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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카니발은 삶 그 자체의 형태로 연출되는 구체 ,감각 인 의식ㆍ구경

거리식 ‘사상’이며 유럽 제민족 속에서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문화

상이다.1)이것은 시 와 민족에 따라 다양한 변형과 뉘앙스를 지니

며 당 의 삶과 실을 반 해왔다.카니발이 벌어지는 동안 일상 생

활의 질서와 체계를 규정짓는 구속, 기,법칙들이 제거되어 카니발은

통상 인 궤도에서 벗어난 ‘뒤집 진 삶’,‘거꾸로 된 삶’으로 악할 수

있다.2)

최근 그동안 축소되었던 카니발 축제들이 새롭게 부활되고 크고작은

사회ㆍ문화 행사들은 다양한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한편 조형 술을

비롯한 상 술과 문화는 시각 볼거리로 인식되면서 더욱 자극

인 코드에 을 두는 경향으로 인해 스펙터클화 상이 두드러지고,

패션에서는 화나 사진, 고,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인 장르들과 더

욱 한 계를 맺으면서 감각 요소가 극 화되고 표 역의 범

는 확장되었다. 한 매체의 발달로 패션쇼는 이 공유하는 문화

행사로 인식됨에 따라 퍼포먼스 경향이 나타나고 소통의 장으로 변모

하 다.사회 상과 이데올로기는 퍼포먼스 인 패션쇼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극 표출되고 있다.이와 같은 일련의 양상들은 카니발과의 유사

성으로 카니발화라고 부를 수 있다.

카니발과 축제에 한 연구는 문화인류학,철학,문학,미학,사회학,

심리학,역사학,종교학 등 인문학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

학 장르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와

1) Mikhail Bakhtin(1),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근식(역), 『도 또

 시 : 도 또  창  문 』( 울: 사, 1988), p. 182.

2) Ibid.,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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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바흐친(MikhailBakhtin)은 카니발 자체보

다는 ‘카니발 ’인 것에 주목하여 문학에 나타난 카니발 상을 규명하고

이를 카니발 스크(carnivalesque)로 규정하 다.카니발 스크는 카니발

인 요소가 문학에 편입된 것으로,기존의 가치체계나 통 인 문학

정 (正典)을 우스꽝스러운 유머와 풍자,물질서를 통하여 의도 으로

복시키거나 해방시키는 문학 양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이는 인간

심의 세계 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은 자아와 타

자,이상과 실,정신과 육체,형식과 내용을 구분짓는 이원론 세계를

거부하며,보편 신체와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90년 이후의 포스트

모던 신체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몸 담론과 신체 미술의 이론 근거를

제시한다.

물질 ㆍ육체 이미지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grotesquerealism)은

카니발 스크의 외 형식이다.그로테스크(grotesque)는 주로 내용보다

는 형식 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반면,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내용과 형

식의 변증법 계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바흐친은 여러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카이 (Wolfgang

Kayser)의 그로테스크에 해 기괴한 공포의 한 낭만 인 변이에 제한

되어 있으며,웃음의 해방 측면을 제외시키고 그 보편 차원을 간과

하고 있다고 비 3)한 바 있다.

본 연구와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그로테스크를 논제로

한 연구에서 그로테스크의 한 담론으로 카니발 이론을 부분 으로 다루

고 있었다. 를 들어,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를 사 으로 고찰한 연

구4)5),무 의상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에 한 연구6),필립 톰슨(Philip

Thom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일러스트 이션의 그로테스크를 분

류한 연구7),패션의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형성 요인을 고찰한 연구8)등

3) Ibid, p. 94.

4) 경, “ 에  그 크 미지  미 특 에  연 :포 트  그

크  ”, 『 가 지』, 41(10), 2003.

5) , “  에 타  그 크”, 경  원 사 문, 1998.

6) 양 , 경, “무 상에 타  그 크 미지 연 ”, 『생 과 연 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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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세기말의 패션 테마의 하나로써 그로테스크를 다루거나9)확

장된 범주로서 추, 는 골계미를 포 으로 고찰한 연구10)11)가 있었

고,특정 디자이 의 작품을 심으로 그로테스크 특성을 분석한 연구12)

등이 있었다.그리고 시 의 남용되고 있는 그로테스크 상을 악

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 연구13)도 있었다.한편,카니발과 축제에 한

연구로는 카니발의 마스크에 해 고찰한 논문14)이 있었고 카니발 분장

의 조형성 연구15),축제에 나타난 통 의상16)등의 연구도 있었다.이

와 같이 그로테스크 연구를 제외하고 패션 역에서 카니발화를 논의한

것이 무한 실정이며,이에 사회문화 맥락에서 패션 상 체를 바

라 볼 폭넓은 시각과 사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축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바흐친의 카니발 스크를

고찰하여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를 살펴보고,카니발 스크 이

미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이는 사회문화 맥락에서

패션을 총체 으로 악하고자 함을 의미하며, 패션을 이해하고 해

석함에 있어 다양한 근 방법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아울러 패

션의 장르 한계를 극복하고 통섭 사고를 통해 술 창조성을 한

시각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승미, “  러 트 에 타  그 크 미지”,『 산업 지』, 

5(2), 2003.

8) 미 , “복식에  그 크 미지   에  연 ”, 『 상

지』, 4(3), 2002.

9) 양 , 경, “ 꾸뛰  컬 에 타  카당  특 연 : 1997  S/S에  

2002  S/S  심 ”, 『 복식 지』, 52(8), 2002.

10) , “  에 타  ”, 울  원 사 문, 2010.

11) 진, “  에 타  골계미”, 울  원 사 문, 2011.

12) , “알 산  맥퀸(Alexander Mcqueen)  그 크  특 ”,『 복

식 지』, 58(8), 2008.

13) 미, 재 , “  매 리  극복  그 크 과  엽  상에  

연 ”,『 지』, 1(1), 2001.

14) , “카니   마 크에  연 ”,『복식』, 59(7), 2009.

15) 진 , “  에 타  카니  ”, 원 사

문, 2005.

16) , “ 에 타 는 통 상에  연 ”,『 과 니트』, 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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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카니발,축제에 한 사 고찰과 축제 담론의 고찰을 통해 카

니발의 개념과 카니발 사유의 핵심을 악한다.

둘째,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바흐친이 규정한 문학의 카니발 스크

를 고찰한다.

셋째,연구문제 1,2를 토 로 카니발 스크의 특성을 악하고,패션

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지를 분석할 시각을 도출한다.

넷째,카니발과 카니발 스크를 표 하는 어휘들에 의거하여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를 규명하고,카니발 스크 이미지를 추출하여 분석

한다.구체 사례의 도상학 분석을 통해 의미해석을 이끌어낸다.

제 2 .연구 방법과 범

연구의 기반이 될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의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바흐친의 문제의식은 성차

나 젠더보다는 물질 이고 육체 인 하층,정신보다는 육체,추상성보다

는 물질 인 구체성,개방성과 끊임없는 생성,그리고 불멸성 등을 포함

하는 세계 에서 출발한다.이는 곧 카니발 세계 이므로 고 부터 시

작된 카니발의 이해를 해 고 문헌부터 살피는 것은 필수 이다.니

체(FriedrichNietzsche)17)는 고 문헌학이 우리 시 에 있어서 반시

즉,시 에 역행함으로써 시 에 향을 미치고,도래하는 시 에 유

리하게 향을 미치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다시 말해서 우리

시 에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질 인 물음을 함축한다는 것이다.오

랜 시간 이어져온 카니발과 축제는 동시 의 사회 상 사고방식과 함

께 고찰되어야 하며,사 으로 악되어야 한다.그러나 특히 본 연구의

17) Friedrich Nietzsche, 진우(역), 『비극  사  탄생』( 울: 문 사, 

1997), p. 243.



5

심이 되는 세 시 의 카니발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다.제2장에서는 축제에 한 담론과 카니발 스크를 함께 고찰하여 카

니발 스크 개념을 이해하고, 으로는 바흐친이 제시한 라블

(FrancoisRabelais)소설에 나타난 이미지를 고찰하여 카니발 스크의

외 형식을 악할 것이다.여기에서 도출된 시각에 근거하여 제3장에

서 패션에서 카니발 스크를 규명하고 카니발 스크 이미지를 분석

한다.그리고 제4장에서는 종합 시각으로 카니발 스크 이미지의 의미

를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지와 의미해석을

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 다음의 연구 방법으로 진행시키

고자 한다.

첫째,축제의 개념을 밝히기 해 련된 민속학,문화학,문학,철학,

심리학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시 별,학자별 축제 담론과 세계

을 고찰하고,개념의 추이를 살펴본다.그리고 카니발의 상징 이미지를

고찰하여 카니발의 외 형식을 악한다.

둘째,선행 연구 련 문헌들을 통해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 카

니발 스크를 고찰하여 카니발 스크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형 인

카니발 스크 문학인 라블 의 소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GargantuaandPantagruel)』을 고찰함으로써 카니발 스크의 표 형

식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이미지를 살펴본다.이 외에 카니발이 문학

이라는 술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 명확히 악하기 해 바흐친이

로 제시했던 다양한 카니발 스크 문학들을 구체 으로 고찰한다. 의

고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각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카니발과 카니발 스크를 표 하는 어휘를 추출하여 의미부류에

따라 분류하고,이에 근거하여 패션 련 서 ,선행 연구,패션 잡지,컬

션지, 시 자료,신문의 기사,인터넷 자료를 검토한다.여기에서 뽑아

진 자료들을 심으로 하여 카니발 스크 이미지의 조형성과 특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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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연구의 타당성을 해 복식미학 공의 박사과정 연구원 3명을

문가로 선정하여,추출한 사례들에 해 재검토의 단계를 거치고자 한

다.

넷째,도출된 연구의 시각을 패션에 용하여 패션의 카니발 스

크를 규명하고,그 의미를 분석한다.최종 으로 문학과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를 비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이 을 밝힌다.

축제에 한 사 고찰의 범 는 그 기원부터 재까지이지만 특히

세 카니발 축제를 으로 살펴보았으며,카니발 정신에 어 나는

상업화되고 공식 인 축제는 배제하 다.한편 패션에 나타난 카니

발 스크 분석을 해 그 시기는 패션에 한 새로운 시각과 패션의 다

양성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맞물려 이 과는 확연히 다르게 개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 다,

연구의 구성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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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Ⅱ.카니발 스크에 한 이론 고찰

이론 고찰

축제 담론

(문헌 연구)

카니발 스크

(문헌 연구)

카니발 스크의 특성
⦁

본 연구의 시각

Ⅳ.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의미해석

(문헌 연구ㆍ사례 연구ㆍ내용 분석)

Ⅲ.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지

(문헌 연구ㆍ사례 연구)

Ⅰ.서 론

연구의 목 과 의의

연구 방법과 범

[그림 1]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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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카니발 스크에 한 이론 고찰

본 장에서는 축제 담론과 카니발 스크의 개념에 한 고찰을 바탕으

로 연구의 이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먼 카니발에 한 개념

사 흐름을 악하고 축제 담론을 정리하여 카니발이 인류 문화로서 어

떻게 자리잡고 있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이어 바흐친이 주목한 카니발

요소들을 살펴보고 카니발 스크 개념을 살펴 볼 것이다.그리고 이

러한 고찰을 통해 종합 으로 본 연구의 시각을 논의ㆍ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용어 정의

1.카니발(carnival)

카니발18)은 부활 40일 부터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단식한 것을 상

기하며 육식을 끊고 참회하는 사순 (四旬節)이 시작되는데,사순 야

의 3일에서 7일간,포식과 웃음의 축제를 말한다.카톨릭계 유럽사회에서

시작된 1년에 한 번의 민 축제로 우리말로는 ‘사육제(謝肉祭)’로 번

역된다.

좁은 의미에서 카니발은 연 행사로 벌어지는 실제 인 사건으로서

의 축제를 지칭하며,넓은 의미에서 카니발은 공식 이든 비공식 이든

세 민 축제의 '카니발 '성격을 구 하는 모든 축제와 문학작품,그

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역사와 삶,문화 일반에까지 용된다.카니발

이라는 용어는 카니발 자체보다 거기에 내재하는 카니발 요소19)를 강

조한다.바흐친의 연구에 한 번역서들은 러시아 원문의 ‘prazdniki’는

축제로,‘karnaval’은 카니발로 번역하고20)있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8) “카니 ” 사 , 사 연 사, 1998.

19) “카니 “ 문 비평 어사 , 료원, 2006.

20) Mikhail Bakhtin(2), Rabelais and His World, ․ 건 (역), 『 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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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복 이며 항 인 축제로서, 는 바흐친이 논의했던

카니발 축제에 해서 ‘카니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축제(festivals,feast)

축제21)는 개인 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 를 뜻한다.축제를 의미하

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이것은 축제의 뿌리는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종교 기

원으로서의 축제는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최근에는 계 축제,문학

축제, 화 축제,연극 축제,와인 축제,코메디 축제,음식 축제 등 주로

문화 행사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축제’는 카니발을 포함하는 의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본 고

에서도 일반 이고 포 인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3.카니발 스크(carnivalesque)

카니발 스크는 미하일 바흐친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유머와 무질

서로 공식문화와 통 인 계질서와 가치를 의도 으로 복시키는 문

학 양식을 지칭한다.‘carnivalesque’는 ‘carnival’과 ‘-식의,-풍의’라는

미사 ‘-esque’가 결합한 단어로 ‘카니발 ’,‘카니발화된’의 뜻으로 해석되

는 형용사이다.‘thecarnivalesque’는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카니발 스

크 문학 양식으로 의미하는데 구체 으로는 바흐친이 규정한 “카니발화

된 태도나 정신”을 함축22)한다.바흐친의 카니발 스크 개념은 역사 인

상일 뿐만 아니라 문학 인 상이다.23)

 과   상  민 문 』,( 울: 아카 , 2001), p. 23.

21) 아, 『 』( 울: 살림, 2003), p. 7.

22) David K. Danow. The Spirit of Carnival: Magical realism and the Grotesque,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5),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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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바흐친이 상정한 ‘카니발 요소가 내재된 문학 양식’을

지칭하는 의의 의미로 사용하거나,‘카니발 인 요소가 내재된 것(양

식)’의 의미로도 사용하기로 한다.

제 2 . 카니발에 한 일반 고찰

1.카니발에 한 사 고찰

카니발이라는 명칭은 ‘carne(고기)’와 ‘vale(안녕)’으로 구성된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carnevale’에서 비롯된 것으로,사육제라

고 번역된다.24)카니발은 11월 1일 만성 에서 3월경 사순 직 까지의

기간 에서도 1월 6일의 수공 에서 사순 바로 까지의 시기에

가장 집 으로 벌어진다.이는 특히 사순 직 의 일요일,월요일,화

요일에 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화요일이 끝나면 ‘재의 수요일’이 되고,

이날부터 사순 이 시작되어 식기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즉 카

니발이란 “사순 이라는 욕기에 들어가기 마지막으로 벌이는 먹고

마시는 향연의 시기”25)라고 정의할 수 있다.카니발의 기원에 해 다양

한 이 있기는 하나 세 카니발에 직 인 향을 것은 ‘사투르

스제’로 보고 있다.26)

‘종’을 의미하는 ‘sata’의 어원을 가진 사투르 스는 주피터의 아버

지이자 농경의 신이었다.사투르 스 숭배는 로마인들에게 매우 인기있

는 축제 는데 그 이유는 사투르 스는 구나 동경하는 황 시 를 지

배한 신이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축제가 가을철 수확과 종이

23) Mikhail Bakhtin, Rabelais and His World, (Cambridge, M.A: MIT Press, 1968), 

pp. 217-18.

24) 미 , “  는 민 신앙과 독  :  '니  카니 '  심

”, 『 집』, 47, 2004, p. 396.

25) 아(1), op. cit., p. 38.

26) Mikhail Bakhtin(2), op. cit., p.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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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농한기에 벌어져 구나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그

래서 사투르 스 축제 때에는 모든 학교와 공서가 문을 닫았고,심지

어 쟁도 잠시 단하며,사형 집행도 연기할 정도 다.이 축제는 평등

을 향한 인간의 염원이 반 되어 불평등한 계질서를 뒤엎는 ‘뒤집기

의식’으로 표 되었다.

로마 시 에는 사르투 스제,어린이 축제,목신제 카리스티에르 축제,

안나 페 나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성행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

교로 채택하면서부터 수많은 행들이 비난을 받고 지되었다.역할 뒤

집기와 변장,마스크를 특징으로 하는 로마의 겨울 축제가 특히 비난의

상이 되었다.따라서 이교도 카니발은 기독교 이며 신학 인 의미

가 부여되었고 축제의 이교 신들은 여호와나 수,성인들로 체되었

다.그 로서,로마의 사투르 스와 미트라(Mithra)숭배27)는 4세기경

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로 변모하 다.28)

윤선자29)는 축제를 ‘인30)의 축제’와 ‘카니발 축제’로 악한다. 인

의 축제는 교회와 하 성직자를 심으로 벌어지는 종교 축제라면,

후자는 교회 밖 민 을 심으로 벌어지는 세속 축제로 설명한다.

인의 축제가 사회의 약자들을 한 축제 다는 것은 당시 등장한 ‘뒤집

기 의례’로 알 수 있다.그것은 인의 축제의 요한 특징 하나로,

일상의 역할과 가치를 뒤집어 약자들이 지배자를 풍자하고 비 할 수 있

게 해 행이다. 인의 축제는 세 기에 종교 의례로 인식되고

27) 도  에 원   신  미트 (Mithra)는 우주  질  간   지키

는 신 었는  후생  가 고 물  게 는 태양신  사 (使者), 

 신  습  지니게 다. 미트  는 그리  거쳐 마  었는  

쟁  신  층에 리 아들여    신앙 었고, 후에 마

 신 지 격상 었다. BC 1   독 가 마에 리  에 

마 에 리 포 어 어  4 에 지 독 는  경쟁  

도 다. 미트   동지에 거 어 신  탄생과 태양  다시 태어  

다.  시 에는 단식, , 어   헤치고 아가 , 물 에  등

 가 지 도  생   에  아 는 는 사 들에게 

뿌 지 도 다. ( 미 , “  는 민 신앙과 독  :  '니  카

니 '  심 ”, 『 집』, 47, 2004, p. 393.)

28) ,『  문 사』( 울: 사, 2008), pp. 52-56.

29) Ibid., p. 65.

30) , 어릿  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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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면서 차 확산됨과 동시에 변화하 다.14세기에 이르러 패

러디 인 요소, 타지,과장된 발명,자유분방한 스캔들로 넘쳐났는데

그것은 단순한 익살스러운 의례가 아니라 평등주의 시 정신과 도시나

교회 내 권력 계를 반 하 다.31) 인의 축제는 15세기를 기 으로

쇠퇴하 지만,이후 도시의 거리와 장에서 세속 인 형태,카니발로 다

시 부활하 다.사람들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치마를 뒤집어쓰거나,

습ㆍ의복ㆍ외양을 거꾸로 변장하거나 동물의 마스크32)를 착용하기도 했

으며 요란한 북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소란스러운 축제33)이기도 했다.

