비의 장이 되었다.디자이 (생산자)는 몸·복식을

통해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을 구 하는 과정에서 모델(착용

자·소비자)을 억압하기도 한다.디자이 (생산자)의 미 이상으로써 구 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은 찰자에게 다른 미 이상을 제공

함으로써 억압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의

미 가치에 한 해석은 디자이 ( 술창작),착용자(소비자), 찰자(미

향수· 조)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미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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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몸·복식에 표 된 억압과 욕망의 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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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패션은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합 이미지를 총체 리의

상으로 삼고 있다.시각 아름다움을 보편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

평가는 사회구성들에게 육체 ·정신 갈등을 유발시키며 억압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물질 가치로 치환된 아름다움의 추구나 트 드로 유포되는

사회 이상에 한 맹목 추종은 욕망을 담보로 자유에 한 억압을 강

요하고 있다.본 연구는 억압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가치

체계와 의식이 반 된 문화메타포로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

를 악하 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억압은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 반에서 욕구에 하여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한다.억압은 순응하는 인간에게는 그 본질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

나 때때로 직 이고 강압 으로 작용하며,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

에 변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생물학 에서 억

압은 생존조건으로 본능의 욕망을 제압한다.사회학 에서 억압은 권

력의 욕망으로 개인이나 집단에서 특권의 불균형을 강화한다.미학

에서 억압은 창조의 욕망으로 욕구와 행 를 배분하고 조 하는 주체화의

양식,자기 테크놀로지이다.

몸·복식에서 억압은 육체 ·정신 왜곡을 수반하는 인체 변형과 이를

표 하는 복식활동이다.몸·복식에서 억압의 유형으로는 몸을 통한 억압과

복식을 통한 억압이 있다.몸을 통한 억압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일시

것과 피부 속으로 침투하여 인체가 구조 으로 변형되는 구 인 것이

있고 복식을 통한 억압으로 노출과 은폐,확 와 축소,해체와 재구성이 있

다.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은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자극하고 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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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조형 변화를 가져온다.몸을 통한 일시 · 구 변형과 복식을 통

한 노출과 은폐·축소와 확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표 되는 몸·복식의 조

형성은 억압의 미 가치를 해석하는 토 를 제공한다.

과거 복식에서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은 본능·권력의 욕망으로서 생존과

안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왔다.과

거 복식에서 억압은 자연과 인간,남성과 여성의 립구도 속에서 남성의

본능·권력의 욕망을 변한다.

패 패션에서 총체 리의 상으로서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합

이미지는 자연·사회·자아로부터의 억압이 본능·권력·창조의 욕망을 통

해 남녀의 구별 없이 표출되고 있다.과거 복식이 몸·복식을 통한 여성의

억압에 한 역사 기록이라면 패션은 인간의 미 이상을 표 한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는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

시즘이 있다.억압과 욕망의 미 가치로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

즘은 미 이상을 추구하는 환상의 구조를 공유한다.

나르시시즘은 억압에 한 본능의 욕망으로서 자 심을 통해 외부의 자

극이나 변화에 해 무 심·거부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나고 심리 안정감

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항상성에 기여한다.자기애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육

체 ·정신 상태나 몸·복식을 통해 표 되는 통일된 신체상에 한 충만

한 사랑으로 자아의 실에 한 만족감의 표 이다. 상애 나르시시즘은

자아의 이상 가치를 직 으로 악할 수 있게 한다.퇴행 나르시시

즘은 외부의 에 한 심리 회복을 통해 삶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페티시즘은 억압에 한 권력의 욕망으로서 복식 아이템의 분화와 스타

일의 다양화·고 화에 기여하고 패션의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성

페티시즘은 성 욕구를 페티시 상물로 시킴으로써 본능의 욕망을 극

복시킨다.물 페티시즘은 미 신을 통해 지속 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에스테티시즘은 억압에 한 창조의 욕망으로서 몸·복식의 변화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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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편성,미 취향으로서 차별성을 제공하고 창조 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한다.시 이상미는 소비자에게 페티시즘의 추구를 통해 소속감을

획득하게 한다. 이상미는 미 이상의 구 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이

르게 한다.물 페티시즘과 시 이상미에 한 추구는 개인이나 집단

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안정 으로 이끄는 공통 이

있다.