연극의 기원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비롯된 만큼,도시 카니발에서 연

극은 행렬과 함께 커다란 볼거리 으며 16세기에 와서 연극놀이는 크게

유행하 다.카니발 연극을 통해 드러난 간 부르주아의 정치 이념이

란 도시의 정의와 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도덕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34)한편,귀족 인 놀이문화 던 마상시합도 카니발 기간

내에 빈번히 행해졌다.마상시합은 세 기사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사교의 기회,권 와 명 과시 등의 목 이었는데,정상 인 룰을 벗어

나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마상 시합의 모방과 패러디로 차 모든 축

제에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했다.35)이와 함께,도시 카니발의 오락과 놀

이는 문학 성격이 강해지면서 해학과 풍자가 더욱 풍부해지고 도덕

이고 정치 인 비 이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졌다.36)

15-16세기의 유럽 경제는 14세기의 침체기를 지나 서서히 회복되자,

경제 번 을 반 한 듯 카니발은 화려하고 성 한 의식의 형태37)로

나타났다.15세기 당시 노동이 지된 의무 인 축제의 수는 교구에 따

31) , op. cit., pp. 94-95.

32) 변 과 마 크는 지역마다 차 가 었다. 그독과  살 (Salut) 지 에

는 돼지 가죽   마 크(un groin, la careta) , 꼬맹 (Comminges)에 는 

눈ㆍ ㆍ 만  뚫  마 크(la cagoule)  다.

33) , “  (1789-1799) 민   엘리트 에  연 ”, 고

원 사 문, 2002, p. 22.

34) , op. cit., p. 287.

35) Ibid., p. 173.

36) Ibid., p. 216.

37) Ibid.,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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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0-60일 사이로 다양하 다.여기에 일요일을 더하면 일 년 략

3분의 1은 휴일에 속했다.따라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

운데 계몽사상가인 볼테르(Voltaire)는 도덕주의 에서 카니발을 맹

렬히 비난했다.그는 1766년 서 <철학사 >에서 축제를 억압하기

한 도덕 명분을 제시하기도 하 다.38)카니발은 민 에 지가 분출

하는 인가된 장이기는 했지만,가치통념을 도시키고,사회질서나 특권

계 을 조롱하는 축제 기 때문에 역사상,민 의 폭동이나 반란의 발화

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배계 은 카니발에 해서 가끔 규제를 가했

다.

르네상스 시 는 카니발 삶의 정상이었다.격의 없는 욕지거리와 같

은 비아냥거리는 말투 등의 언어생활이나 손짓,몸짓도 카니발 상징체

계로 가득 차 있었다.즉 자유분방한 카니발 몸짓의 거 한 기반에 형

성되었다.이 시 의 카니발 요소들은 모든 장벽을 뒤어넘어 공식 인

생활이나 세계 의 많은 역으로 침투하 다.그 요소들은 고 문학의

거의 모든 장르들을 지배하 고 근본 으로 변형시켰다.39)

17세기 후반 이후 바로크 시 가 지나자,가장행렬과 같은 풍속은 남

아있지만,카니발의 여러 형식은 반 으로 유명무실해졌다.이때부터

민 ㆍ카니발 생활은 퇴조하여 갔다.그것은 민 성을 상실하 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 비 에 격하게 축소되었고 형식들은 빈곤하

게 되고 세분화되어 간소화되었다.40)18세기 후반 낭만주의 발흥 이후에

는 카니발 정신의 모체인 공동체 생활보다도 개인이나 고독의 문제

가 주목받게 되어 카니발 세계 은 주 ㆍ 념 인 철학사상이 신

하여 웃음도 해학 웃음으로 소화되었다.

카니발의 정신과 작법은 17세기에 성기를 맞이한 이탈리아의 즉흥

희극 ‘콤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dell'arte)’41)에 계승되었지만 그것도

38) Ibid., p. 364.

39) Mikhail Bakhtin(1), op. cit., pp.190-191.

40) Ibid, p. 191.

41) 16   치아  아 근 에  생  탈리아  연극 태 , 

문  (arte)  갖  우에 여 연 는 가 극 다. 각본  없  다만 

간단  거리   상연 다. ㆍ ㆍ 마 ㆍ애크러 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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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여,오늘날에는 서커스,민속 능,경연극 등에 부분 으로 남아

있다.42)오늘날 열리고 있는 많은 화된 카니발에는 세,르네상스시

유럽의 카니발 정신과 형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비유럽계

문화에서 1년의 종교 행사의 순환이 세계 으로서 사회 으로 공유

되어 있는 경우,사회의 죽음과 재생의 변증법으로서 카니발 축제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카니발은 세 이후 피지배 계층에 단 하루동안 사회 규칙의 반

이 허용되던 일종의 서민의 잔치로서 19세기까지 그 명백을 유지했고 20

세기에 와서는 도시 축제의 형태로 그 흔 이 남아 있다.43)

2.축제 담론

바흐친에게 축제는 인간 문화에 있어 아주 요한 본원 인 형식이다.

이러한 축제는 항상 본질 이고 심오한 세계 인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그것들이 축제 인 것이 되기 해서는 다른 존재 역에서 정

신 이데올로기 역에서 나타난 무엇인가가 거기에 결합되어야만 한

다.바흐친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 어떤 최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이것

없이는 어떠한 축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4)즉,카니발의 유토

피아 진리는 모든 계와 서열,규범, ,제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

킴으로써 실 되는데,이 과정에서 비일상 인 도 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그에게 카니발의 도는 곧 ‘거꾸로 된 삶’으로,이는 극 으로

립하는 것들의 공존을 의미하며, 기와 극복,죽음과 부활,변화와 갱

생의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집단 인 카니발 웃음이 발

ㆍ  등  시  연 다. 것   통과 문  통  물  

  다. 는 주   등 물에   연극 태   

 리 다. 늘 , 원  그  비심리  연극   연극 태  

아 다. (‘ 아 ’ 산 과)

42) “카니 ”, 사 , 사 연 사, 1998.

43) 진, “ 거움, , ”,『 사 과 』, 13(2), 1991. p. 79.

44) Mikhail Bakhtin(2), op. cit., p. 31.



15

견된다.한편,축제는 항상 시간성과 본질 인 계를 맺는다.그 근본에

는 자연 ,우주 ,생물 ,역사 시간의 일정하고 구체 인 개념이 자

리한다.45)

바흐친에 따르면,공식 인 축제는 지배 인 종교 ,정치 ,도덕

가치와 규범과 지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므로 단층 이고 엄숙한 것이

될 뿐이며,웃음의 원리는 그것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낯선 것이 되고

만다.이와 조 인 카니발은 일시 으로 모든 계를 기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다.이것은 진정한 시간성의 축제이며 생성과 변화,갱생의

축제이다.카니발은 모든 종류의 구화,완성,그리고 완결성과도

인데 이는 카니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응시하고 있기 때

문46)이라고 설명한다.로버트 슨(RobertR.Wilson)은 바흐친의 이론

에 하여 카니발의 기존 실에 한 변화의 방식은 기존의 질서나 가

치를 괴하거나 체하는 형식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식이며,그 결과

카니발의 이탈은 기존 세계를 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것47)이라고

해석한다.

니체(FriedrichNietzsche)는 디오니소스 축제에 하여 자연과 인간에

한데 어우러져 연출하는 이 축제에서 모든 구속과 기의 족쇄는 풀리

고,개체화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과 개인간의 사회 정치 질서와 규범

은 반된다.니체의 황홀감은 자기 바깥으로 넘어가는 탈자-존재와 동

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바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나의 주체성으로 되돌

아오지 않고 타자의 타자성과 하나됨을 말한다.디오니소스 황홀감에

서 개체화의 원리는 반되고,개별자들의 경계선은 과되고,개인의 주

체성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동일자는 타자화되고 개별 존재는 탈존화

된다.48)

장 뒤비뇨(JeanDuvignaud)는 축제의 본질을 문화 는 문명과 척

45) Mikhail Bakhtin(2), op. cit., p. 31.

46) Ibid., pp. 31-32.

47) Robert R. Wilson, “Play, Transgression and Carnival:Bakhtin and Derrida on 

Scriptor Ludens”, Mosaic, 19, 1986, p.86.

48) 승룡, 아 , 『  문 』( 울: 연  , 200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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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 에서 찾고자 함으로써,축제가 벌어지는 시공간은 흔히 “문명

들이 변화하는 순간” 는 “두 문명 사이에 균열이 생길 때”라고 지 했

다.49)뒤비뇨가 축제에서 유쾌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괴 인 긴장을 발

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요소들에 해 이의를 제기하고 기호나 규칙

을 괴하는 요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 그는 문화를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태도나 습들을 포함하는 사회 통들

의 총체로 이해하고자 할 때,축제는 바로 그러한 통들의 총체를 극

으로 괴함으로써 탈문화의 세계,즉 비사회 인 사실 는 이단 인

행 등 집단 이며 삶에서의 일탈을 추구한다고 했다.50)그러나 카니발

이 규범을 괴하는 일탈의 형태로 나타낼 때 역설 으로 기존 체제의

존재의 확인 해주는 계기가 된다.

뒤비뇨에 따르면51),사람들은 자주 ‘놀이’와 ‘축제’를 혼동한다.놀이는

규칙의 수용을 이야기하며 과격한 근육행 에 기호를 부여하고 자연 인

행 로부터 분리되어 스펙터클52)로 통합되는 것이다.반면에 축제는 규

칙을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규칙을 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축제가 그것들을 인식하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

여 탈문화된 세계,즉 규범이 없는 트 멘덤(tremendum)과 같은 공포

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세계와 면하기 때문이다.53)

퀴헨호 (Joachim Kuchenhoff)는 축제를 ‘법에 의해 허용된 방종’으로

서 결국 그 법의 존재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제한과 일탈의 변증법이 작

용하는 행 54)로 규정했다.그에 따르면, 의 참여를 제로 하는 축

49) Jean Duvignaud, Fetes et civilisations, 아(역),『  문 』( 울: 사, 

1998), p. 75.

50) Ibid., pp. 35-80.

51) Ibid., p. 75.

52) 클(spectacle): 연   통  어   펼쳐 보  그것  

보는 들에게 지각 가능 게 는 것,    볼거리  객  시각  

극 는 볼거리  미 다.

53) Jean Duvignaud, op. cit., p. 77.

54) Joachim Kuchenhoff, Das Fest die Grenzen des Ich, in: Walter Haug u. 
Rainer Warning (hrsg.): Das Fest. München, 1989, S. 101, , “  문

 체 ”, 『독 언어문 』, 26, 2004, p. 203 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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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일반 으로 지배 권력과 질서를 내 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는 축

제와,참여자들의 열 인 도취의 내용으로 하는 카니발로 나 어진다.

하지만 이 두 요소들이 많거나 거나 간에 모든 카니발에서 찰될 수

있기 때문에,이는 축제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축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인 호이징가(JohanHuizinga)는 『놀이하는 인간』에서 ‘놀이’

로서 축제에 근하 다.그는 놀이의 일반 인 사회 행 에 통합시킬

정도로 놀이에 커다란 요성을 부여하고 있다.55)호이징가는 유희성에

해 자유로운 행동,일상 혹은 본래의 삶으로부터의 이탈,폐쇄성과

제한성,반복성,긴장감을 그 특성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특성이 축제에

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일상 인 삶의 배

제,반드시 필수 은 아닐지라도 체로 경건한 행 의 분 기,시공간

인 제한성,엄격한 단호함과 진정한 자유의 동시성,이것이 축제와 유희

가 공통으로 지닌 특성이다.”56)

축제에 해 기존질서의 정 고양의 시각으로 보는 표 인 인물

로서 뒤르 (EmileDurkheim)은 축제를 공동체 신과 인간의 교류로

보면서 축제가 가지는 이러한 기능이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

다.뒤르 에게 신은 공동체의 집합력이며 공동체는 신에 한 경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57)뒤르 은 성(聖)과 속

(俗)의 구분으로 축제에 한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축제기간에는 집단

인 삶이 가장 심화되는데 이러한 집단 인 실체는 종교나 주술이 부여

하는 다양한 이미지에 의해 다소 연극화된 시나리오나 표상으로서 객

화되거나 극화되기도 한다.여기에서의 성스러운 표 가운데 창조성은

그 정에 달하고 인간은 자신을 구성하는 실체를 외부로 투사시키게 된

다.이러한 환상 인 승화는 집단들이 그들 존재의 근원으로서 의도 으

로 받드는 외부 인 실체가 되며,그들 고유의 역동성이 효과를 가지게

55) Jean Duvignaud, op. cit., p. 81.

56) 승룡, 아 , op. cit., p. 119. 

57) , 『  문 츠』( 울: 다 미 어, 200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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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58)

이와 반 로, 로이트는 축제를 통합과 질서의 유지라기보다는 “ 기

의 반, 과와 난장트기”로 보았다.59)그는 축제를 공정성과 즉흥성,

디오니소스 인 부정과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의 폐기,해방을 향한

문화라고 설명한다.

카유아(Caillois)의『인간과 신성한 것l’hommeetlesacre』에 따르면

축제는 마나(mana)의 표 이며 ‘신성함의 범주’에 상응하면서 동시에 ‘세

속 인 삶’의 축축함이나 불확실성과 조되는 것이다.그가 말한 ‘불규

칙’은 자신의 규칙을 호 사이에 넣고 희극 인 자신을 연기해 보이는

사회 불규칙을 뜻한다.한편 엘리아데는 『 원한 회기의 신화 le

Mythedel’eternelretour』에서 카유아의 견해에,근원 인 신화의 표

상은 비연 기 인 것에 한 향수이며 변화와 역사에 한 망스런 거

부라는 개념을 첨가했다.카유아와 엘리아데는 축제란 단히 강렬한 비

사회 인 삶을 공동의 삶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집단 인 실체의 표 양

식으로서 사회 인 것이라고 해석60)하 다.덧붙여,엘리아데61)는 축제

의 기능은 시간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 한다.그는 이 집단 인 행

에서 역사에 항하는 지속 이고 견고한 재와 과거로 ‘원히 회기’

하는 측면을 보았다.

로버트 스탬(RobertStam)이 기술하는 바에 의하면, 정 인 면에서

축제는 시작의 확인을 의미하게 된다.그것은 정에 오른 집합성이고

개인화를 소멸 해 다.부정 이고 비 인 면에서 축제를 보자면 축

제는 계 ,성 차별,정치 조작,교조주의 등과 같이 집합 인 힘을

어렵게 하는 사회 구성을 탈신비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축제는 창조 인 무례의 태도를 의미하며 비정통성의 권력에

한 진 인 반 를 뜻한다.62)

58) Jean Duvignaud, op. cit., pp. 79-80.

59) S. Freud, Totem and Taboo, (역), ( 울: 경진사, 1996), p. 206.

60) Jean Duvignaud, op. cit., p. 81.

61) Ibid., p. 250.

62) Robert Stam, op. cit., p. 1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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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터 (VictorW.Turner)는 축제에서 신성이 부여되는 시간을 리

미 리티(liminality)63)단계라 지칭했고,세속 인간이 의례를 거쳐 정화

된 인간들의 상태가 집합체 공간을 커뮤니타스(communitas)64)라고 하

다.그리고 축제는 “일상의 구조 상태를 뒤엎고 반구조의 상황을 만드

는 가운데,상하 우열 립의 장벽을 무 뜨림으로써 모두 평등하고 자

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무규범 는 무정부 상황을 커뮤니타스를 조성하

는 것“으로 악한다.65)

아놀드 반 제넵(ArnoldVanGennep)은 통과의례의 연구를 통해 우주

인 이행과정인 계 의 주기와 사회 이행 과정인 세 교체 사이에

분명한 연 성이 있음을 규정하고 축제에 이 개념을 용하 다.이 두

종류의 이행 과정이 가지는 연 성을 ‘분리기’,‘이행기’,‘재통합기’라는

삼단게로 설명하고 있다.66)

에드먼드 리치(EdmundR.Leach)는 반 제넵의 통과의례 단계,터

의 리미 리티 단계를 시간의 역동성과 연결시키면서 이러한 순간의 반

복성에 을 만추었다.이러한 매개 인 단계를 인간은 수없이 거치면

서 자기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 이런 단계를 ‘페스티벌’단계로 명명하고

여기서 ‘격식성’,‘가장행렬’,‘역할 도’가 외 으로 나타나는 상이라고

하 다.67)

하비 콕스(HarveyCox)는 ‘비일상으로서의 축제’를 강조했는데,축제

는 일상을 벗어남으로써 의식과 생활의 강화와 확충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의 다양한 체계들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악했다.그는

“의식이나 축제가 창조력 억압에 쓰이거나 애국심과 복종을 강요하기

해 이용될 때,그것은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지 하며,그때

63) 리미 리티  ‘문지 ’  미 는 리 (Limen) 는 말에  생  것  문지

에  는 것과 같  평 에는 시 여겨지는 공간과  재  상 다.

64) 평상시   열  지 않게 거  사 질  만들어지는  또는 리

미 리티  상  펼쳐지는 시간  공간   가리킬  뮤니타 는 말  

사 다. 

65)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1969), pp. 82-83.

66) 애, 『 문  상』( 울: 연   2006), p. 35.

67) 아,『 』( 울: 커뮤니 , 2013), pp.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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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는 타락하고 이데올로기 자체도 쇠퇴한다68)고 주장했다.그는 축제

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한다.첫째로 의도된 과잉성으로 축제가 제

약 없는 환락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둘째로 축의 정성은 역설 으

로 삶을 찬미하고 정하는 축제 요소이다.셋째로 극성은 축제가 일

상성과의 단 을 제한다는 의미이다.

지 까지 다양한 축제 담론을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시 이 까

지의 축제는,서로 다른 권력간의 충돌과 화해와 같은 정치 성격이나,

월 존재에 해 바치는 숭고한 경건성과 같은 제의 성격,왁자지

껄한 풍자나 박장 소하는 폭소가 난무하는 오락 성격,은 하게 감추

었던 성 인 묘사가 담하게 드러나는 탐미 성격 등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깃들어 있는 모든 요소가 제되거나 삭제됨 없이 있는 그 로

표출되는 총체 인 장이었다.69)바흐친이 말하는 카니발의 개념의 기본

논리가 바로 이것들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축제 담론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68) Harvey Cox,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MA: Cambridge, 1969)

69) 승룡, 아 , op. cit.,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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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축제 담론들

학자 축제에 대한 인식 내용

바흐친

Mikhail Bhaktin

크 노토프, 위계의 파기   

해방, 변화, 갱생

니체

Friedrich Nietzsche 
해방성, 타자화, 탈존화

장 뒤비뇨 

Jean Duvignaud

범의 파 , 전도성, 탈문화의 세계

부활과 갱생, 상 적 환각

퀴헨호프

Joachim Kuchenhoff

허용된 방종

제한된 일탈의 변 법

호이 가

Johan Huizinga 

놀이하는 인간, 창조성

단호함과 자유의 동시성

뒤르켐

E. Durkheim

신과 인간의 류

창조성, 통합성

프 이트

Sigmund Freud 

금기 위반, 초과 

난장트기

카유아

Roger Caillois

신성한 범주, 희 적 연기

놀이, 세속성

엘리아데

Mircea Eliade

영원에의 회기

공동체 삶의 통합

빅터 터너

Victor W. Turner

리미널리티 단계

커뮤니타스 조성

반 제넵

Arnold Van Gennep

통과 의

분리, 경계, 통합

리치 

Edmund R. Leach

 반복성, 자기변화

격식성, 가장행 , 역할전도

하비 콕스

Harvey Cox 

고의적 과잉성

축의적 긍정성, 대 성

버트 스탬

Robert Stam

개인화 소멸, 합성

탈신비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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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제의 상징 요소

1)마스크와 변장

마스크와 의복을 통한 ‘변장’은 카니발의 일탈된 세계를 완성하는 가

장 유용한 도구이다.왜냐하면 마스크는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을 감추

고 내부에 숨어있는 욕망과 다른 ‘나’의 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가 되기 때문이다.70) 비-스트로스는 마스크를 통해서 계가 형상화되

고 표 된다고 주장한다.마스크에 색을 칠하고 조각을 는 것은 인간

을 문화 속에 감 시키고 교란 이고 괴 인 유출을 못하게 하기 한

방법이다.71)그에 의하면,“마스크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

상 자신의 주변에 존하는 것이다.그것은 다른 것으로 체되기 해

서 선택할 수도 있었던 실제 이거나 가능한 다른 마스크를 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는 보통 꾸 없는 동물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마스크 쓴 얼굴은

바꿀 수 없는 차이를 확인시켜 다.이것은 세상이 유동 인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고,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다른 사람이 자신

속에 있게 되는 것과 같다.마스크로 인해 타자에게 주체의 정체성을 보

증하던 얼굴이 가려짐으로써 마스크를 쓴 정체성은 ‘탈존’하게 되는 것이

며,주체가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고 할 때,마스크 뒤에 있는

주체는 탈존하는 실재의 주체가 된다.역설 인 것은 주체 자신에게도

이 탈존자는 낯설다는 것이다.72)

인간은 거 한 카니발 속에서 상징 인 것과 계를 맺고 고정된 규

칙을 반한다.이때 마스크는 춤이나 망상 인 흥분과 분리되고 여기서

상징 인 환각이 나타난다.마스크를 쓰고 변장하면서 조작하고 사소한

삶과는 다른 존재를 연극화함으로써 공포를 견하듯이 조 씩 최면상태

70) 신 , “카니   본  마 크극”, 『민 연 』 ( 울: 립민

물 ), 26, 2010, p.134.

71) Jean Duvignaud, op. cit., p. 114.

72) ,『가 과 망』, ( 울: 연극과 간, 2005),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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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73)마스크는 주로 얼굴을 가리는 도구

를 말하는 것이지만,일반 으로는 얼굴과 온몸이 동시에 감춰지고 새로

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74)카니발 기간에는 마스크와 변장을 통해서

육체를 괴기 으로 표 했는데 과 ,과장,과잉, 과를 통해 거 한 신

체를 강조했고 그것을 해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었다.카니발의 풍경에

는 여러 동물들의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나타나는 사

람들,상복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청년들,여성의 낡은 치마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이 역할을 바꾸어 옷을 입거나,동물의 가죽을 직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15세기 이후 유럽 경제가 회복되면서

랑스의 도시 카니발에서는 직물과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하게 성장한

옷차림이 나타나기도 하 다.

바흐친은 민 인 축제문화에서 요한 것은 마스크의 모티 라고

강조하면서,이것은 변화와 체 의 기쁨과 연 되어 있으며,유쾌한 상

성과,동일성 일의 의미에 한 유쾌한 부정과,자기 자신과의 둔감

한 일치에 한 부정과 연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마스크는 이,

변신,자연 경계의 괴,조소와 별명과도 연 지으며,패러디,희화,분

장,찡그린 표정,거드름의 피우는 몸짓 등과 같은 상들은 본질 으로

마스크의 생물들이라고 지 한다.가면 속에는 삶의 놀이라는 원리가

체 되어 있으며,그것의 근본에는 고 의 ‘의식 -구경거리’형식들의

특징이었던 실과 이미지 사이의 독특한 상호 계가 놓여있는75)것이

다.

2) (crowning)과 탈 (decrowning)

카니발에 나타나는 기본 인 카니발 극은 카니발 왕의 장난기 어린

73) Jean Duvignaud, op. cit., pp. 114-115.

74) 아(1), op. cit., pp. 39-40.

75) Mikhail Bakhtin(2), op. cit.,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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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후속되는 탈 이다.이러한 의식은 ‘역할 뒤집기 의식’으로

카니발 유형의 모든 축제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왕의

과 탈 이라는 의식극의 기 에는 카니발 세계 의 핵인 교체와 변화,

죽음과 갱생의 토스가 있다. 과 탈 이란76)교체와 재생의 필연성

과 동시에 그러한 행 의 창조성을 나타내며,모든 체제와 질서 그리고

모든 권력과 계의 유쾌한 상 성을 나타내는 이 이고 상호모순 인

의식이다. 식에는 이미 다가올 왕 박탈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왕과 척되는 자로서 노 나 가 을 한다.그럼으로써

마치 거꾸로 된 듯한 카니발의 세계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식에서

의식의 모든 국면들, 하는 자에게 임되는 권력의 상징들,그가 걸

친 의복 등 하나같이 모호해지며 양면 인 성격을 띠게 된다.왕 을 뺏

는 의식 역시 마치 을 완수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계를 맺고 있다.따라서 박탈을 통해서 새로운 의 빛이 어렴

풋이 보이게 된다.이 상징들은 부정 혹은 그 반 의 의미를 갖는다.탄

생은 죽음을,죽음은 탄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카니발은 바로 이러

한 교체,그 교체성의 과정 자체를 축하해 주는 것이지,교체의 상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다.다시 말해서,카니발이란 이른바 기능 인 것

이지 실체 (substantive)인 것은 아닌 것이다.

폐 식은 식과 반 의 경우이다.사람들은 왕 을 박탈당하는 자

로부터 왕의(王衣)를 빼앗고 왕 을 벗기고,권력의 다른 상징들을 빼

앗으며 그를 조롱하면서 때려주기도 한다.이 왕 박탈의식의 모든 상

징은 배후에 정 인 면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노골 인 것이지

부정과 멸이 아니다.더욱이,다름 아닌 폐 식에서 거듭 언 했던 교

체와 갱생의 카니발 토스,창조 죽음의 이미지가 특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그런 까닭에 왕 을 박탈하는 의식이 무엇보다 자주 문

학 속으로 변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 탈 은 불가분의 계에 있으

며 혼연일체 되어 상호 이되고 있다.이 둘을 서로 분리시킨다면 그것

들이 지니는 카니발 의미는 완 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즉 와 폐

76) Mikhail Bakhtin(1), op. cit., pp. 182-184.



25

라는 카니발 극은 왕 박탈시의 자유롭고 거리낌 없는 ,왕과 노

의 카니발 메잘리앙스,상부 권력층의 상징물을 가지고 논다는 의미

에서 성물 모독 등의 앞서 다루었던 카니발 범주들로 일 되어 있다.

바흐친은 이율배반 인 상호모순성을 언 하면서 술 사상에 특별이

지 한 향을 것은 이러한 과 탈 의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3)

카니발이 민 의 ‘표출의 장’이 됨에 따라 어릿 ( 인77), ,익

살꾼)은 카니발의 필수 인 존재가 되었다. 는 축제의 선동가

으며 연극과 풍자,알 고리의 웅이자,군 의 조롱의 욕구를 해소시

켜주는 존재 다. 세 말 근 ,이러한 카니발의 어릿 는 통제 불

가능한 ‘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업 인 ,도시의 상류층 명사들

까지 다양했다.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인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왜냐하면 푸코의 지 로 ‘인’의 개념은 이성이 강조되면서 생

긴 매우 근 인 개념이기 때문이다.우리가 기를 이성의 결핍,혹은

반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단 인 이다.

인에 한 모호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미지는 매우 특별한

의복과 상징에 의해 정형화되었다.두 개의 방울이 달린 귀모양의 후드

가 달린 의복과 끝에 여성의 두상과 방울이 달린 지팡이는 어릿 를

상징하는 모티 들이었다.78) 들은 카니발 기간에 부 와 거리에서

군 을 향해 세상의 불의와 비도덕 인 풍습,상층 부르주아의 교회의

권력 남용을 살좋게 떠들어댔다. 한 카니발 연극이 도덕 이고 더

나아가 정치 이 될 수 있도록 의 담론이나 언어놀이는 더욱 신랄해

77) 여  (fous)  통 능  신 상 가 아니   시  에  주  역

 담당  들  카니  신도  원들  말 다.  시 에는  

 통칭 여 다.

78) , op. cit., pp.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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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남ㆍ녀 계를 표 함에 있어서는 더욱 외설 이고 담해졌으며,

사악한 행동과 부패한 권력을 비 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랄하고 풍자

이었다.이들은 행렬에 동원된 마차 에서, 장에서 세워진 무 에

서 풍자시를 읊고 조롱의 제스처를 연출하 다.이를 두고 그랭베르

(Grinberg)는 16세기 특정 순간에 인 주 로 카니발 담론이 유기

으로 배치되었고 그럼으로써 지 인 문화와 민 통이 조우하 다고

지 79)하 다.

어릿 는 이 의미화로 인해 월 지혜를 부여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지상의 실에 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다.카니발에서

우스꽝스러운 가면과 울 불 한 옷,어리석음으로 자유로운 존재 던

어릿 는 그 로의 실을 거부하고,상상 인 것이 실을 매혹 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계80)로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 다.

4)놀이

놀이는 축제의 민 ㆍ 장 측면과 외 인 계뿐만 아니라,내 이

고 본질 인 계를 맺고 있었다.81)놀이는 한 시간과 미래와 매우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트럼 나 주사 같은 놀이의 기본 인 도구들

이 (占)을 치기 한,즉 미래를 알기 한 기본 인 도구의 역할을 하

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요한 것은 라블 시 에 감지되고 의식되었

던 ‘의미 인 인 성’이다.놀이 이미지들의 보편성,이러한 이미지들이

시간과 미래,운명,지배 권력과 맺는 계,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의

세계 성격이 생생하게 의식되고 있었던 것이다.축제의 왕이나 여왕

은 때때로 주사 를 던져 선출되었는데,이러한 놀이의 이미지들 속에서

행복-불행,상승-하강,획득-상실, -탈 과 같은,인생이나 역사

79) Ibid., p. 288.

80) 애, op. cit., p. 119.

81) Mikhail Bakhtin(2), op. cit.,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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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압축된 보편 인 도식을 보았던 것이다.놀이 속에서 인생 체

가 축소된 꼴로 더욱이 조명도 없이 상연되었건 것이다.

동시에 놀이는 일상생활의 궤도를 넘어서,법과 규칙으로부터 삶을 해

방시켰으며,생활을 제약하는 그 자리를 다른,더 압축되고,유쾌하며,

가벼운 조약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82)당시,놀이는 단순한

일상 풍속 인 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여 히 그 세계 의의를 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83)패러디 으로 개작된 치기, 언,수수

께끼들도 카니발 시기에 나타났는데,이것들의 근본 인 술 임무는

세계에 한 세 념 에 깔려있는 음울한 종말론 시간의 탈 이

고,시간을 물질ㆍ육체 차원에서 갱신하는 것이고,시간을 육화(肉化)

하는 것이며,선하고 유쾌한 시간으로 변형시키는 일84)로 해석된다.

제 3 . 바흐친의 카니발 스크에 한 고찰

1.카니발 스크의 개념과 개

카니발 스크85)는 미하일 바흐친이 수립한 개념으로,유머와 무질서

로 공식문화와 통 인 계질서와 가치를 의도 으로 복시키는 세

의 카니발 인 문학 양식을 말하며,함축 으로는 “카니발화된 태도나

정신”을 의미한다.카니발 스크는 카니발 정신의 일반 용을 의미하

는 효과 인 용어로서,카니발이 문학이라는 투시 인 다면체를 통해 반

되고 굴 된 거울로 규정할 수 있다.바흐친은 그의 서 『도스토

스키의 시학의 제문제 ProblemsofDostoevsky’sPoetics』(1920)에서

서구 소설의 세 가지의 근원을 서사 ,수사 ,카니발 계통으로 보고,

82) Mikhail Bakhtin(2), op. cit., p. 365.

83) Ibid., p. 366.

84) Ibid., p. 371.

85) David K. Danow. The Spirit of Carnival: Magical realism and the Grotesque,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5),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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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의 카니발의 민속문화의 향을 받은 진지하면서도 희극

인 고 문학 장르를 카니발화된 문학으로 규정86)하 다.이 장르의 특성

은 실과의 새로운 상 계를 맺으며 이 과는 다른 설이나 역사

사실과는 독립된 자유스러운 허구에 의존할 뿐 아니라,기존의 통 인

문학양식을 거부한다.문체론 통일성을 강조하던 서사시,비극,장엄한

수사나 서정시 등과 달리,이 장르에서 보여지는 진지함과 익살맞음의

혼합,산문과 운문의 혼합,편지나 미발표 원고,구 된 화와 같은 다

양한 장르의 인용,여러 방언이나 은어들의 삽입87)등의 방식은 당시 실

험 인,새로운 문학 근이었다.

바흐친은 카니발화한 문학의 표 유형으로 소크라테스식 화88)와

메니푸스식 풍자89)문학을 제시했다.소크라테스식 화는 카니발화한

문학의 원형으로서 어떤 상에 한 다양한 들을 비시키거나

화 상 자의 말을 유발시켜 그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하고 모

든 것을 다 털어 놓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여러 념들이

충돌하고 타인들의 이념들이 자유롭게 화 으로 표 되는데,여기서의

탐구 역은 순수한 이데올로기 인 진리에 한 것이었다.90)

한편,메니푸스식 풍자91)장르는 웃음의 요소가 강조되고, 롯과 철

학 상상력이 유난히 자유로운 환상성의 특징이 나타난다.무엇보다 주

요한 특성으로는 담하고 막힘없는 환상과 모험이 여기서 순수히 념

,철학 목 에 의해 내 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정당화된다는

이다. 한 신비주의 이며 종교 인 요소가 극단 인 노골 묘사와

결합되고 있으며,비인습 이고 비정상 인 도덕 ,심리 인간 상태의

86) Mikhail Bakhtin(1), op. cit., pp. 160-162.

87) Ibid, p. 161.

88) 크 식 는 크 가   실질  에  상 , 짤막  야

  고 다.

89) 니 식 는 원  3  철 , 가다  신  니 (menippus)에  

 것 , 특   미   칭 체는 원  1  마  

(Varro)에  처  사 었다. 는 신  물들  ‘ 니 식 

(saturae menippeae)’   시 다. 

90) Mikhail Bakhtin(1), op. cit., pp. 164-166.

91) Ibid,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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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모든 종류의 기,개성의 이 성,분방한 공상,보기 드문 꿈, 기

에 가까운 열정,자살 등)가 최 로 나타난다.즉 날카로운 비와 모순

결합이 특정 인데,이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철학 인 문제나 진리

의 문제들이 사창가나 선술집,장터나 감옥에서 는 비 숭배의 에로틱

한 제 등에서 벌어지거나,덕행 있는 창녀, 자의 진실한 자유와 그의

노 상태,노 가 되는 황제,도덕 타락 정화,사치와 빈궁,고상

한 도둑 등과 같은 표 들이다.이와 더불어 낯선 나라로의 여행이나 꿈

의 형식으로 도입되는 사회 유토피아를 자주 끌어들이는데 이러한 유

토피아 요소는 이 장르의 다른 요소들과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다.

한 다문체성,다음조성의 특성으로서 소설,편지,웅변,토론회 등과 같

은 여러 장르의 삽입이나 산문어와 운문어를 혼용이 보여지며 시 부분은

어느 정도 패러디화 되어 있다.마지막으로 메니푸스식 풍자는 당면한

이념 난문제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나름 로의 고 인 ‘ 리스틱’

장르이다.다시 말해서 철학 ,종교 ,이념 ,학문 학 방향과,

동시 의 흐름들이 벌이는 공개 ,비공개 논쟁들로 나타나며,동시

이 시 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다.92)

요약하여, 의 두 장르에서 철학 화,모험과 환상,자연주의,유

토피아 등 양립불가능한 이질 요소의 결합이 나타나는데,그 기 에는

카니발과 카니발 세계 이 있었다.카니발화는 이후 유럽 문학에서 장

르,사상체계,문체 등의 경계를 해체하고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깝게 끌어

들이고 흩어진 것을 통일시켰는데 문학사 인 측면에서 이것이 진정한

카니발화의 기능이다.93)

바흐친은 도스토 스키의 소설에 하여 카니발화가 잘 구 된 작

품이라고 설명한다.여기에서는 카니발화의 외 상이 격하게 감소

되고 카니발 세계 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악하면서 특징으로서 실

에 한 친숙한 과 속화,모순 어법,이질 요소들의 결합,평가

하, 실에 한 자연주의 묘사 등94)메니푸스식 풍자와의 유사한 속

92) Mikhail Bakhtin(1), op. cit., pp. 169-176.

93) Ibid.,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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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격한 조 의 립, 외 이고 도발

인 상황, 기,분열,윤리 실험,재난,추악한 장면, 조 결합과 모

순어법 등이 그의 소설의 테마와 구성의 모든 구조를 결정한다”고 언

하면서 카니발 이미지가 그의 소설의 구성원리가 된다는 을 지 한

다.95)상세히 언 하자면,그의 소설에서는 기가 있는 화자의 이미지,

내면 으로 화화되어 있는 온통 논쟁조의 이야기,이성과 기, 명함

과 우둔함의 상 성과 상호배반 이 성에 한 테마,거리낌 없고 모

독 인 것을 나타내는 뉘앙스,괴스러움,속악화,자연주의,상징 요소

등이 구체 으로 묘사된다. 한 존재와 비존재, 실과 환 등 립

세계가 연결되는 입구나 복도,층계,계단 등과 같은 개인의 공간이 열려

있는 장이나 도박장,연회장 등 잡다한 인물들이 뒤섞여있는 장소가

도스토 스키 소설의 주요 무 를 이룬다.96)한편,그의 작품에서 꿈에

한 이야기도 두드러지는데,바흐친은 꿈이 가지는 술 가능성을 거

의 모든 변형과 뉘앙스를 써서 최 한 이용하 다고 설명한다.꿈은 완

한 다른 생의 가능성으로서 도입되며 인간은 꿈속에서는 별개의 인간

이 되어 자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97)을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바

흐친은 도스토 스키의 내면 인간에 한 통찰을 지 하면서 모든

주요한 토스98)는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인간,인간 계,자본주의의

조건 속에 있는 모든 인간가치의 물질화(reification)와의 투쟁이란 을

인식하 다.다시 말해서, 요한 것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탈물질화시키

는 그의 술 형식의 의미99)라는 것이다.

94) , “카니  문 : 블   친  ”, 『 문과 』( 울: 연

 문과 연 ), 69, 1993, p. 238.

95) Ibid., p. 239.

96) Ibid., p. 240.

97) Mikhail Bakhtin(1), op. cit., p. 216.

98)  그리 어  열  고통  타   감  다. 특

 시 , 지역, 집단  지 는  원칙  도  규  지칭 는 에

(ethos)  립 는 말 , 는 '  ' 고 규    말  지

니는 , 문  상과   진다. 비평에 는 독  

 , 연민, 동  슬  등  감  시키  여 계   

에 여지는 말 다.

99) Mikhail Bakhtin(1), op. cit.,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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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인 상황은 일상 인 시간의 흐름이 단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100)카니발의 시간 동안에는 환상이 실제를 신한다.오직 민 문

화만이 어떤 우주 이고 신화 인 것으로서 이러한 정기 인 시간성을

반 하며,축제 공간과 축제 시간의 익살스러운 결합을 통해서 축제

시공 ‘크로노토 (chronotope)’을 창조한다.축제 시공은 의식의 조

화 속에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집약하는데,그 의식들은 공식 의식

과 조 으로,권력을 유지하고 체제의 계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

라,신화 사실을 무 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보편 ㆍ인류학 인

것,시간 ㆍ익살 인 것의 역이 바흐친의 카니발의 가치론을 결

정한다.101)이와 같은 축제 시공간은 라블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흐친은 라블 소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

간 ㆍ공간 활함이라고 언 하며, 정 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

은 시간 ㆍ공간 의미에서 그 가능성을 한껏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2)이는 성장과 련이 되기 때문에 카니발에서,그리고 카니

발 스크에서 필수 인 범주로 강조된다.