패션은 디자이 ,착용자, 찰자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는 내 의

지의 표 이며 투자와 소비의 장이 되었다.디자이 는 몸·복식을 통해 나

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즘을 구 하는 과정에서 착용자를 억압하기

도 한다.디자이 의 미 이상으로 구 된 나르시시즘·페티시즘·에스테티시

즘은 찰자에게 다른 미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억압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해석과 평가는 억압과 욕망에

한 순응 · 항 태도,몸·복식의 변형을 래하는 행 의 내 의도,결

과로서 표 된 상에 한 개인 ·사회 수용태도에 의존한다.몸·복식에

표 된 미 가치에는 미 상을 통해 악되는 조형미,내 ·정신 가치

와 미 상을 월한 내 ·정신 가치의 효과가 있다.

인간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억압의 보편성을 몸·복식의 변화와 창조를

통해 극복해 왔다.정신 가치가 스며든 디자인은 물질 가치를 배가한

다. 패션에서 미 이상의 표 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화 존재,동물

과 인간의 유 변이,인간과 과학기술의 만남은 억압과 창조에 한 새

로운 인식을 반 하고 있다.억압은 지와 지의 지배양식이 아닌 조화

를 한 창조의 지배양식이다.패션의 변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

켜내고 자연·인간·신(God)의 계에서 평화와 공존 상생의 미래 삶을 지향

하기 해서는 몸·복식에 표 된 억압의 미 가치에 한 올바른 숙고와

삶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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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 림 출처

[그림 1] Examples of temporary body modification of shape 

  [그림 1-1] 정흥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27. 

  [그림 1-2] 정흥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67.

  [그림 1-3] Gröning, Karl (1997), Decorated Skin-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 Hudson, London, p. 235. 

[그림 2] Examples of temporary body modification of color

  [그림 2-1] Gröning, Karl (1997),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 Hudson, London, p. 23.

  [그림 2-2] Gröning, Karl (1997),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 Hudson, London, p. 226. 

  [그림 2-3] www.naver.com, 이미지 검색일: 2012. 04. 14

[그림 3] Examples of permanent body modification of shape 

  [그림 3-1]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Anchor Dress, New York, p. 96.

  [그림 3-2]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Anchor Dress, New York, p. 89.

  [그림 3-3] www.naver.com, 이미지 검색일: 2012.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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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mples of revealing and concealing expressed in women’s fashion

  [그림 4-1]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170. 

  [그림 4-2] Mugler, Thierry (1998), Thierry Mugler-fashion fetish fantasy, 

General publishing Group, Los Angeles, p. 164.

  [그림 4-3] www.antwerp-fashion.be, Juan Harnamdez Daels 2009

[그림 5] Examples of revealing and concealing expressed in men’s fashion

  [그림 5-1]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07 F/W 

  [그림 5-2] www.samsungdesign.net, Jean Paul Gaultier 2008 S/S

  [그림 5-3]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10 F/W 

[그림 6] Examples of concealing expressed in fashion

  [그림 6-1] FuKai, Akiko & Iwagami, Miki (2005), Fashion-A Histor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Volume II: 20th Century, Tasche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684. 

  [그림 6-2] www.antwerp-fashion.be, Sena Yoon 2009

  [그림 6-3] www.antwerp-fashion.be, Prederic Hornof 2011

[그림 7] Examples of repression on neck expressed in clothing and fashion

  [그림 7-1] 김민자 외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p. 

198. 

  [그림 7-2]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15. 

  [그림 7-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1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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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xamples of repression on shoulders expressed in fashion

 [그림 8-1]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35. 

 [그림 8-2]  www.samsungdesign.net, Jean Paul Gaultier 2007 F/W

 [그림 8-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0 F/W

[그림 9] Examples of repression on arms expressed in fashion 

 [그림 9-1]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06 S/S 

 [그림 9-2] www.samsungdesign.net, Comme des Garçons 2012 S/S

 [그림 9-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2 F/W

[그림 10] Examples of repression on bust expressed in clothing and fashion

 [그림 10-1]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63. 