바흐친은 카니발 세계 의 범주를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악하

다.첫째는 ‘친숙함(familiarization)’이다.이것은 축제의 수평 차원에

서 발생하는 으로서 공식 문화의 수직 계를 체하는 것으로 불

평등과 연 된 것들이 제거되어 거리낌없는 사람들의 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범주인 ‘기이함 eccentricity’은 억압된 것을 나타내고 숨겨진 것

을 공 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묘사되는데,이는 고정된 정체성으로부

터 이탈을 지칭하며 개인 인 축제의 공동체 공간으로 들어감을 지칭

한다.셋째 범주를 바흐친은 ‘카니발 인 메잘리앙스(mesallianc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질 인 것과의 결합,즉 성과 속,상ㆍ하, 함과

열등함 등 모든 계와 불연속의 역을 교차하는 을 의미한다.마

100)  승룡, 아 , op. cit., p. 45.

101) Renate Lachmann, “Bakhtin and Carnival: Culture as Counter-culture”, 

Cultural Critique, 11, 1989. pp. 132-133.

102) Mikhail Bakhtin(3), The Dialogic Imagination, 승  (역), 『 편 과 민

언어』 ( 울: 창 과비평사, 1988),, op. cit., p. 361.



32

지막 범주는 ‘비속화(profanation)’로 신성 모독 이고,패러디와 같이 희

화 이며,음란하게 복 인 역을 지칭한다.103)첫째 범주인 친숙화는

본질 으로 문학의 롯과 그 상황의 조직 속에 반 되었고,주인공들에

한 작가 입장에 용되었다. 한 기이함은 구체 이미지로 형상화

된 신체표 으로 나타났으며 메잘리앙스는 신성모독 논리를 끌어들이

고 문학의 표 양식 자체에까지 향을 미쳤다.비속화는 카니발 패

러디로서 격하와 함께 표 되었다.

카니발 이미지들은 이원 이므로 교체와 변의 양극을 함께 지니

고 있다.이 양극이란 탄생과 죽음,축복과 주,칭찬과 욕설, 음과 늙

음,상승과 하강,어리석음과 명함 등을 일컫는다.카니발 사고의 두

드러진 특징은 비와 유사성에 따라 선별되는 의 이미지들이다.

한 사물을 거꾸로 사용하는 일도 다른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옷을 뒤집어 입거나,바지를 머리에 쓰거나,모자 신 그릇을

쓰거나,가구를 무기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일이다.이것은 기이함의 범주

의 독특한 표 이며 일상으로부터 이탈한 삶104)을 의미한다.

카니발이 갖는 세계 감각은 기존의 모든 완성된 것들,부동성과 원

성에 한 모든 요구들과 이며,자기 자신을 표 하기 해 역동

이면서도 가변 이고,유희 인 성격을 담고 있으면서도 불안정한 형

식들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카니발 언어의 모든 형식과 상징들은 변화

와 갱신의 걱정에 해, 는 지배 인 논리와 권 에 해 유쾌한 상

성(gay(joyful) relativity)의 의식이 나타난다. ‘독특한(거꾸로, a

l’envers)’,‘반 로’,‘뒤집은’논리, 와 아래,앞모습과 뒷모습이 끊임없

이 자리를 바꾸는 논리,그리고 패러디와 풍자 개작,격하,모독,익살

스러운 (戴冠),탈 (奪冠)과 같은 다양한 형식들이 그것의 특징이

된다.여기서 나타나는 카니발 패러디는 근 의 부정 이고 형식 인

순수 패러디와는 달리,부정 이면서도 동시에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으로,노골 인 부정은 민 문화 속에서는 거부된다.105)이것이 카니발

103) Renate Lachmann, op. cit., pp. 141-142.

104) Mikhail Bakhtin(1), op. cit.,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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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학을 연결해주었던 기본 요소들이었다.

카니발 세계 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2]바흐친의 카니발 세계

범주 내용

친숙함
familiarization

위계의 장벽으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스스럼없는 접촉

기이함
eccentricity

인간본성의 은폐된 면을 체적⦁감각적 형태에서 노출

카니발적 메잘리앙스
mésalliance

모든 가치, 사상, 현상, 사물의 이 적⦁모순적 결합

비속화
profanation

성물모독, 비속성과 세속성, 외설스러움, 성서나 격언 등의 
카니발적 패러디

2.카니발 이론의 사회ㆍ문화 배경

바흐친의 지평 속에는 심리학,언어철학,소설론,역사시학 등 다양한

인문학 상들이 상호보족 인 조명 속에서 서로 첩되어 있다.그러

나 이런 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는데,그것은 츠베탕 토도로

가 <철학 인류학 anthropologiephilosophique>에서 언 한 바 있는,

인간의 존재 상에 한 이해이다.만일 인간의 존재 상에 한 보편

인 이해의 구체 인 정신 물질 상물들을 우리가 일반 으로 문

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바흐친에게 문화란 추상 인 념의 형식이거나

는 실증 인 증의 한 측면을 통해 정의되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그

에게 문화란 끊임없이 생성되는 역동 유기체이다.바흐친의 사유는 결

105) Mikhail Bakhtin(2), op. cit.,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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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아닌 부분 문제의식이며,완결되지 않은 세계이다.바흐친의 인간

심의 우주 세계 은 그의 기 사실을 추 해 으로써 처해있던

당시 사회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

능할 것이다.

바흐친은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탈린 시 의 서사 인 국가의

공포를 개인 으로 체험한 인물이다.그는 그 공포의 시 에 자유롭고

민주화된 언어와 소설의 세계를 꿈꾸었고,서사 인 국가에 해 소설

이고 민주 인 화를 립시켰다.바흐친이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화된

언어의 세계에 살고 을 쓰며 그리고 말한다”고 언 한 사실을 상기한

다면 바흐친에게 있어 카니발의 장은 그러한 민주화된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106)

세계 문화사 반에서 1920년 의 시공간은 매우 특별하다.특히

명 직후의 러시아는 새로운 격변과 그 여진 속에서 세계 인 재정립

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창조 인 혼란기 다.정치와 문화의 구분이 없는

거 담론의 장에는 명 주도 세력은 물론 극 인 마르크스주의자에서

극단 인 형식주의자까지 다양한 사상의 인물들이 논쟁하고 있었다.이

시기에 바흐친은 문화의 세계와 삶의 세계 사이에 있는 분열을 문제 삼

았다.그는 이론 세계가 지배 인 재의 문명에서,각 개인 고유의 삶

이 갖는 역사성의 문제를 철학 혹은 학문이 다룰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

을 지 한다.107)

르네상스와 종교개 등을 거친 유럽에서는 오래 에 사라져간 카니

발 정신과 민 의 웃음이 러시아에서는 근 물과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바흐친이 제기했던 라톤의 이데아론에 담긴 언

어 술의 한계와 원리,무한한 표 가능성,아리스토텔 스의 ‘시학’의

세계에서 소외된 비속한 산문 고유의 풍자 ㆍ패러디 ㆍ 능의 언어의

잠재력,성서의 세계의 언어로 재 된 창조자와 피창조자의 원리, 세

르네상스의 민 문화 그리고 카니발에서 생겨난 정신문화와 언어의

106) 득재, 『 찐 』( 울: 문 과 사, 2003), p. 77.

107) Mikhail Bakhtin(4), 건 (역). 『 과 책 』( 울: 뿔, 2011),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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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이 모든 철학 원소를 도스토 스키의 소설 속에서 발견108)

하게 된다.이에 1929년 도스토 스키에 한 작을 발표하는데,이

때문에 바흐친은 카자흐스탄에 유배되어 6년간을 서고지기로 지내게 된

다.109)비공식 철학자 그룹에 참여한 이유로 소련의 공식 문화의

심지로부터 추방된 바흐친은 사회의 주변 에서 심으로부터 멀어

지려는 것의 해방 힘과,핵심으로부터 분리된 것들의 다양성을 인식했

다.추방되기 에도 소련 체제의 화석화의 을 간 했던 바흐친은

두 세력,즉 원심 세력과 구심 세력 사이의 갈등에 의해 결정되는

문화 기제의 개념을 발 시켰다.바로 이 구심력은 원심력의 항을

받는데,후자는 양의성을 조장하고 개방성과 일탈을 허용하고자 한다.110)

러시아 1930-40년 는 모스크바 공산주의 아카데미에서 소설이 문학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G.루카치가 그 논쟁의 심에 있었다.루

카치의 소설론은 당시 러시아 문학 장에서 상당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바흐친이 『서사시와 소설』에서 소설의 세계와 서사시의 세계

를 극명하게 립시킨 것은 30-40년 스탈린시 가 요구하던 서사시

인 세계 을 비 하고자 한 것111)이었다.바흐친은 명의 시 를 살았

고 개방성,탈 계화를 실천하던 텍스트의 행과 문화에 참여했으며 소

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증하는 폐쇄성과 고립 계화의 과정을

목격하기도 했다.그에게 있어 이러한 명의 경험, 명이 이끌어낸 의

미의 소용돌이,세상의 다원성,여러 문화와 언어 텍스트와 문학 양식

의 상호 교차의 경험-러시아 명 후기의 술의 체험과 같은-이

바로 라블 에 한 근을 가져오게 했다.1940년,라블 에 한 논문

을 제출하지만 심사는 쟁이 끝난 후로 미루어졌다.이 논문은 교수들

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 논문 심사에서 떨어졌고 결국 국가가 개입하

는 사태를 낳았다.그 후 1965년에 가서야 출 되고112)세상에 알려지기

108) Ibid., p. 126.

109) Dominick LaCapra, “Bakhtin. Maxism and the Carnivalesque” Rethinking 
Intellectual History: Text, Context, Language (역), “ 친, 마 크 주 , 

그리고  것” 『 친과 문 』( 울:문 과 지 사, 1995), p.185.  

110) Renate Lachmann, op. cit., pp. 116-117.

111) 득재, 『 찐 』( 울: 문 과 사, 2003),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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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클라크(Clark)와 홀퀴스트(Holquist)는 바흐친과 라블 에

해 명 시 의 산물이라고 언 하며,바흐친은 그의 책 체를 통해서

로부터 강제된 정체, 으로부터 변화된 욕망,옛것과 새것,공식 인

것과 비공식 인 것 사이의 계를 탐구한다113)고 지 한다.라블 연

구의 항-이데올로기를 통해서,바흐친은 이러한 양의성의 핵심 체험

의 환기하는 요소를 분석하게 된다.이러한 요소는 명기가 낳은 탈

계화에 뒤따른 명 후기의 새로운 계질서의 수립을 통해서,그리고

웅 인 것과 기념비 인 것의 성화를 통해서 발생한다. 한 그것의

높은 것과 낮은 것,그리고 소련의 세속 인 일상생활의 역으로부터

성스러운 인간(스탈린)과 성스러운 장소(크 믈린)와 성스러운 시간(

웅의 )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서 발생한다.114)

앞서 언 한 바 바흐친의 근원 화두는 그가 인문과학의 기를 극

복할 수 있는 단 가 될 ‘미 인 세계이해의 모델’로 보았던 도스토

스키의 소설이었다.그의 모든 지 인 노력은 결국 이것의 설명을 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이것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유의 체계의

확립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그가 “새로운 술 세계 모델”이라고 본

도스토 스키의 소설의 본질 특성은 다성 구조 으며 그 다성 구조

의 언어학 에서의 한쪽 토 가 메타언어학115)이었다면 세계

에서의 다른 토 는 바로 카니발이었다.라블 의 소설이 르네상스

시 의 카니발화된 문학의 정 이었다면 도스토 스키의 소설은 카니

발의 사유를 반 하는 독창 인 부활이었다.이 게 볼 때 카니

발의 이해는 바흐친이 개한 이론의 이해에 있어서 본질 인 것116)이

다.바흐친의 카니발에 한 개념에서 요한 것은 카니발은 그 형태나

의미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서

112) Dominick LaCapra, op. cit., p. 185. 

113) Renate Lachmann, op. cit., p. 117. 

114) Ibid.

115) 매크 언어 (macrolinguistics)  도 보는 , 주  언어  그것  사

는 민  문  계 과  계  다룬다.

116) 건 , “미  친  카니 과 문  카니 ”, 『독어 』, 31, 

2004. p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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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워지는 사회 기호라는 사실이다.하나의 해석 ,비평 용어로

서 카니발이 역사성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때문에 바

흐친의 카니발은 조나단 홀(JonathanHall)이 말하고 있듯이 지배 인

담론의 인 요구에 항하여 일어난 “역사 으로 주어진 기호학

탈선”117)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라블 소설에 나타난 카니발 이미지

앞서 언 한 바 바흐친은 카니발 스크를 상정하면서 라블 의 작품을

가장 카니발화된,카니발 스크 작품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라블 의 소

설을 심으로 하여 카니발 스크의 표 형식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카니발 웃음

문학의 카니발화를 살펴 에 있어 민 문화의 카니발에서 가장 두드

러지는 특성인 웃음의 상징 의미에 해 검토하는 것은 매우 요하

다.본 장에서는 카니발 웃음의 본질을 해명하기 해 민 인 웃음

문화가 가장 집약되어 있고 술 으로 인식되어 있는 라블 의 작품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세와 르네상스 시 에 이러한 웃음의 문화가 보여주는 용 과 그

요성은 실로 거 한 것이었다.웃음의 제반 형식들을 표 하는 일련의

무한한 세계는 교회와 건 세의 공식 이고 엄숙한 문화에 립하

고 있었다.바흐친은 이러한 민 들의 웃음의 문화에 해서,의식 -구

경거리의 형식들(카니발 유형의 축제, 장의 다양하고 우스꽝스러운

르스 등),다양한 유형의 골계 문학 작품들(풍자,패러디,해학,농담 등),

거리낌 없는 장 언어(욕설,취언,신을 걸고 하는 맹세나 서약,블라

117) Jonathan Hall, “Falstaff, Sancho Panza and Azdak: Carnival and History” 

Comparative Criticism, 1985,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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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18)등)의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119)하 다.서로 이질 이면서

도 세계에 한 통일된 해학 을 반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형식들은 모두 긴 하게 상호연 되어 있으며 다양하게 서로 얽 있다.

명료하고 구체 이며 감각 인 성격이 두드러진 놀이 요소가 존재하는

까닭에 ‘의식 -구경거리’형식들은 술 이며 이미지 형식들,즉 ‘연

극 -구경거리’와 유사하다.실제로 세의 연극 -구경거리 형식들은

민 ㆍ 장의 카니발 문화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으며,어느 정도

는 카니발 문화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카니발

문화의 근본 인 핵심은 결코 순수 인 연극 -구경거리 형식이 아니며,

개는 술의 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그것은 그 카니발 핵심이

술과 삶 자체의 경계선상에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질 으로 카니

발은 독특한 놀이의 이미지에 의해 형식화된 삶 자체인 것이다.120)

민속 문화에서 웃음은 카니발과 그와 련된 모든 형상을 조직하는

가장 기본 인 원칙이 된다.이러한 카니발의 웃음은 몇 가지 특징121)이

있다.첫째,카니발의 웃음은 모든 사람들의 웃음이며,공동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산물이라서 그것은 집단 인 성격을 지니기

마련이다.둘째,카니발의 웃음은 그 범 에 있어서 보편 이고도 포

이다.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용된다.웃는 사람도 웃음의 상이 된다. 의 웃음의 경우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웃음의 상보다 우월한 입장에 놓임으로써 자신을 풍

자의 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차이가 있다.바흐친의 순 히 부정 인 기

능을 지니고 있는 의 웃음을 가리켜 ‘웃음이 없는 웃음’이라 부른다.

셋째,카니발의 웃음은 자유와 하게 련되어 있다.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공 인 제도에 의해 지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비록 임시 이긴

하지만 정지된다.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일상 인 삶에서 해방되어 유

118) Blasons: 어  물과 상에   시가(詩歌)  말 , 15 경 

에  생 여 16 경에는 에 다다  문  . 특 , 여  신체  

 들  주  룸

119) Mikhail Bakhtin(2), op. cit., p. 24.

120) Ibid., p. 28.

121) 욱동, 『  상상 』 ( 울: , 2005), pp.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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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인 자유를 만끽한다.넷째,카니발의 웃음은 양면가치 인 성격

을 갖는다.그것은 한편으로는 괴 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 이고 생성 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존하

는 모든 제도의 모순과 한계성을 강조하는 카니발의 웃음은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안정된 것을 불안정한 것으로,바꾸어 놓는다.그리고

마지막으로,철학 이고 유토피아 인 성격을 지닌다.카니발의 웃음은

다른 유형의 웃음과는 달리 삶의 궁극 인 문제를 제기한다.그것은 삶

에 한 ‘유쾌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그러나 무엇보다도,카니발의

웃음이 지니고 있는 가장 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 이고 생성 인 힘에 있다.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생물학 ,

혹은 심리ㆍ생리학 행 로서의 웃음이 아니라 객 화된 사회역사 문

화 상으로 인식된 웃음이다.웃음이 가장 다양하게 하는 곳은 바로

말이다.‘일차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활용하는’시 언어 사용,즉 비

유와 더불어 언어를 통해 간 으로 웃음을 표 하는 많은 형식들이 존

재하는 바,풍자나 패러디,해학,농담,다양한 형태의 희극 인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122)

언어의 모든 측면은 비유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와 같은 모든

근법에 의해 말에 포함된 은 재해석되며 언어의 양식 언어와

사물의 계,그리고 언어와 화자의 계 한 재해석된다.언어의 여러

수 들이 다시 자리매겨지며,통상 으로 연 되지 않던 것이 인 하게

되고 통상 으로 연 되던 것에는 거리가 생겨나게 되며,친숙한 모형이

괴되어 새로운 모형이 창조되고 언어와 사유에 한 언어학 규범은

괴된다. 한 언어내 계에 고정된 한계들이 끊임없이 침범당하며,

나아가 주어진 폐쇄된 언어 총체의 경계도 마찬가지이다.123)

콜맨(Coleman)은 라블 의 소설에 하여,운문과 다양한 문체의 산

문의 혼합,서사시의 패러디,백과사 식 박학,진진한 에피소드,유모어,

시사 사건에 한 풍자 비 등을 특징 요소로 지 하고 그 성격

122) Mikhail Bakhtin(3), op. cit., p. 443.

1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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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 의미에서 메니푸스식 풍자문학으로 규정한다.124)거인의 일생

동안 펼쳐지는 각종 권력에 한 이야기를 기본 거리로 갖는 라블 의

소설에서는 각양각색의 사회 ,종교 사건들은 물론,그 사건들마다에

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많은 인물들,그리고 다양한 풍속 묘사는 물론 이

같은 다양한 주제에 상응하는 각종 언어가 빚어내는 난잡함이 표 되어

있다.여기에서 거친 입담과 같은 화의 분 기,인간의 신체에 한 열

거와 복잡한 조합이 묘사되어 작가와 독자와의 계를 의도 으로 희화

시키고 있다.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야기꾼의 사설과 함께 외설 이라 할

만한 노골 묘사와 학 지식의 과시,갖가지 말의 유희 등이 혼란스

럽게 뒤섞인 쓰기 방식125)은 다양한 문체 실험에 의한 복수 언어

체계와 카니발 이미지의 재 으로 볼 수 있다.바흐친은 라블 가 인

간의 신체를 묘사하는 데 있어 매우 그로테스크하고 카니발 인 이미지

를 사용하는 을 주목한다.이러한 라블 의 신체는 곧 생성 과정에 있

는 신체이다.126)토니 베니트는 라블 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신체에

한 이미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낯

설게 하기’의 개념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 한다.그는 인간의 신체를 극

도로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세기의 가치 을 락시키고자 시도하기

때문이다.127)

랑스 16세기 이아드(Pleiade)시 의 표 시인인 롱사르

(Ronsard)는 라블 를 진흙탕을 뒹구는 술주정뱅이로 간주하 고,17세

기 고 주의자 라 뤼에르(LaBruyère)는 그와 같은 재능의 소유자가

무분별하게 고상한 것과 상스러운 것을 뒤섞여 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

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고는 그를 인간 정신의 심연이라고 보았고,

발자크(Balzac)는 그를 피타고라스,히포크라테스,아리스토 네스,단테

를 요약한 인류의 한 정신 스승이라고 극찬하 다.문학의 순수성

을 강조한 로베르(Flaubert)역시 그의 작품을 인생처럼 신비에 가득

124) , op. cit., p. 242.

125) Mikhail Bakhtin(2), op. cit., p. 494.

126) 욱동(1), op. cit., p. 249.

127) Ibid.,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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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 다.128)

라블 고유의 이미지들은 어떤 독특하고 근본 이며,근 할 수 없는

‘비공식 특성’을 지니고 있다.어떠한 독단주의나 어떠한 권 ,어떠한

일방 인 엄숙함,사유방식과 세계 의 역에서 모든 완결성과 안정성

모든 제한 인 엄숙함,모든 기존성 기결성과도 이었던 라블

이미지들과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129)라블 특유의

술 방법은 모든 연결 계 사물과 념의 습 인 틀을 괴하고

상을 불허하는 틀과 연결 계를 창조해낸다는 에 있다.130)그리고,

한편으로는 삶의 기본 실들과 연결되고,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들을

왜곡하고 고립시켜왔던 모든 그릇된 언어 ㆍ이데올로기 껍질을 괴

하는 것과 연결되는 에서 라블 의 웃음은 기이함과 해학과 풍자와 아

이러니를 사용한 다른 작가들의 웃음과는 명확히 구분131)된다.

핀스키에 의하면,<팡타그뤼엘>에 나타나는 웃음은 주제이면서,동시

에 논증이다.라블 에게 있어서 웃음이란 삶에 한 인식을 흐리게 만

드는 격정들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우스꽝스러움의 감각과 이성은 인

간 인 본성의 두 개의 속성이다.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기분 속에 잠겨 있을 때,진리 그 자체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132)이러한 핀스키의 개념에서 요한 은 라

블 의 웃음이 지닌 양면 가치이다.이 에 해 “라블 의 웃음에서

가장 놀랄 만한 특징 하나는 웃음의 격조가 갖고 있는 다의성,즉 우

스꽝스러운 상에 한 복잡한 계이다.솔직한 조소와 변호,정체의

폭로와 환희,아이러니와 송가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이와

더불어 희극 인 것의 외 형식 기법이 아니라,바로 존재 그 자체

속의 원천들,말하자면 존재 그 자체의 우스꽝스러움인 것이다.웃음의

기본 인 원천은 ‘삶 그 자체의 움직임’,즉 생성,교체,존재의 ‘유쾌한

128) , op. cit., pp. 227-228.

129) Mikhail Bakhtin(2), op. cit., p. 21.
130) Mikhail Bakhtin(3), op. cit., p. 363.

131) Ibid., p. 444.

132) Mikhail Bakhtin(2), op. cit.,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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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성’이라고 강조한다.

바흐친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기본 인 원

칙으로 이른바 ‘물질 인 육체의 원칙’을 들고 있다.여기에서 물질 인

육체의 원칙이란 다름 아닌 인간의 구체 인 신체 그리고 그 기능에

한 원칙을 가리킨다.133)일반 문학 작품에서 꺼리는 육체의 기능,즉 성

결합,출산,배설 등의 장면들이 이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이

질 사물과 결합한다.이러한 라블 소설에 나타난 이미지를 ‘그로테스

크 리얼리즘’이라 규정하고,여기에서는 물질과 육체의 원리가 축제와 유

토피아의 보편 양상 속에 제시된다.세계는 이제까지의 상징 인간과

는 다른 물질 인간과 하게 되는 것이다.이것은 세계의 체

상을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심으로,즉 그러한 육체와의 물

질 역 속에서 구성해내려는 최 의 요한 시도이다.134)

카니발의 세계는 육체를 가진 인간을 무시하고 욕과 고행을 강요하

는 정화된 형식의 세계가 아니라,아무리 추한 것일지라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실 삶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즐기려는 정 가치 이 지배하는 세계이다.그러므로 카니발의 세계

는 웃음과 해학의 세계이고,결코 배타 이거나 괴 일 수 없다.오히

려 그것은 화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부정 가치마 도

희화시키고 용해하는 힘찬 생명력을 갖춘 상 성의 세계135)이다.바흐친

은 라블 의 문학을 일컫어 세계에서 가장 카니발 작품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이 소설은 민 들의 카니발 정신의 가장 본질 인 부분을 체

하 다는 이유에서이다.

2)라블 소설의 이미지 체계

바흐친이 분석한 랑수아 라블 의 소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133) 욱동(1), op. cit., p. 249.

134) Mikhail Bakhtin(3), op. cit., p. 365.

135) , op. cit.,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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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gantuaandPantagruel』(1534-1564)은 과장되고,거칠고,희극 인

표 의 신체묘사가 거침없이 나타난다.여기에서 묘사되는 먹고,마시고,

배설하고,임신하고,출산하는 육체에 련된 라블 이미지들에 하

여 바흐친은 ‘물질․육체 이미지’라고 정의하며,이러한 이미지들의 문

학 표 양식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으로 규정한다.136)이 술 기법

은 ‘물질 ,육체 원칙’,즉 인간의 신체 특징들에 한 묘사와

한 련을 맺는다.바흐친은 그것을 해부학 ,생리학 측면에서 본 육

체,의복,음식,음주와 취태,성,죽음,배설 등의 일곱 유형으로 분류137)

하고 있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에서는 물질과 육체의 원리가 축제와 유토피아의

보편 양상 속에 제시된다.우주와 사회,육체가 살아 있고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체와 같이 긴 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을 지 한다.이는 인간의 육체를 만물의

척도로 삼아 외부 상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발상의 환을 의

미하며,이러한 에서 보면 라블 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육체를 통

해서 바라본 육화된 세계의 모습이다.138)라블 의 작품 속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육체 자체,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이미지,그리고 성 이미지

들과 같은 삶의 물질,육체 인 원리는 양면가치 이며 상호모순 인 동

시에 기존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미완성 그 자체이며,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로테스크한 육체의 개념인 것이다.139)그로테스크 이미지들은 모

든 고 인 미학 즉 기존의 완성된 존재의 미학 인 에서 본다면,

기형 이고,기괴하며,흉측한 것에 불과하다.바흐친에 의하면,그러한

이미지들이 류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 감각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그 통 인 내용과 제재들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성

교,임신,출산,육체 성장,노년,육체의 분해와 부분으로의 분할 등은

136) Mikhail Bakhtin(2), op. cit., p. 732.

137) Mikhail Bakhtin,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1980, p. 316. ( 

, “ 블   그 크  사실주 ”, 『 어 문 연 』, 31, 1995, p. 

244. 에  재 )

138) , op. cit., pp. 229-230.

139) Mikhail Bakhtin(2), op. cit.,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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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인 특성 속에서 통 제도와 직 으로 연 을 맺으며,그로테

스크 이미지 체계의 근본 인 계기들이 된다.그리고 그러한 그로테스크

이미지들은 기존의 완성되고,출생과 성장의 모든 꺼기로부터 정화된

듯한,성숙한 인간 육체의 고 인 이미지들과 립되는 것이다.140)

① 해부학 인체 시리즈

육체 인 이미지는 장 하고,과장되며,정도를 넘는 것으로 표 되는

데,이러한 과장은 극 이며 정 인 성격을 띈다.물질․육체 삶의

주도 인 요소는 풍요와 성장과 정도를 넘는 과잉의 풍부함이다.그리고

이것들의 주도 인 성격은 격하시키는 것,즉 고상하고 정신 이며 이상

이고 추상 인 모든 것을 물질․육체 차원으로,불가분의 통일체인

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에 있다.따라서 그로테스크 리얼

리즘의 모든 형식들은 격하되고, 속화되며 육화된다.민 들의 웃음은

이 듯 물질․육체 하부와 결합되어 있었다.141)그로테스크한 육체에

서 ‘상부’는 얼굴(머리)이고,‘하부’는 생식기 ,배,엉덩이를 의미한다.

상부와 하부의 이고 상 인 의미들로써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작동한다.사람의 얼굴 즉 상부에서 몸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에서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입과 코이다. 한 그로테스크에서는 오직 튀어나

온 동자하고만 련이 있다.왜냐하면,그로테스크는 몸에서 기어 나오

고, 려 나오고,솟아 나오는 모든 것,몸의 경계들을 넘어서려 애쓰는

모든 것들에 심이 있기 때문이다.즉 몸을 늘여서 이를 다른 몸이나

외부 세계에 연결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142)이다.

앞서 말한 ‘격하’는 하체 기 들의 삶으로,배와 생식기 으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성교와 수태,임신,탄생,포식과 배설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143)한다.그로테스크 이미지는 몸의 외 인 모습만

140) Mikhail Bakhtin(2), op. cit., p. 56.

141) Ibid., pp. 48-49.

142) Ibid.,  p. 492.

143) , 『웃  미 』( 울: , 2005),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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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 아니라,피와 내장,심장과 기타 내부 기 들과 같은 내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내 모습과 외 모습은 종종 하나의 이미지

로 뒤섞이면서,그로테스크 이미지들은 본질 으로 이 인,즉 두 개의

신체를 가진 몸을 만들어 낸다.144)여기에서,육체의 각 기 들은 해부학

으로 해체되어 사용되는데,그로테스크의 이미지와 련된 크게 벌린

입,길게 내민 ,목구멍,이,콩팥,내장 등등 구체 이며 사실 으로

묘사된다.

가르강튀아의 출생은 우스꽝스러운 냉소와 함께 해부학 ㆍ생리학 세부사항들로

묘사되어 있다.“이 불행한 사건 덕분에 자궁이 느슨해졌다.아이는 나팔 을 통해 정맥

속으로 뛰어오른 뒤에 이 정맥이 둘로 나뉘어지는 상박까지 횡격막을 건 기어 올라갔

다.그 뒤에는 왼쪽으로 갈라진 정맥으로 하여 왼쪽 귀를 통해 기어 나왔다.”145)

“그의 병을 고치기 해 그의 뱃속에 가래를 가진 노동자들,곡괭이와 삽을 가진 농

부들,바구니를 가진 일곱 명의 사람이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오물을 치우는 것이다..”(제

2권 33장)

“입 안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 지게 되는 것이니,거기에는 높

은 산맥(치아),풀밭,숲,성곽이 둘러진 마을 등이 있다.팡타그뤼엘의 뱃속에서 풍겨오

는 오염된 증기 때문에 그 마을 하나에 염병이 발생한다.입 안에는 사람들이 거주

하고 있는 왕국이 스물다섯 군데 이상 존재하며 그 주민들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산

맥의 ‘이쪽’혹은 ‘쪽’으로 부름으로써 서로를 구분한다”

“이 갓 태어난 것들의 머리는 사람의 머리같이 양쪽이 약간 평평하게 린 것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공처럼 사면이 모두 둥 었다.그들의 귀는 당나귀의 그것처럼 거 하

게 머리 로 솟아올라 있었다.그들의 은 썹이 없고 게의 처럼 단단한 것이 작은

에 붙어 튀어나와 있었다.걸을 때면 그들은 머리로 서서 공 으로 발을 쳐든 채 계속

데굴데굴 구르는 것이었다.(제4권 32장)

“무시무시한 거인 랭귀나리유는 그가 평소에 먹는 음식인 풍차가 없다 하여 그 섬

의 모든 국남비,큰 솥, 라이팬,심지어는 풍로와 화덕까지도 집어삼켜버렸다.그 결과

144) Mikhail Bakhtin(2), op. cit., p. 494.

145) Mikhail Bakhtin(3), op. cit.,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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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트기 조 에 배탈이 나서 몹시 아팠다.이는 풍차의 흡수에 당연히 익숙해서

그의 의 소화력이 풍로와 화로를 제 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그가 그날 아

침 두 번에 걸쳐 배설한 네 통의 오 에서 발견된 침 물을 보면 단지와 라이팬들은

잘 소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제4권 17장)

이와 같은 해부학 분석은 정 묘사로서 등장하는 일은 결코 없으

며 투나 주먹다짐 같은 행동의 살아 움직이는 활력 속으로 끌어들여지

는 것이 특색이다.인체의 해부학 구조가 행동을 통해 드러나며,그 결

과 이를테면 인체의 구조 그 자체가 소설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다.이

러한 인체는 개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인류 체의 육체,태어나 살다가

이런 런 다양한 죽음을 거치고 다시 태어나는 비개인 인 육체이며,그

구조와 그 삶의 모든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육체이다.146)

이 시리즈는 인체의 기이하고 환상 인 측면을 묘사하기 해서 아주

다양한 사물과 상들을 시리즈 안에 도입하고 있다.소화작용,치료방

술,일상 가정용품,자연 상,농업생활과 사냥 등은 하나의 동 이고

살아숨쉬는 기괴한 형상 안에 통합되어 있다.147)사물과 상에 한 새

로운 상불허의 모형이 창조되는 것에서 우리는 리얼리즘 인 민속

환상의 논리가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를 ‘구체화’하기

한 이와 같은 해부학 이고 생리학 인 육체의 수용성의 사용을 통해

인문주의 의사이자 교육자 던 라블 는 육체의 수양과 그 조화로운

계발의 직 인 선 을 꾀하고 있었던 것148)으로 해석된다.해부학

인체의 시리즈는 음식과 음주의 시리즈,죽음의 시리즈,배설의 시리즈와

교차되기도 하는데,이는 라블 소설에서 각각의 시리즈들이 상호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의복 시리즈

146) Mikhail Bakhtin(3), op. cit., p. 368.

147) Ibid., p. 370.

148) Ibid.,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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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친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계열 의 하나인 의복의 테마는 라블

의 작품에서 빈도수는 다른 계열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독자 인 에피

소드를 형성하고 있다. 를 들어,가르강튀아의 제복에 한 에피소드에

서,바지의 앞주머니가 신화에 나오는 뿔에 비유되고,환유에 의해 바지

앞주머니가 성기를 가리키며,맛있는 과일과 푸른 과일나무에 계되는

일련의 수식어에 의해 묘사됨으로써 성기와 식물과 음식의 이미지가 결

합되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종종 나타나는 음식의 의

인화는 보다 희극 인 요소를 극 화시키고,나머지 비극 인 요소와 결

합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연출하게 된다.의복에 한 시리즈의

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용하 다.

셔츠를 만드는 데는 샤텔로산 천 1천9백 온느(길이의 단 ,1,188미터에 해당한다),

사각형으로 겨드랑이 아래쪽을 는 데 2백 온느가 사용되었다..윗 고리를 만드는 데는

흰 공단 1천8백13온느,어깨끈에는 1천5백9마리 반의 개가죽이 사용되었다149)

바지 앞주머니(braguette:바지 앞쪽에 삼각형의 주머니 모양으로 붙인 일종의 성기

가리개를 가리킴)를 만드는 데는 16하고 4분의 1온느의 같은 천이 사용되었다...그 부분

에는 반아치형의 걸침 벽처럼 두 개의 근사한 고리를 멋지게 달았는데, 고리는 오

지만한 크기의 커다란 에메랄드가 박힌 두 개의 칠보 갈고리에 걸려 있었다.150)

신을 만드는 데는 짙은 푸른색의 비로드 천4백 6온느가 사용되었다....창은 구 꼬

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1천1백 마리분의 갈색 암소가죽이 사용되었다151).

그의 모자 장식은 무게가 육십팔 마르크에 이르는 황 에 그만한 크기의 칠보

형상이 붙은 것이었는데,거기에는...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머리와 네 개의 팔,네

개의 다리,두 개의 엉덩이를 가진 사람의 몸이 그려져 있고...

목에는 2만5천63마르크의 에 용을 새기고 꺾은 커다란 벽옥이 박힌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는데 체가 빛과 채가 둘러싸여 있었다.

149) François Rabelais, Gargantua and Pantagruel, (역), 『가 강 아 타그

엘』( 울: 문 과지 사, 2004), p. 52.

150) Ibid., p. 53.

151) Ibid.,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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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장갑을 만들기 해서는 작은 요정 가죽 열다섯 장,가장자리 장식에 늑 인간

가죽 세 장이 사용되었다.

그의 왼손 집게손가락에 타조알만한 크기의 석류석을 순 에 멋지게 박은 반지를 끼

었다...오른쪽 넷째 손가락에 낀 나선형으로 만든 반지에는 순도 높은 홍옥과 뾰족하게

깎은 다이아몬드와 피손 강에서 나는 에메랄드가 박 있었는데 값을 매길 수 없을 정

도 다.

속옷 에는 커믈로 천으로 된 아름다운 가슴받이를 했다.그 에 흰색,붉은색,황

갈색,회색 등의 타 타 천으로 된 불룩하게 부푼 치마를 입고,그 에 벌 무늬의

실 자수를 놓은 긴 웃옷을 입거나 기분과 날씨에 따라 새틴,다마 천,오 지색,황갈색,

록색,재색,푸른색,밝은 황색,진홍색,흰색의 비로도로 된 옷을 입었고,축제에 따라

서는 실을 넣은 나사나 은실,카르티유 실을 넣거나 수를 놓은 천으로 된 옷을 입기도

했다.

팡타그뤼엘은 뉘르주가 원하는 로 반바지의 앞주머니의 길이를 3피트로 하고,둥

근 모양 신에 사각형으로 만들게 한....

와 같이 의복의 시리즈는 ‘물질화’의 한 시리즈로,여기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색상과 재료에 한 열거와 묘사,과장된 라

블 식 수 표 이 있다.인물들의 의상을 묘사함에 있어,근실,은실,

비로드,새틴,타 타, 이스,자수,다양한 가죽과 모피,깃털,각종 보

석류 등의 ‘값비싼’재료들이 반복 으로 열거되고 있다..

③ 음식과 음주,취태 시리즈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물질 삶의 표성을 띄는 음식과 술(음료)의

이미지는 실계를 나타내는 매개인 동시에 엄숙함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의지이다.이 소설은 ‘작가의 머리말’부터 주정뱅이에서 보내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으며 작가는 주정뱅이들에게 그의 작품을 바치고 있다.이

작품의 많은 에피소드들은 음식과 음주 시리즈와 련되는데,이 시리즈

도 해부학 인체의 시리즈와 같이 고도로 상세하며 한 과장되어 있

다.어느 경우에나 극도로 다양한 채 요리와 주요리가 그 과장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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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하게 밝 지면서 지극히 세 하게 묘사된다. 를 들면,가스테르

의 섬(밥통)을 묘사할 때는 온갖 종류의 요리와 채요리가 매우 세심하

게 묘사되어 두 장 체(제4권 59장과 60장)가 이 목록에 바쳐진다.152)

온갖 종류의 사물, 상,개념이 음식과 음주의 시리즈와 연결되는데,

이 항목들은 기존의 에서 보자면 그 시리즈와는 상 이 없는

것들이며,일상 인 사물의 배열방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항목들이

다.이를테면,소설에서 가톨릭과 신교와의 싸움은 ‘소시지’들의 싸움으로

묘사된다.소시지의 시리즈는 극히 세 한 것으로서 연속성에 한 묘사

에서 기괴한 집착을 통해 발 된다. 한 ‘소시지’들과의 투를 비하

면서,수도사 쟝은 요리사들과 맹약을 맺는다.거 한 암퇘지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철 히 무장된다.암퇘지는 호메로스식의 서사시 문체를 패

러디하는 문체로 묘사되며 암퇘지 안에 들어간 모든 요리사와 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데 여러 페이지가 할애된다.153)

라블 는 자주 음식과 음주 시리즈를 수도사의 기도나 수도원,교황의

포고 등등의 종교 개념 내지 상징과 히 연 시킨다. 한 성스러

운 미사 겸 음식의 시리즈는 배설의 시리즈와 육체 ㆍ생리 시리즈와

교차된다.이러한 음식,음주,배설과 성행 의 시리즈에 종교 개념이

나 상징을 도입한 것은 물론 라블 가 처음은 아니다. 세 말기의 문학

에 나타나는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패러디 종교문구,즉 복음의 패러디

나 기도문의 패러디 등은 갖가지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

을 터이다.154) 한 음식과 음주의 문화는 가르강튀아의 양육을 설명하

는 동안 내내 상스러운 폭식과 조되어 표 되기도 한다.이러한 음식

과 음주의 시리즈는 그 기괴한 발 을 통해 사물과 상 속에 존재하는

낡고 거짓된 모형을 괴하고 세계를 물질화하는 새로운 모형,살과 피

로써 구체화된 모형을 창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155)

152) Mikhail Bakhtin(3), op. cit., p. 378.