 [그림 10-2]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65. 

 [그림 10-3]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67. 

[그림 11] Examples of repression on waist expressed in clothing and fashion 

 [그림 11-1] FuKai, Akiko & Iwagami, Miki (2005), Fashion-A Histor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Volume I: 18th and 19th Century, 

Tasche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56.

 [그림 11-2]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13. 

 [그림 11-3]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0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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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xamples of repression on waist by corset

 [그림 12-1]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Anchor Dress, New York, p. 222. 

 [그림 12-2] 정흥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47. 

 [그림 12-3]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98. 

[그림 13] Examples of repression on hips expressed in clothing and fashion 

 [그림 13-1] 정흥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14. 

 [그림 13-2]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132. 

 [그림 13-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0 S/S 

[그림 14] Examples of repression on feet expressed in clothing and fashion

 [그림 14-1]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Anchor Dress, New York, p. 234.

 [그림 14-2]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165. 

 [그림 14-3]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139. 

[그림 15] Examples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gender  expressed in 

men’s fashion

 [그림 15-1] 김민자 외 (2010), 『서양패션 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p. 

482. 

 [그림 15-2] www.samsungdesign.net, John Galliano 2009 F/W 

 [그림 15-3]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11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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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xample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reproduction 

of the body seen from the point of clothing structure in fashion

 [그림 16-1] FuKai, Akiko & Iwagami, Miki (2005), Fashion-A Histor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y Volume II: 20th Century, Taschen, The 

Collection of the Kyoto Costume Institute, p. 666. 

 [그림 16-2] www.samsungdesign.net, Comme des Garçons 2010 S/S 

 [그림 16-3] www.samsungdesign.net, Comme des Garçons 2012 S/S 

[그림 17] Example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universal body 

image expressed in fashion

 [그림 17-1] Body Mutation 2010 정기성 개인 팜 렛, p. 20.

 [그림 17-2] www.antwerp-fashion.be, 2007 Andrea Ayala Closa 

 [그림 17-3] www.samsungdesign.net, Comme des Garçons 2011 S/S 

[그림 18] Examples of narcissism expresses self-love

 [그림 18-1]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286. 

 [그림 18-2] 앙앙(한국 ), 2001년 9월호, p. 136.

 [그림 18-3] www.samsungdesign.net, Jean Paul Gaultier 2006 F/W

[그림 19] Examples of narcissism expresses object love

 [그림 19-1] www.samsungdesign.net, John Galliano 2007 S/S

 [그림 19-2] www.samsungdesign.net, John Galliano 2009 F/W

 [그림 19-3] www.samsungdesign.net, Jean Paul Gaultier 2009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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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xamples of regressive narcissism

 [그림 20-1] www.samsungdesign.net, John Galliano 2009 S/S

 [그림 20-2] www.samsungdesign.net, Vivienne Westwood 2012 S/S

 [그림 20-3] www.antwerp-fashion.be, Niels Peeraer 2011

[그림 21] Examples of sexual fetishism

 [그림 21-1] Mugler, Thierry (1998), Thierry Mugler- fashion fetish fantasy, 

General publishing Group, Los Angeles, p. 183. 

 [그림 21-2]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261. 

 [그림 21-3]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p. 203. 

[그림 22] Examples of materialistic fetishism

 [그림 22-1] Mugler, Thierry (1998,), Thierry Mugler-fashion fetish fantasy, 

General publishing Group, Los Angeles, p. 160. 

 [그림 22-2]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300. 

 [그림 22-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0 S/S

[그림 23]  Examples of ideal beauty of the era 

 [그림 23] Rudofsky, Bernard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Anchor Dress, New York,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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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xamples of absolute beauty

 [그림 24-1] Koda, Harold (2003), Extreme Beauty-The body transform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p. 71. 

 [그림 24-2] Buxbaum, Gerda (ed.) 기숙 외 역 (2009), 『20세기 패션아이

콘』, 서울: 미술문화, p. 326. 