153) Ibid., p. 378.

154) Ibid., pp. 382.

155) Ibid., p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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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기 에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는 “ 순 여덟 명의 노새 몰이꾼이 각각

소 을 잔뜩 실은 노새 한 마리씩 그 목덜미를 잡고 나온다.그 뒤에 햄과 훈제된 소

꾸러미를 실은 아홉 마리의 단 낙타와 소 에 인 장어를 실은 일곱 마리의 낙타

가 나오고,그 다음에는 부추와 마늘, 를 가득 실은 스물다섯 의 달구지가 나온다”

이상과 같은 짜고 목마르게 하는 채요리의 시리즈 뒤에 팡타그뤼엘 본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다.

“...루뒤 아와 꼬르 이유에서 가져온 400마리의 식용 수탉과 즙이 많은 다른 종류

의 닭 1700마리,600마리의 어린 암탉과 같은 수의 비둘기,600마리의 뿔닭,1400마

리의 토끼,300마리의 능에...”(제1권 37장)

“ 능하신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건 ,우리 이제 어디 하고 신성한 부엌으로 옮

겨가서,꼬챙이가 돌아가는 것과 고기 덩어리가 쉭쉭거리는 소리,베이컨 기름의 치,

수 의 온도,후식 비,포도주 주문을 살펴 시다.‘사는 동안 좋고 깨끗하게’일과 기

도서에 이 게 되어 있지요”(제4장 10장)

“이 게 삼켜진 순례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맷돌같이 생긴 그의 치아 밖으로 도망치

려고 했는데,자신들이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때 가르강튀아

가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마시자,그들은 그의 입 안에서 익사하는 알았는데,포도주

의 격류가 그들을 그의 속의 심연으로 거의 휩쓸어갈 뻔했던 것이다....”(제38장)

라블 이미지의 각 유형들이 상호 긴 히 연결되어 있다고 언 한

바,음식의 시리즈 역시 죽음의 시리즈와 교차되거나,성의 시리즈,배설

의 시리즈와도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실제 상황 속에서의 음식,술,

성행 는 개인 인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하게 개인 이고 일상 인

사건이 되며,특수하게 사소한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실의 하찮고 단

조로우며 ‘천한’부분으로 된다.다른 한편,이런 모든 구성요소들은 한

종교 제의와 고상한 문학장르 여타 이데올로기 장르에서 고도로

잖게 각색된다.156)이러한 행 들은 추상 상징의 성격을 띠게 되며

복합체의 구성요소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고리까지도 추상 이거나 상

징 으로 된다.이것은 마치 그것들이 있는 그 로의 일상 실과의

156) Ibid., p. 415.



51

모든 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157) 라블 는 공식 인 문화에서 먹

고 마시는 행 가 이념 으로 부정 이고 비건설 인 것이라는 것을 인

식하고,상스러운 폭식과 취태라는 형태를 통해 이것의 고귀한 요성을

정하고 이념 으로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라블 의 소설에서 팡타그뤼엘 향연158)의 이미지는 아주 요한 의

미를 지닌다.음식과 음료의 시리즈에서 빌려온 메타포나 수사구의 형태

를 포함해서,소설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거의

단 한 쪽도 없을 정도이다.159)팡타그뤼엘 인 향연(만찬)은 언제나 식탁

을 지키고 앉아 있는 게으름뱅이와 폭식가들의 만찬은 결코 아니다.향

연은 노동이 끝난 뒤에 한가한 녁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것으로,노동

시간 의 오찬은 간단해야 하며,이를테면 실리 이어야 한다.라블 는

먹고 마시는 일의 무게 심은 원칙 으로 녁만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제1장 23권)이러한 향연에는 빵과 포도주,각종 고기를 먹는

가운데 는 그 직후에 특유의 담소가 이루어지는데,그 담소는 지가

있는 것이면서도 웃음과 말장난으로 가득차 있다.160)향연의 이미지는

모든 민 ·축제 오락에서 필수 인 요소이다. 세의 향연

(symposium)161)은 고 와는 다르게 부분의 경우 철학 인 담화나 토

론은 없었다.성스러움과의 자유로운 놀이,이것은 세 향연의 기본 내

용이다.그러나 이는 단순히 염세주의나 숭고한 것을 비하하며 느끼는

유치한 만족감과는 다른 것이다.만약,민속 기원의 모든 향연 이미지들

속에 담긴 승리의 축하라는 깊은 정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우

리는 그로테스크 향연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물질,육체 힘에 한 인식이 이와 같은 향연을 통하고 있는 것이

다.162)바흐친은 향연 없이는 어떠한 본질 인 희극 장면에 성립하지

157) Ibid., p. 416.

158) Ibid., p. 384.

159) Mikhail Bakhtin(2), op. cit., p. 430.

160) Mikhail Bakhtin(3), op. cit., p. 385.

161) 친  원문에 ,  연  pirshestvo 는 러시아 , 고  연   

symposiun( 어, symposium)  어 다. 

162) Mikhail Bakhtin(2), op. cit., p.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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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향연의 이미지들,즉 음식과 음료,꿀꺽 삼

키는 이미지들은 민 축제의 형식들과 직 으로 연결된다.향연의 담

화는 보편 인 동시에 유물론 이다.그 기 때문에 그로테스크 향연은

세상에 해 순수하게 념론 이고 신비주의 이고 욕 인 모든 종류

의 승리를 패러디하여 풍자 으로 개작하고 비하한다. 세의 그로테스

크 향연에는 거의 부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여 풍자 으로 개작한

요소들이 있다.문학에서 이러한 향연의 이미지163)는 ‘연회 자유사상’

의 성격으로서,음식과 술이 말을 해방시키며,텍스트들이 자유로운 일상

회화체로 일상 세태의 풍자하는 방탕한 이미지로 표 된다.다시 말해서

축하하는 시간,유쾌한 시간이며,갖가지 음식·음료의 상세하고 구체 인

묘사,먹고 마시며 만취한 인간상이나 식가 등 풍요로운 이미지와 함

께 비하된 텍스트와 외설 요소가 함께 구성된다.공포와 경건함으로부

터 해방된 연회 담론은 세문학과 민 문화의 통에서도 커다란 역할

을 해 왔으며,라블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향연 이미지들 역시 여

히 풍부한 의미를 담고서 술 으로 생산 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164)

④ 성 시리즈

성 인 테마는 매우 노골 이기는 하지만 외설 이라기보다 해학 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성 인 일화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에 의해

과장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지만,민속의 통 가치 에 따라 성에

한 난잡하거나 병 인 탐닉과는 거리가 먼 천진하고 밝은 서민 인 해학

을 담고 있는 것이다.보주르(MichelBeaujour)의 지 로 라블 소설

에서 성에 한 이야기는 에로티시즘이나 포르노와는 그 성격이 다르

다.165)그 이유는 성에 한 묘사가 사실 인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163) François Rabelais , op. cit., 참 .

164) Mikhail Bakhtin(2), op. cit., p. 442.

165) , op. cit.,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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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희화되어 있고,성의 문제가 생식이라는 목표와 출생,성 결

합,죽음이라는 순환의 사이클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블 작품

에서 노골 인 외설에서부터 미묘하게 감추어진 애매한 표 에 이르기까

지, 외설 인 농담과 에피소드에서부터 성 능력,정액,생식과정,결

혼,성차별의 기원이 지니는 의의에 한 의학 ㆍ자연 논술에 이르기

까지 아주 범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66)심지어는 세계 인

지리 공간이 외설의 시리즈 안에 끌여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빠

뉘르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주피터는 세계의 삼분의 일이나 되는 부

분,즉 유럽과 성교를 한 도 있다.”(제3권 12장)한편 이 주제들 에

외설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뿔’(서양에서 뿔은 부정한 아내를 가진 남

편의 머리에 돋는 것으로 되어 있다)의 주제가 있다.뿔과 아내의 정

이라는 주제는 이 모든 에피소드와 화,언설에 등장하며,그 주제는 다

시 주제상의 는 언어상의 유사 을 통해 성 시리즈의 온갖 주제와

모티 를 이야기에 끌어들인다.그 로 의사 롱디빌리스의 언설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끊임없는 성 욕구에 한 논의나 혹은

뿔돋음과 여성의 정 에 련된 고 신화의 개 을 들 수 있다.(제3권

31장과 12장)167)

“우리는 더욱 더 존경심을 보이고 싶은 거요!”그들은 답한다.“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미 다 결정되었소.우리는 교황의 벗은 엉덩이와 그리고 다른 부 에도 입을 맞출 것

이오.왜냐하면 교황,우리의 성부도 그런 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오. 한 교황교

서에 그 게 있소.그 지 않으면 교황이 될 수 없는 것이오.실상 우리의 신묘한

교황교서 철학에는 이것이 필연 인 귀결이라고 되어 있소!...”(제4권 47장)

“내가 가만 보니 이 도시에서는 여자가 돌보다 니다.그러니 여자의 그것들로 성벽

을 쌓으면 되는데,가장 큰 것들은 첫 에 놓고 그다음엔 당나귀 등 모양으로 간 크

기,마지막에 제일 작은 것들을 배열하는 식으로 쌓아 올려서 건축술에 맞게 칭을 잘

이루게 합니다.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코드피스(codpiece)속에 든 단단한 단검들을 멋지

게 그 틈을 메꾸는 것입니다.”(제2권 15장)

166) Mikhail Bakhtin(3), op. cit., pp. 388-389.

167) Ibid.,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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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블 는 성 시리즈를 통해 세계상을 물질화하고 구체화한다.이에 따

라 문학작품 속의 통 인 인간상도 근본 으로 변화한다.이 인간상은

인간의 삶의 ‘비공식 인’이고 언어외 인 역에 보탬이 되도록 재구성

된다.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체로서의 인간이 언어

를 통해 표면화되고 조명되는 것168)이다.

⑤ 배설의 시리즈

배설의 이미지는 상의 부정 인 측면을 드러내거나,다른 이미지들

과의 결합으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효과 으로 사

용된다.특히 이 테마는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논리 개로 바흐친의 카

니발 세계에 나타나는 기존의 권 에 한 속화를 통해 사회 통념과

가치가 도되는 형 인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이 시리즈는 먹기와 마시기,소변보기의 과정과 히

연 된다.33장에는 팡타그뤼엘의 질병과 치료에 한 이야기가 나온다.

팡타그뤼엘은 소화불량에 걸리는데,그가 아 동안 배설했던 많은 뜨거

운 오 은 랑스와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에 흘러 치유의 효력이 있는

온천을 만들었다.여기에서 팡타그뤼엘은 다시 오 이라는 유쾌한 육체,

우주 인 자연력의 화신으로 등장한다.169)배설의 시리즈 내부에서 라블

는 ‘지방 신화(localmyth)’의 시리즈를 구축한다.지방 신화는 지리

공간의 기원을 설명한다.모든 장소에 그 이름을 시작하여 지형의 윤곽,

토양,식물군의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에 한 설명이 뒤따르

며,이러한 설명은 그곳에서 발생하여 그 장소에 이름과 지형특색을 부

여한 사건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이것이 역사를 통해 공간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여온 모든 지방 신화와 설화의 논리이다.라

블 도 패러디 차원에서 그러한 지방 신화를 창조한다.170)

168) Ibid., p. 392.

169) Mikhail Bakhtin(2), op. cit., p.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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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선의 씻개는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아기 거 로 명된다.“깃털의 부드러

움과 거 의 온기에서 놀라운 쾌감이 느껴지며 이 느낌은 엉덩이의 장(腸)과 다른 내장

을 통해 심장과 뇌에까지 미친다.”뒤에 가르강튀아는 던스 스코투스 사보의 의견‘에

의거하거 웅들의 반신반인들이 이상향에서 경험하는 천상의 행복은 바로 그들이 아기

거 로 을 닦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수도사 쟝은 교서로 을 한번 씻었다가 치질에 걸린 경험이 있다.빠늬르쥬는 교서

를 일고 나서 심한 치질로 고생을 했다 (제4권 52장)

“이 섬에서는 아무도 침을 뱃거나 소변을 보지는 않으나 방귀를 단히 많이 다.

가장 흔한 병이 의 팽창과 복통이다.그 치료법으로 그곳 사람들은 다량의 구풍제를

쓰고 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흡각을 사용한다.그들은 모두 가 부어올라 죽는데 그

것은 꼭 수종과 흡사하다,남자들은 큰 소리로,여자들은 소리없이 방귀를 며 숨을 거

둔다.이 게 하여 그들의 혼의 뒷길을 통해 떠나간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멋진 앞주머니를 열고 그의 물건을 꺼내서 공 에 쳐들고 신

나게 오 을 싸서 여인네와 아이들을 빼고 26만4백18명을 익사시켰다.그들 몇몇은

날랜 걸음으로 으 오 홍수로부터 탈출하여 학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땀을 흘리

고 기침을 하고 침을 뱉고 헐떡거리며 어떤 자들은 성이 나서, 어떤 자들은 웃으며

신을 모독하거나 욕설을 퍼부어댔다.”성모님 맙소사,우리는 웃음으로 흠뻑 젖어버렸어!“

그래서 그후로 이 도시는 리171)라고 불리게 되었다.”(제1권 17장)

“나는 앞서 말한 온천들의 열이 원인이 무엇인지,그것이 물 속에 들어 있는 사,

유황,명반, 는 석 때문인지를 놓고 논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수많은 미친 철학자

와 의사들을 보고 매우 놀랐다.해답은 간단한데,이 온천들이 뜨거운 것은 선량한 팡타

그뤼엘의 뜨거운 오 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상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제2

권 33장)

배설물은 무엇보다도 익살맞은 물질이자 육체 인 것172)이다.모든

고상한 것들을 격하하며 육화하는 데에 이보다 더 한 물질은 없다.

170) Mikhail Bakhtin(3), op. cit., p. 388.

171) ‘웃  par rys’ 는 가 강 아  말에  리 Paris 는 도시  

다는 재미 는 다.

172) Mikhail Bakhtin(2), op. cit.,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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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모든 물질ㆍ육체 하부의 이미지들처럼,양면가치 이다.이

러한 이미지들은 격하시키고 죽이며,동시에 출산하고 재생시킨다.즉 축

복하면서 동시에 격하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이미지들 속에는 죽음과 탄

생,출산과 임종의 고통이 서로 뗄 수 없이 강하게 교착되어 있다.173)동

시에 여기에는 웃음과 서로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다.배설물의 이미지

에 나타난 죽음과 출생은 그 쾌활하고 익살맞은 양상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라블 의 이러한 분변학 이미지는 생식력,비옥(肥沃)과 연결되

어 있으며,이는 지와 육체의 계 속에서 악한 육체의 결과이기도

하다.

➅ 죽음 시리즈

죽음이라는 역설 상황은 라블 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살육의

장면에서 그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살육 장면에서 인체의 각 기

이 해부학 목록에 따라 나열되면서 동작의 신속함과 함께 역동 인 움

직임을 보여 다.여기서 이 장면에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마치

경쾌한 유희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라는 비극

성격을 아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죽음의 모습 역시 인간의 육체

가 기 별로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화된 이미지를 통해 표

된다.출생 장면 역시 인체기 들이 해부학 으로 나열됨으로써,매우

사실 인 묘사로 개되지만,축제 분 기,갖가지 음식의 이미지와 결

합하여 상황의 희극성을 높이고 있다.

라블 작품에서는 언제나 죽음을 포용하면서 그에 한 승리를 거두

는 삶의 시리즈 안에서 죽음의 물질 측면을 그린다.그리고 라블 는

죽음을 ‘그냥 어쩌다가’일어나는 것으로 그릴 뿐 그 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결코 없다.죽음의 시리즈는 작품에서 거의 기괴하고 우

스꽝스러운 차원으로 등장한다.이 시리즈는 음식과 음주,배설,해부의

시리즈와 교차하며,무덤 머의 세계라는 문제에 한 탐구도 같은 차

173) Ibid.,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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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이루어진다.174)죽음은 해부학 이고 생리학 인 나라한 명확

하고 정 하게 사실로서 묘사된다.그 일반 인 어조는 기괴하며 때에

따라 죽음의 이런 런 희극 측면이 강조된다. 를 들어,소설에서 팡

타그뤼엘의 출생은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아이가 무

크고 무거워 어머니가 깔려 질식해 죽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가르강

튀아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을 얻은 기쁨을 함께 맛보며 소처럼 울

다가 송아지처럼 웃는 진풍경을 연출하는데,이와 같은 팡타그뤼엘의 출

생 장면에서 죽음과 탄생,술과 음식 등의 요소가 긴 히 연결됨으로써

죽음이 본래의 비극 색채를 상실하고 즐거운 웃음의 세계 속에 용해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짐나스트)는 재빨리 휙 돌아서면서 트리뻬에게 달려들어 그를 칼끝으로 휘둘러

찔 다.그리하여 선장이 그의 상체에 달려드는 순간 단칼에 그의 와 결장 그리고 간

의 반이 꿰뚫렸다.트리뻬는 땅에 쓰러졌고,그와 동시에 네 이 넘는 국물이 쏟아

졌으며,그 국물에 섞여 그 혼도 쏟아졌다.”(제1장 35장)

“외드몽은 그 지 못했으니 그의 말의 오른쪽 다리가 운 채로 빠져 죽은 뚱뚱한

건달녀석의 불룩한 뱃속에 무릎까지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다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

기 때문이다.그는 가르강튀아가 막 기로 그 악당의 나머지 내장을 꺼내 물 속에 쏟아

부은 다음에야 다리를 빼낼 수가 있었다. 한 (이는 수의학상의 기 이다!)그 말의 다

리는 그 뚱보 멍청이의 내장에 닿는 바람에 종기가 치료되었다.”(제1권 36장)

“빠뉘르쥬는 그 돛배 에 노를 손에 들고 서 있었는데 그가 이 게 서있는 목 은

양치기 목동들을 돕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에 기어올라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데

있었다...한 그는 이승과 승의 축복에 한 수사 인 설교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이 물의 골짜기에서 계속 사느니 승으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설교하고 있었

다....”

“에드워드 4세의 형제인 클래런스 공작의 죽음은 죽은 자 스스로에게도 유쾌한 죽음

이다.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처형할 방법을 고르게 된다.”그는

백포도주 통에 빠져 죽기를 선택했다!“”(제4권 33장)

174) Mikhail Bakhtin(3), op. cit.,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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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언 한 바,라블 의 이미지 속에서 죽음과 웃음,죽음과 음식,

죽음과 술이 흔히 함께 제시되고 있는 양상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은 죽

음의 배경이 언제나 유쾌한 것이라는 사실이다.죽음의 희극성은 외

표 에서 는 내 상황에서 두 형태로 개된다.여기서 묘사하는 어

조와 문체,형식에서 웃음이 나타나고,이는 죽음과의 직 인 언어 ,

소재 연결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바흐친은 라블 의 태도는 죽음에

한 담담하고 정확한 해부학 이고 생리학 인 분석이며,라블 의 웃음

은 죽음의 공포와도 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175)한다.죽음의 문제

는 카니발 인 문학에서 주목하는,인간의 본질 인 물음이며 주된 주제

이다.개별 이고 개인 인 차원의 삶과 죽음이 아닌 사회 ㆍ역사 삶

속의 한 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라블 이미지는 이와 같

은 카니발 개념을 반 하는 형 인 로 악된다.

지 까지 라블 이미지를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앞서 언 했던

카니발의 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특징 으로,

모든 요소들은 상호 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각 특성들은 바흐친의

카니발 세계 으로 설명 가능하다.

인간의 삶 자체를 자연의 순환주기 속에서 이해하는 카니발 세계

에 의하면,인간의 출생,성장,노쇠,죽음이라는 것이 밤낮이나 계 의

변화,곡식의 종으로부터 수확에 이르는 과정과 다를 바 없는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재생을 비하는 단계

이며,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죽은 자의 자리는 메꿔지고 자연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이어진다.그러므로 개인의 의식이 체

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음이 개인의 소멸에 한 비극 인

식에 이르지 않는다. 한 카니발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자연 속에

서 고유의 역을 갖고 있듯이 인간의 삶을 이루는 각 요소들에도 동등

한 가치가 부여된다.계 사회의 인 질서와 가치 기 이 인간의 삶

175) Ibid., p.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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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동물 본능을 추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식 문화의 역에

서 배척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언어와 사물의 계도 본래의 직 인

인 성을 상실하게 되지만,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먹고 마시는 것만

큼이나 배설과 성 인 결합도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당연히 동등한 가치

를 인정받았던 것이다.이러한 에서 보면 카니발이 보여주는 거꾸로

된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원래의 민 의 삶의 모습이었고,카니발의 언

어 역시 언어와 사물의 자연스러운 결합 계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

다.따라서 라블 소설의 그로테스크한 사실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낯설

고 격 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민 문화의 원류와 직결된 것이며,언어

와 사물의 계를 본래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결합 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176)이다.

[표 3]카니발 스크의 개도

4.카니발 스크의 특성

1)철학성

176) , op. cit.,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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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화된 문학의 요건 하나는 시 성,시사성,본질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포 하여 철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앞에서 언 했듯이,

바흐친은 메니페아의 하나의 특성으로 시사성을 언 하며,이념 난문

제에 해 날카롭게 반응하는 나름 로의 고 인 ‘ 리스틱 장르’라

고 명명하 다.루키아 스의 풍자에서 동시 의 여러 철학 ,종교 ,

이념 ,학문 학 방향과,동시 아니면 바로 그 이 시 에,사

회 이념 생활의 모든 역에서의 사색이 나타나고, 한 그 시 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한 암시로 가득 차 있다177)고 밝히고 있다.

라블 의 근본 과제는 시 와 사건들의 공식 인 그림을 무 뜨리고

이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 의 비극이나 희극을 장에서 웃는 민 들

의 합창이라는 에서 조명하는 것이다.이것은 동시 와 동시 사건

들에 한 공식 개념들을 무 뜨리면서 그 시 를 과학 으로 분석하

는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그는 개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

들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178)이다.

팡타그뤼엘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사실 이며,개별 인,즉

명명의 특성을 지닌다.이는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과 사람들의 세

계인 것이다.추상 보편화와 보통명사화, 형화의 요소는 최소한도로

억제된다. 한 이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장소ㆍ지형학 인 특징 역시 주

목할 필요가 있다.라블 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에,여러 지방이나 도시

의 실제 지역 특성 어떤 지역의 진기한 사건이나 설을 끼워 넣으

려고 노력한다.179)라블 는 끊임없이 그가 보았으며 역사 으로 유일한

상들을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동시 인들과 공유하 던 라블 의

진기한 사건,진기한 물품,진기한 일에 한 특별한 심은 이러한 상

들의 변형에서 나타난다.180)

<팡타그뤼엘>에서 주인공이 탄생하는 장을 보면,끔 한 무더 와 가

177) Mikhail Bakhtin(1), op. cit., p. 175.

178) Mikhail Bakhtin(2), op. cit., p. 671.

179) Ibid., p. 675.

180) Ibid., p.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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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일반 인 갈증이 묘사되어 있다.라블 에 의하면 이러한 가뭄은 “36

개월 3주일 4일 약 30시간(아니,좀 더 길었을지도 모른다)동안”지속되

었다.이러한 사실은 라블 동시 인들의 회고록을 보면 잘 나타나 있

다.<팡타그뤼엘>을 쓰던 1532년,실제로 미문의 가뭄이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라블 는 다만 이러한 실의 범 와 정확성을 과장

했을 뿐이다.181) 다른 로,<제4권>이 여지던 당시에는 교황의 강

요에 반 하는 랑스의 항이 첨 해지고 있었다.이는 교황령에

한 부분(45-46장)에 반 되어 있다.이 부분이 여질 때 이 은 거의

공식 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왕권의 갈리아 정책과 일치하 다.한편,

실제 정치 사건들에 한 암시는 소시지 쟁 에피소드(제네바 칼뱅주의

자들의 투쟁)이나 폭풍 에피소드(트 트 Trent회의)와 같은 요한 에

피소드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182)

실을 담아 확장시킨 역은 라블 소설의 모든 이미지들,이들은

모두 가장 실 인 당 정치 사건들 정치 문제들과 련되어 있다.

정치 이며 실 인 문제들은 <가르강튀아>로부터 시작해서 소설에

걸쳐 매우 본질 인 역할을 한다.직 인 테마 이외에도 그 시 의 다

양한 정치 사건들과 다양한 활동가들에 한 어느 정도 분명한 암시로

가득 차 있다.183)이러한 이미지는 이 역사 사건의 요소를,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세계의 커다란 총체에 여하게 만든다.라블 의 작품은 그

시 에 한 평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실 인 당면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라블 이미지들의 문제의식은 다른 어떤 평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서,동시 와 당 의 한계를 뛰어 넘는

다184)고 바흐친은 평가하고 있다.

소설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재성’을 갖는다.‘재성’은 체험되는

것으로서의 시간,그 시간과 과거의 계,그 시간이 언제나 지향하는 가

까운 미래의 가치 등에 한 감각을 말한다.“ 재는 이른바 ‘체성’의

181) Ibid., p. 672.

182) Ibid., p. 690.

183) Ibid., pp. 685-686.

184) Ibid., p.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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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볼 때 본질 으로도 원칙 으로도 미결정 이다.그래서 재

는 본성상 연속성을 요구하고,미래를 향해 나아가며,능동 이고도 의식

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그 미결정성은 더 확실하고 필요불

가결한 것이 된다.”이 게 볼 때 재성은 결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

고 있는 완 한 구조가 아니다. 재성은 ‘결코 체가 아니’고 늘 산만

하며,이 산만함이 그 정체성의 본질을 이룬다.

재성은 여러 상이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한 본성

상 열려 있다.그러므로 재를 소 해서, 재가 궁극 으로 나아가게

될 지 에서 재를 히 서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소설에서 롯은

여러 가능한 롯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바꿔 말해서 소설

이 잠재력을 실 할 때 사건,인물,세계도 자신의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다.

재성과 가까운 미래에 한 소설 감각은,그것이 괴테의 것이든

도스토 스키의 것이든 바흐친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요하다.그

로 인해 “ 술 .이데올로기 의식에서 시간과 세계가 처음으로 역사

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처음에는 여 히 불명료하고 혼란스

러울지라도 시간과 세계가 생성으로서,즉 실제 미래로의 부단한 운동으

로서 개되기 때문이다.”톨스토이가 이런 의미의 소설 잠재력을 가

장 잘 발 시킨 작가일 것이다.톨스토이는 변호를 진 인 생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각각의 순간에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았고,그 순간을 근본

이면서도 결정 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도 않았다.괴테,도스토옙

스키,톨스토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미래가 열려 있지 않다면,그리고

재가 실제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개되어야 할 혹은 아직 개되지

않은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실제 인 역사성의 감각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능한 미래는 서사시나 기타 장르에서 통용되는 언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세계에서만 악될 수 있다.이것은 불확실한 측이 무지

의 범주로서 사유하는 소설의 특징이다.소설에서는 인식이 언제나 진정

한 문제가 되며,그래서 소설을 심각할 정도로 인식론 인 장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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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하는 세계에서 인물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

다.소설 속 주요 인물들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게 되며,그래서 그

들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결코 완 히 소진해버리지

않는다.매 순간 오래된 잠재력들은 쇠퇴해서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인식되며,오직 일부만이 실 될 수 있을 분인 새로운 잠재력들

이 존재하게 된다.이때는 다른 잠재력들이 사라져버리고 훨씬 더 새로

운 잠재력들이 생산되는 것이다.인간은 늘 자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서사시의 주인공은 그의 운명이고,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일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그 운명 밖에서는 서시시나 비극의 주인공은 아

무것도 아니다.그러므로 그는 숙명이 그에게 부여한 롯의 기능이 된

다.그는 다른 운명이나 다른 롯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만약의 것’에 해 상상할 것을 요구하며,그래서 소설가

들은 때때로 ‘만약의 것’을 소재로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소설의 가장 기본 인 주제 하나는 바로 주인공이 숙명이나 상황

에 부 합하다는 것이다.개인은 그의 숙명보다 크거나 그의 조건보다

작다.그는 한꺼번에 서기,지주,상인,약혼자,질투심 많은 연인,아버지

등이 될 수 없다. 심 인물은 외부와 긴장 계에 있는 내부,즉 주 성

을 갖고 있다.그래서 그는 그가 자신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외

부에서 묘사될 수 없다.여기에서 바흐친은 심미 행 에 있어서 자

와 주인공에서 논의된 자신을 지각하는 의식의 딜 마를 개한다.인물

의 깊숙한 내부에는 잠재력이 존재하는데,이런 잠재력이 소설에 의해서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결정 재와의 구역”이나 시간

에 한 소설의 새로운 감각 때문이다.모든 실 되지 않은 잠재력과 실

되지 않은 요구 를 통해 악되는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의 본래

됨됨이가 아니라 그의 가능한 상태이며,부분 으로는 미래를 재료로 만

들어진 창조물이다.즉 미래가 존재하는데,이 미래는 불가피하게 개인에

게 의존하고 개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바흐친은 개인의 소설 이미지를 속류의 마르크스주의나 더

욱 비속한 사회학 사유에 공통된 이미지와 조한다.하지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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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 역사와 사회에 의해 형성되어도 개인은 기존 사회역사 범

주들의 육체 속으로 완 히 통합될 수 없다.그도 그럴 것이,첫째로는

‘실제 역사 시간’자체가 ‘범주’와 특질뿐만 아니라 잠재력 역시 갖고

있기 때문이며,둘째로는 개인도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잠재력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의 모든 인간 잠재력과 요구를 단변에

구 으로 구 해 낼 수 있는 형식이란 없으며,그의 마지막 말까지 다

소진해버릴 수 있는 형식도 없고 넘쳐흐를 만큼 가득 차 있지만 바깥으

로 넘쳐흐르지 않는 꼭 맞는 형식도 없다.기존의 모든 옷은 항상 인간

에게 무 꽉 끼며,그래서 희극 이다.한사람을 진정한 그로 만드는

것,그리고 소설이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바흐

친이 명명한 ’인간성의 잉여‘이다.즉 언제나 미래에 한 요구가 남아

있으므로,이 미래를 한 장소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카니발화 장르의 특징은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 문제의 나라한 제

기와 극단 인 보편성이다.185)라블 는 그의 소설에서 그 시 의 개별

상들의 상 인 진보성을 이해하고 존 하고 있다는 으로 보아

카니발 스크에는 메니페아의 철학 , 화 핵심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설명된다.다시말해 이 장르의 특징은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

문제의 나라한 제기와 극단 인 보편성이다.카니발 사상도 궁극

문제의 역에서 살아있다.그러나 그 사상은 궁극 문제에 한 추상

ㆍ철학 혹은 구체 ㆍ감각 형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연출한다.그

게 때문에 카니발 스크는 카니발 세계 을 통하여 추상 ㆍ철학

역으로부터 삶과 죽음의 궁극 문제들을 카니발식으로 다이나믹하고,

다채로운 이미지와 사건들의 구체 ㆍ감각 평면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

하 다.186)

2)유희성

185) Mikhail Bakhtin(1), op. cit., p. 196.

186) Ibid.,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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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와 술활동이 지닌 공통 특성은 단지 목 합리성이라는 강요로

부터 해방뿐만이 아니라,자유로운 자기지향성이나 고유한 규칙성을 지

니고 있다는 것에 있다.187)특히 “세계를 투사하는 유희의 성질은 단지

노동의 세계에서의 진지함과는 립 일 뿐만이 아니라, 실에 한

항에서 발생한다.”188)유희는 '놀이','즐겁게 놀며 장난함', 는 그러한

행 를 의미한다.칸트 미학에서의 요 개념이며,미에서의 쾌의 감정을

근거짓고 있는 인식능력의 활동을 특징짓는 용어로 해석된다.이와 련

하여 앞서 언 한 바 호이징가는 인간의 유희 본성이 문화 으로 표

된 것이 축제라고 하 다.놀이는 비일상 ,비생산 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호이징가의 견

해를 더욱 발 시킨 하비 콕스189)는 인간은 본질 으로 ‘사고하는 인간

(Homosapiens)’일 뿐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Homoludens)’,‘축제하는

인간(Homofestivus)’,환상 인 인간(Homofantasia)’라고 말하면서 “축

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 이 사회 으로 허용된 기회” 는

“인간은 일상의 이성 사고와 축제의 감성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190)이러한 카니발의 유희 본성은

문학에서 그 로 이되어 나타난다.문학의 카니발화에 나타난 유희성

은 첫째,언어 유희,둘째 자유로운 롯 구성에 나타나는 유희성,셋

째, 속화 격하로 인한 육체성에서의 유희성,이 게 세 유형으로 구분

된다.

세의 수많은 패러디 문학 작품은 민 ㆍ축제 웃음의 형식들과

직간 으로 연 을 맺고 있었다. 세 패러디의 역사,일반 으로 말해

모든 세 문학 작품 속에서 신학교와 학들에서의 유흥은 커다란 의미

를 지닌다.이것은 일반 으로 축제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웃음과

187) 미 계간 , 『미  문  』( 울: 울  , 2007), p. 469.

188) Ibid.

189) Cox, Harvey, La fête des fous: essai théologique sur les notions de fête et 
de fantasie, Seuil, Paris, 1971 ( The F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Cambridge, Mass, 1969)

190) 아(1), op. cit.,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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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물질ㆍ육체 삶에 해 통 으로 용인되었던 모든 축제 특권

들이 바로 이러한 유흥에 거의 완벽하게 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흥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공식 인 세계 의 체계와 규칙으로부터 벗어

나,유쾌한 격화와 놀이의의 상으로 만드는 것이 용인되었다.경건과

육 함의 족쇄로부터 ‘원’,‘부동’,‘ ’,‘불변’과 같은 음울한 카테고

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특히 12세기 이 세의 패러디는

부정 인 것이나 조롱과 괴의 상의 불완 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웃음 한 보편 인 것이어서 세계

체,역사,사회 체,세계 을 향하고 있었다.그러므로 세의 패러디는

아주 방종스럽고 흥겨운 놀이를,공식 인 이데올로기의 에서 볼 때

가장 성스럽고 요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 구사했던 것이다.191)이후 패

러디 인 문학 작품은 공식 인 교리와 제식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과 일

반 으로 세계와 엄숙한 계를 맺는 모든 형식들을 우스꽝스러운 놀이

속에 끌어들 다.오늘날까지도 가장 요한 기도문에 한 수많은 패러

디들과 찬송가와 길게 늘어놓는 호칭기도에 한 패러디들이 해지고

있다.신약과 구약의 어떠한 텍스트와 격언에서도 어떤 암시나 혹은 이

의미를 끄집어 낼 수도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변장’시키

고 풍자 개작을 하며 물질ㆍ육체 하부의 언어로 옮길 수도 있었

다.192)라블 소설에서도 도처에서 변장을 한 성 들과 격언들의 풍부

한 자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 여기에서 엄숙한 것을 풍자 으로

개작하고 그것을 우스꽝스러운 차원 속에서 울려퍼지도록 하기 해서,

어떻게 외 으로 유사한 동음어들을 찾아내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

다.193)에피소드 체에 나타나는 이미지들 고유의 양면가치가 여기에서

는 라블 특유의 모순어법 형식을 취한다. 를 들어,원문에는 약혼

fiançailles을 똥fiantailles에 결부시키는 형 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격하 언어 유희가 나타난다.라블 소설에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노골

191) Mikhail Bakhtin(2), op. cit., pp. 140-141.

192) Ibid., pp. 140-143.

193) Ibid.,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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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묘사와 함께 갖가지 말,언어의 유희가 빈번히 뒤섞여 있다.그의

작품 속에서 해체된 신체의 각 부분을 길게 열거하는 것도 자주 등장하

는데,어떤 나열이나 열거는 심지어 몇 페이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이

와 같은 열거방법은 르네상스 시 의 카니발화된 문학에서 리 통용되

었던 희극 기법이었다.카니발화된 언어의 다른 경우는 어느 한 이

미지에서 다른 한 이미지로 아무런 논리성 없이 옮겨가는 유형이다.이

른바 ‘수탉에서 당나귀로’와 같은 언어 유희194)를 의미한다.이 듯 주

어진 테마를 다루는 라블 의 방법은 양면가치 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정하는 바탕 아래,사물과 개념들을 사용한 유쾌하고 자유로운 놀이이

며,지향하는 목 이 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롯은 언어들을 상호연결시키고 상호 비하여 드러내는 과업에 종속

된다.소설의 롯은 사회 언어들과 이념들을 드러내고 제시ㆍ경험하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하나의 담론과 세계 과 이념 행동에 한 시

험이라든가,사회ㆍ역사ㆍ국가 세계와 소( )세계들의 일상 인 모습

에 한 제시,여러 시 의 사회ㆍ이념 세계들의 묘사,혹은 시 와 사

회ㆍ이념 세계와 연 된 연배 집단과 세 들에 한 묘사등이 소설의

롯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다시 말해 소설의 롯은 화자들과 그들의

이념체계를 재 하는 데 기여한다.195)카니발화된 문학에서 뚜렷이 나타

나는 양상 하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산만하고 자유로운 롯이

다.역사 사실이나 설로부터 완 히 독립되어 삶의 외면 개연성에

한 어떠한 요구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때문에 롯과 철학 상상력이

매우 자유로운 특징을 갖는다.상상력과 장르의 환상성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세계문학은 없을 것196)이라고 바흐친은 설명한다.이와같은 자유로

운 롯의 구성은 유희 특성으로 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라블 의 카니발 이미지에서 격화, 속화된 신체에 나

타나는 기이성에서 자유로운 유희성이 발견된다.여기에서 일탈을 통해

194) Ibid., pp. 257-258.

195) Mikhail Bakhtin(3), op. cit., p. 188.

196) Mikhail Bakhtin(1), op. ci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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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신체 부 와 사물은 새로운 계를 맺게 되는데 측불가한 결합

이 나타남으로써 유희 특성을 갖는다.