 [그림 24-3] www.samsungdesign.net, Viktor & Rolf 2010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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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aesthetic values of repression embodied by the body 

and clothing, which serves as a metaphor that suggests human’s desire, sense 

and valu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pression. repression is a conscious and unconscious way of controlling 

human life and behavior through power and pressure. Essentially, repression 

was born to restrain instinctual desires while desire for power has continuously 

changed the way of repression. Creative desire has been a mechanism of 

autonomously performing repression. In this study,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repression embodied by the body and clothing are referred to 

instinctual, power and creative desires, respectively, from the point of 

biological, social and aesthetic views. Desire is referred to a behavi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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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men’s imperfections with individual security, sense of belonging and 

the pursuit of an ideal, which are obtained by living as a social creature.

In terms of the body and clothing, repression is a restriction on natural 

development or activity of the body, or a temporary or permanent change of 

the body for “body modification”, which results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ortion. Clothing reflecting the distortion is understood as repression. Visible 

formativeness – a consequence of the repression – is a formative mechanism 

that helps man autonomously accept repression. It also lays the groundwork 

for further analysis on aesthetic values. 

Given the definition of repression, repression is divided into one through the 

body and the other through clothing in this study. Repression through the 

body is sub-categorized depending on whether it is temporary or permanent. 

Temporary repression on the body includes every kind of physical changes 

made on the exterior of the body, while permanent repression refers to 

changes made into the skin and to structural changes. As a consequence of the 

repression on the body, perceptible changes of senses like forms, colors, 

texture, smell and taste are exhibited partially or on the entire body. In 

comparison to the past when time and space manipulated partial changes 

through physical methods, the command of time and space is counteracted in 

today’s fashion. Instead, repression is found in all areas of the body through 

physical, chemical and surgical methods. 

Repression expressed through clothing is seen through revealing/ concealing, 

contraction/expansion, and deconstruction/reconstruction. For revealing and 

concealing, regional aspects from the biological viewpoint, decency or 

indecency from the sociological viewpoint, and the desire and conflict between 

revealing and concealing from the aesthetic viewpoint are a fa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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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sion. People reveal their body without concealing, make the use of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such as transparency, thickness, draping, etc., or 

wear garments that fit tightly due to their structural features or the way of 

putting them on. In the pas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men was 

‘seeing’ and ‘be seen’ – males looking at females. Thus, men’s desire for 

power was demonstrated in a form of repression. In contrast, ‘seeing’ and ‘be 

seen’ are now focused on the body which is substituted by material values 

rather than power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deed,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males’ revealing and concealing, blurring the lines 

between men and women and subsiding sexual commercialization.

  Second, contraction and expansion make proportional changes to the body as 

a whole or draw attention to a particular area of the body.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biological differences of the body gives the proportion of the 

body and the size of a particular area a symbolic significance. The focus of 

attention differentiates individuals, increasing competition and mutuality or 

bringing a person to shared pleasure.  

  Desire for power is sought all the while. It was often the case that males 

would expand an area of their body to express their instinct and desire for 

power. Female bodies, as a substitute symbol of male dominance, were not 

only repressed both through contraction and expansion but also suppressed by 

themselves in their attempt to secure their power. However today, clothing, 

diet, body care and plastic surgery are examples of repression in both men 

and women.

  Third, deconstruction/reconstruction is found in the traditional sense of sex, 

the reproduction of the body seen from the point of clothing structure, and the 

universal image of the body exhibited through clothing. This desi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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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represses the body in its symbolic demonstration of repression on the 

body and clothing that are induced by stereotype.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is increasingly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modern fashion.

The aesthetic values drawn from the exhibition of repression and on the 

body and clothing are categorized into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Narcissism comes from the energy of Eros, or Libido, being concentrated on 

one’s body, self and psychological traits. The concept includes self-love 

through mirroring transference, object love through idealization transference, 

and regressive narcissism through the recovery of originality: Self-love is 

developed from the current self, object love from the idealization of the self 

formed at a certain time of growth, and regressive narcissism from the denial 

of repression (change) and the recovery of the self. Narcissism, which is 

self-confidence revealed by the body and clothing, is actualized by way of 

repression on the body and clothing. Narcissism manifests itself when a person 

tortures oneself with piercing or tattoo and endures the extreme pains, or when 

a person sees a modified self-image after wearing a tight lacing like a corset. 

Narcissism sustains life, as it necessitates self-confidence and offers 

psychological stability.

Second, fetishism is interpreted as a certain sexual image coming from the 

body and clothing. Fetishism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way of pursuing 

pleasure through visible sexual discordance as  it is a challenge against the 

conventional standards or general rules of appearance and clothing. If fetishism 

is a confrontation with the conventional standards or general rules on 

appearance and clothing, its range includes the modification of the shape of 

the body through surgery, sexual reassignment and even cross-dressing 

(wearing clothes of the other sex). The exhibition of sexual fetishism in the 



- 168 -

body and clothing shows the sexual instinct of an individual or a group. 

People seek a wide range of objects: skinny jeans, bondage fashion like tightly 

fitting shoes, tight lacing like a corset, materials associated with a trait of the 

body, and a uniform that reflects the aspects of a job. In a 

consumption-oriented society, an obsession with luxury or designer brands is 

defined as materialistic fetishism. Fetishism sustains fashion change, as it 

diversifies re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clothing, while further 

differentiating clothing items and sophisticating styles. 

Third, aestheticism is a body-and-clothing expression of the idealization 

toward aesthetic desires. There is ideal beauty of the era, which is associated 

with when and where, while an independent idealization of beauty is referred 

to absolute beauty. In the pursuit of aestheticism, striving to actualize the 

idealized image of the body, repression is observed both in the body and 

clothing. The pursuit of beauty of the era unites individuals and members of 

society, stabilizing the changes of clothing. Meanwhile, the pursuit of absolute 

beauty is about creativity or aesthetic taste of designers and consumers, which 

differentiates individuals. Aestheticism sustains creativity, as it brings 

sustainability to changes in fashion. 

While narcissism is an instinctive desire grounded on the originality and 

confidence of the self that results in refusing repression, fetishism is a desire 

for power that expedites repression in the pursuit of materialistic value or 

sexual fantasy. Aestheticism is a desire for creativity that symbolizes the 

body-and-clothing repression in the pursuit of aesthetic idealism. In all, the 

aesthetic values of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lies in the quest of 

ideals to satisfy desires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which appears to be 

a circular structure. The instinct of seeking beauty is only possible f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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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s. 

In terms of repression, the origin of clothing is a person’s creative outcome 

in response to nature’s repression. In the past history of fashion, repression 

from nature, society and self was embodied in the body and clothing, 

describing desires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through visible forms. At 

that time, repression was part of a struggle for leadership between nature and 

men, between God and men, and between men and men. It was the result of 

recognizing repression as a way of dominance and fragmentarily embracing 

desires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What enables the public to embrace changes in fashion in late Capitalism 

without fierce resistance or backlash is the changes of formativeness 

demonstrated by re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clothing. These changes 

satisfy human desire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Repression evokes 

desire, and the pursuit of desire leads to another repression. Repression of the 

modern fashion, which is a consequence of seeking aesthetic ideals, causes 

differ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clothing 

to an initiator, a user and a spectator. The aesthetic values of narcissism, 

fetishism and aestheticism, as an expression of desire for instinct, power and 

creativity, can be substituted with each other for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attitudes of an initiator, a user and a spectator.

When added with spiritual values, the material value of design increases 

significantly. In today’s fashion, mythological characters as aesthetic ideals, the 

variation of animals and humans, and human’s encounter with science and 

technology require a new definition of repression. Repression has become a 

way of dominance for creation and harmony, not for constraint and 

prohibition. In order for changes of fashion to protect the dignity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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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uman beings and to contribute to fostering peace and coexistence of 

nature, humans and God, proper analysis and life direction toward aesthetic 

values of repression through the body and clothing are required.

Keywords: body, clothing, repression, narcissism, fetishism, aesthe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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