3)기이성과 환상성

바흐친의 신체기호학은 몸과 세계사이의 교환 계뿐만 아니라 내부

와 외부,나와 우리,정체성과 타자성 사이의 경계의 교통을 묘사한다.

바흐친은 자신의 바깥에 존재함,즉 외재성 는 나의 탈 심의 개념을

도입한다.이러한 외재 ㆍ환희 ㆍ탈 심 상태는 내가 세계 속으로,

그리고 자신에 도달하기 해 타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내가 행하는 경

계의 일탈을 지칭한다.이는 “나는 나 자신 속에서 타자를 찾음으로써

타자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이 그뤼벨(Rainer

Grubel)이 말하듯이,“나 속에 있는 타자와 세계를 찬탈하는 데 포함되

는 반 운동”에서 바로 그 “자신이 바깥에 존재함”의 상태로,즉 타자

에 한 계를 통해서 나는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고 바흐친은 이해한

다.197)카니발에서는 카니발 외 인 강력한 사회 ㆍ계 치되는 인

간 인간이라는 새로운 상호 계의 양태가 구체 이고 감각 이며,

반(半)사실 이고 반연기 으로 나타난다.인간의 행동,몸짓,말은 카니

발이 벌어질 때면 그 모든 계 상태의 력으로부터 해방된다.따라

서 그러한 인간의 행동이나 몸짓,말은 일상생활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괴해지고 부 합해진다.198)이러한 상을 바흐친은 ‘기이성’으로 악하

고 이를 카니발 세계 의 한 범주로 규정하 다.기이성은 카니발

범주의 독특한 표 이며,통상 이고 습 인 것의 반이며,상궤로부

터 이탈한 삶이다.

기이성에 하여,바흐친의 문 번역서에는 ‘eccentricity’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이한 행동,기묘,기이,별남,기벽 등으로 해석되며,정

상성과는 반 되는 비일반 이며 이상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 인 측

197) Renate Lachmann, op. cit., pp. 151-152.

198) Ibid.,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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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천재성,창조성 등과 연 이 있으며, 술 으로는 독특한,지

이며 창조 인 자극의 표 으로 인식199)된다. 술에서 ‘그로테스크 인

것’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그로테스크,기괴성,기괴함,기이함의 용어

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그로테스크는 보다 의의 의

미에서,기이성은 의의 의미에서 사용된다.

고는 상을 일그러뜨리는, 상의 성질을 완 히 변모시키고 몇배

의 힘을 가하는 표 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같은 생각에서 그

는 아름다움보다는 기질 ,성격 인 것의 창조를 높이 찬양한다.아름다

움은 조화와 균형과 통일이 주는 정 인 상태임에 반하여,기질 ,성격

인 것은 살아있는 독특한 작가의 정신의 움직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그런 뜻에서 그는 세 이후의 문학에서의 기괴성은

자연에 한 술의 최 의 도 으로 보았다.200)한편,도스 스키의

술 념에서 어느 정도의 기이한 요소가 없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그의 주인공에게는 약한 감이 있더라도 ‘무언가 우스꽝

스러운 것’이 있다.그는 『까라마조 의 형제들』의 서문에서 기이함의

특수한 역사 요성도 언 하고 있다.“괴짜라고 해서 언제나 특별하

고 고립된 존재는 아니다.오히려 괴짜 같은 사람이 체의 핵심 인 요

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 한다.201)

바흐친에 의하면,기이하게 뒤섞이고 조합되는 특성은 막스 에른스트

나,살바도르 달리의 실주의 회화처럼, 실은 비 실 속에서 뒤얽

히고 상들은 부자연스러운 형상들을 보여 다.즉,육체들이 자유롭게

뒤섞이고 육체들이 외부 세계의 사물들과 자유롭게 상호교감하는 ‘변신

(metamorphosis)’인 것이다.하나의 육체 속에 두 육체가 존재하고,죽어

가는 육체 속에서 탄생하는 육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변신

과 기이한 육체의 이미지는 카니발의 시간성처럼 ‘임신한 노 ’와 같은

고 의 비 스와 같이,시작과 끝,새것과 옛것,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199) http://en.wikipedia.org/wiki/Eccentricity

200) Victor Hugo. Preface to Cromwell, Allen-Clark, p. 335. ( 상 ,『문  

역사  개』, ( 울:  연 , 1985), p.160에  재 )

201) Ibid.,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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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으로 간주한다.바흐친은 이러한 부조화,불일치의 양극을 별개의

극 으로 악하지 않고 동시에 체 될 수 있는 상호모순 통일체로 보

는 것202)이다.

문학에서의 기이성은 과장이나 풍요의 이미지와 함께 연결되며 몸의

묘사나 인물의 묘사,사건의 서술과 련되어 나타난다.이것은 과장 인

표 으로 인해 희극 요소가 수반되기도 한다. 한 모든 기존의 논리

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계를 맺는 것이므로 개방성이 그 주된 요소가

되며,실험 이며 유희 인 표 들이 추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앞에서

서술하 듯이,이러한 기이성의 기 에는 타자성 는 외재성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 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기이성은 단순히 문학의 표 방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이것은 주제와 긴 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환상이란 신비하고 기괴한 상, 실 인 기 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뜻한다.처음으로 환상성을 정의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 다.괴이한

상은 자연 인 인과 계와 자연 인 인과 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망설일 때 환상 인 효

과가 창조된다고 주장했다.카스텍스(Pierre-GeorgesCastex)는 『 랑

스 환상단편 Le Conte fantastique en France』에서 “환상성(le

fantastique)은 실 생활의 틀 속으로 신비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라고

지 했으며,루이 박스(LouisVax)는 『 술과 환상문학 L'Artetla

littératurefantastiques』에서 일반 으로 환상 인 이야기는 실 세계

에 거주하는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설명 불가능한 것

에 직면하는 모습을 즐겨 제시한다고 설명한다.한편,로제 카이유와는

『환상의 심부에서 AuCoeurdufantastique』에서 “환상성이란 구

나 알고 있는 질서의 단 이며,납득할 수 없는 것이 불변의 일상법칙

한복 에서 분출하는 것이다.”203)라고 정의한다.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이

202) Ibid., p.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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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한 반과 변형을 포함한다고 말한다.환상은 생소한 비

인간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말해 환상은 월 인 것도

아니다.환상은 이 세계의 요소들을 도시키는 것,낯설고 친숙하지 않

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으로 ‘다른’어떤 것을 산출하기

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고

언 한 바 있다.204)이와 더불어 "환상문학은 리얼리스틱한 텍스트의

습들과 제한들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이다.환상문학은 시간.공간.등장인

물의 일치를 거부하며,연 기 시간 .삼차원 사고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직된 구분을 폐지한다."고 설명한다.따라서 일반 으로 환상은

기존의 질서나 인식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극 이고 능동 인 상상력의

표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흐친은 문학의 카니발화를 규명하면서 메니피아식 풍자를 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이러한 메니푸스식 풍자의 주요한 특성은 담하고

막힘없는 환상과 모험이 순수히 념 ㆍ철학 목 에 의해 내 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정당화되고 밝 진다는 에 있다.환상은 진리

의 정 체 을 해 사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의 탐구와 추출,더욱

요한 것은 그것의 실험을 해 존재한다.다시 말해 이데올로기 ,철

학 목 을 해 환상 이고 모험 인 롯을 즐겨 사용한다.이러한

목 을 해 메니푸스식 풍자에서의 주인공들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며,미지의 환상 나라들을 방황하고,특수한 삶

의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환상은 흔히 모험 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때

로는 상징 ,혹은 신비주의 ,종교 성격조차 띠기도 한다.그러나 환

상은 모든 경우에 있어 진리를 실험하고 유발시키는 념 인 기능에

속되어 있다.205)이런 측면에서 지상과 지옥,올림푸스에서 념과 진리

의 모험은 메니페아의 내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의 고 서사시나 비극에서 볼 수 없었던 메니페아의 ‘실험

203) Tzvetan Todorov,『 상 (the fantastic)  』, 병규(역)

204) Rosemary Jackson, 『 상  ( 복  문 )』, 강여 문 연 (역), ( 울: 문

동 , 2001), p. 18.

205) Mikhail Bakhtin(1), op. ci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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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이라는 독특한 장르는 즉 비일상 인 시 에서의 찰, 를 들

어 지 찰되고 있는 삶의 제 상의 규모가 격히 변해 버릴 수 있는

공 에서의 찰 같은 것으로,이러한 특성은 루키아노스로부터 다음 시

의 라블 ,스 트,볼테르에게로 이어졌다.206)이러한 환상 이고

상징 인 요소는 삶의 어두운 면을 취 하는 자연주의 요소와 유기

으로 결합되어 있다.207)환상성은 공상이나 꿈과 연결되며 한 유토피

아와도 연 된다.

도스토 스키의 <몽상 풍자>와 <환상 여행>의 유토피아 요

소는 후속되는 메니페아의 발 에서 자주 결합되고 있다.208)여기서 꿈

은 에 없던 법칙에 의해 구성된 완 히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서 도입

된다.꿈속에서 본 삶은 통상 인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평가하게 만든

다.인간도 꿈속에서는 별개의 인간이 되어,자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을 열게 된다.이따 꿈은 인간과 인생의 ㆍ박탈로써 꾸며진다.이

와 같이 꿈속에서는 메니페아의 근본 인 목 에 부합하는,통상 삶에

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209)꿈을 술 으로 사용하는

메니페아식 통은 후속되는 유럽문학의 반 속에서 다양한 변종과 다

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여왔다.즉, 세문학의 ‘꿈속의 환

상’에서,16-17세기의 그로테스크한 풍자에서,낭만 의 동화 ㆍ상징

인 꿈의 사용에서,사실주의 소설의 심리 ,사회 유토피아의 창작에서

이다.특히,셰익스피어,칼드롱,19세기의 그릴 르쩨의 희곡에서 사용되

었던,인간을 되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숙명 인 꿈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210)

도스토에 스키는 꿈이 가지는 술 가능성을 거의 모든 변형과 뉘

앙스를 써서 최 한으로 이용하 다.바흐친은 <우스운 인간의 꿈>에

사용된 ‘환상 여행’은 시라노 드 베르즈락(CyranodeBergerac)의 <달

206) Ibid., p. 173.

207) Ibid., p. 171.

208) Mikhail Bakhtin(1), op. cit., p. 215.

209) Ibid., p. 216.

2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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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국가의 웃기는 역사 HistoirecomiquedesÉtatsetEmpiresde

laLune1647-50>와 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 작품에서 불경죄로

추방된 화자는 달나라에 살면서 지상낙원을 묘사한다.그는 ‘소크라테스

악마’를 달나라 여행에 동반시키는데,이는 철학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

는 작가의 의도이다.이 베 즈락의 작품은 외 이 형식인 외 형식면

에서 완 히 철학 ㆍ환상 소설이라고211)바흐친은 설명하고 있다.한

편,이와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그리멜스하우젠의 메니페아 <한 여행가

달로 날아가다 DerfligendeWandersmannnachdem Monde.1659>에

서는 유토피아 요소가 가장 요한 요소이다.악덕이나 범죄,거짓을

모르는 달나라 주민들의 유별난 결벽성과 성실성이 묘사되고 있는데,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달나라 주민들은 언제나 철인 달나라에서 주민

들은 장수를 리며,죽음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즐거운 향연으로 받아들

인다.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지구로 추방된다는 이야기212)로 꾸며진다.

바흐친은 “도스토에 스키의 모든 주인공들은 마치 원의 세계에 사

는 두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함께 모인다”고 말하고 있다.

다성 문학213)의 경우 롯은 결코 실 세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 롯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에 따라

일상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오히려 그것

은 그 반 로 정상 인 궤도를 벗어나 지극히 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214)바흐친에게 환상은 완벽하게 정상 인 일상의 경

험일 뿐만 아니라,억압도 필요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는

211) Ibid., p. 217.

212) Mikhail Bakhtin(1), op. cit., pp. 216-217.

213) '다 '  '다  ' 는 어는 미  친  특  도 키 

에  에  게 사 다. 다  원  퓨그, 캐 , 과 같 , 여

러 가지 가 각  독립  지 도 체   루는 악 식

다. 친  악  비  사 여, 가 특  치  차지 지 않고, 등

물과 동등  에   상 는 식   '다  ' 고 

지칭 다. 친  도 키   다   창시  가  간주

다.

214) Mikhail Bakhtin(1), op. cit.,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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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다.그는 술과 삶의 계에서 실 경험을 꿈,환상, 술에

립시키지 않는다.굳이 범주를 나 자면,그는 실 경험,꿈,그리고

환상을 하나로 묶고,그 셋이 하나가 되어 술과 구별되는 것을 주장한

다.

4)과도성과 극단성

민 ㆍ축제 이미지 속에 놓인 풍요로움에 한 경향은 개인 이고

계 인 탐욕 욕심과 서로 충돌하며 뒤얽힌다.215)향연의 이

미지는 다른 축제 이미지들과 유기 으로 결합한다.라블 의 소설에

서,입의 모티 는 몸 이미지들과 음식ㆍ음료 이미지들 사이의 가장 경

계가 되는 지 에 놓인다. 한 음식 이미지들이 몸과 생산력(비옥함,성

장,출산)의 이미지들과 얼마나 긴 히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육체 삶에 한 묘사는 극단 으로 과장되고 그 게 표 된 인

물은 복잡하고 이 인 삶을 나타낸다.

향연은 승리를 함축하는 의미로서 정 인 이미지를 갖는 한편,한량

없는 음식과 음료,탐욕스러운 이미지들은 주정 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데,여기에서 내 모순이 담진 분 된 하나의 체로 합쳐진다. 한 이

것은 외설 인 요소216)로도 작용하며 역동 인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역에서는 과장,과잉,과도,풍요의 이미지를 통해 패러디되고 풍자

으로 표 되면서,이미지들이 갖는 평소 개별 의미와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 긴 히 결합되어 상식 인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로운 이미지 체계가 실 된다.

라블 의 이미지 체계에는 속한 욕설부터 지옥의 이미지,격하된 하

부의 이미지 등 극단 으로 표 된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다.그로테스크

이미지에서 몸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기 들,다른 요소들도 나타날 수

있다.이들은 단지 단역일 뿐,다른 주요 기 을 신하지 않는 한 결코

215) Mikhail Bakhtin(2), op. cit., p. 456.

216) Ibid., p.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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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지 않는다.본질 으로,그로테스크 이미지는 그 극단의 장소에서

‘구멍’과 ‘돌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새롭게 수태된 다른 육체를 지

칭하기 때문이다.찢겨진 신체 부 들이나 분리된 그로테스크 기 들,내

장과 장기들,크게 벌린 입이나 꿀꺽 삼키는 것,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오 ,죽음,출산,등등 몸은 다른 몸이나 사물들, 는 세상과 서로

뒤섞인다.이러한 몸의 양체일체성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데 몸의 세습

이고 우주 인 요소는 모든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217)라블 의 신랄

한 과장법으로 나타나는 육체 삶과 몸의 이미지들은 고유한 것이며 세

계와 맞닿는 부분으로서 생물학 몸이 아니라 진보하는 인류의 몸,즉

새롭고,구체 이며 실제 이고 역사 인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5)양가성

양가성은 사랑과 증오,복종과 반항,쾌락과 고통, 기와 욕망 등 서

로 립 인 감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 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스 스의 심리학자인 E.블로일러(E.Bleuler)는 「양가성에 한 소고

(VortraguberAmbivalens)」에서 처음 양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 다.첫째,사랑과 증오

의 갈등과 같은 정서 인 측면의 양가성,둘째,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는 의지 인 측면의 양가성,셋째,상호 모순되는

제를 모두 받아들이는 지 인 측면에서의 양가성이다.어떤 의미에서 양

가성은 크리스테바가 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기호 체계

의 결합의 결과’218)이다.

라블 소설의 온갖 속한 것들이나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갖고 있

는 의미들 역시 한결같이 이 이다.그러나 모든 이미지들은 그것이

갖는 양의성에 힘입어 그 상반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으로 결합될 수 있

는 것이다.라블 에게 있어 양의성은 단순히 정태 인 결속의 원리만은

217) 500-501

218) 룡, “Bakhtine 문  연 ”, 울  사 문, 1985,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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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그것은 소멸에서 생성으로,죽음에서 부활로,낡은 것에서 새것

으로의 진보 경과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다시 말해,바흐친이

악하고 있는 역동 이고 발 이며 생성 인 라블 의 양의성은 낡은

것을 신하는 새로운 것의 출 의 교를 내포하는 것이고 종교 이고

체 인 세 본건시 의 소멸에 이어지는 인본주의의 생성을 함축하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라블 의 양의성은 세기 말에서 르네상스로 이

어지는 과도기에서 공식문화와 평민문화의 두 가지 세계 의 첩 그

이행을 궁극 의미로 갖는다.219)

핀스키는 라블 인 웃음이 지닌 양면 가치에 주목하며 자신의

서에서 “라블 의 웃음에서 가장 놀랄 만한 특징 의 하나는 웃음이 갖

고 있는 다의성,즉 우스꽝스러운 상에 한 복잡한 계이다.솔직한

조소와 변호,정체의 폭로와 환희,아이러니와 송가가 서로 결합되어 있

다”고 말하며,라블 의 이러한 웃음은 두 가지의 모순되는 원리가 형식

상으로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고 설명한다.여기서

웃음의 원천은 “삶,그 자체의 움직임”,즉 생성,교체,존재의 ‘유쾌한

상 성’이라고 밝히고 있다.바흐친은 ‘유쾌한 상 성’은 타자에 한 배

려이자 나를 이시키는 상호주 인식의 태도를 의미하며,나아가서

인간 존재는 이를 통해 세계와의 화해,삶과 죽음과의 화해를 실 할 수

있게 된다고 서술하는 한편, 의의 의미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카

니발은 변화하지 않는 구 인 것,그리고 완결 인 모든 것에 해

이기에 그것에 진행되는 동안 모든 공식 인 가치와 질서는 상 화

되고, 도되고,역 된다.사회 신분이나 계 에 의해 수직 으로 구

분된 기존의 인간 계 한 상층계 은 하층계 으로,하층계 은 상층

계 으로 유쾌하게 자리바꿈한다.바흐친은 이를 가리켜 “유쾌한 상 성

(gayrelativity)”이라고 명명하고 이 상 성 속에서 모두가 새롭고 순수

한 인간 계를 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카니발은 비록 한시 이

기는 하지만,“유토피아 세계로 향하는 이”,그것도 부정과 반을

제로 하는 창조 인 이로서 정의220)하고 있다.카니발의 상징들은

2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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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갱생, 기존의 진리와 권 들에 한 유쾌한 상 성(gay

relativity)의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카니발의 논리는 뒤집 진

세상의 논리들이다.여기에는 와 아래,앞과 뒤,남녀,주인과 하인의

역할 도,여러 가지 형태의 패러디,신성모독,왕 우기와 왕 박

탈의식 등의 도된 세상을 표 하는 카니발의 형태와 상징들에는 모두

변화와 교체를 불러들이는 유쾌한 상 성의 정신이 있다는 해석이다.상

성이란 카니발이 공식문화에 해 상 인 가치나 특성을 지니게 되

는 것을 말하며,양가성이란 공식문화에 한 카니발의 가치가 정 이

면서도 동시에 부정 인 속성을 의미하는 바흐친의 용어이다.카니발의

비공식 인 언어는 기존의 모든 완성된 것들,부동성과 원성에 한

모든 요구들,즉 공식 세계를 지속시키려는 모든 것들에 해서

이면서 자기 자신을 표 해야 하기 때문에 역동 이고 가변 이며 유

희 이며 불안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그리하여 카니발의 비공식 인

말의 모든 형식은 변화와 갱신의 격정에 해서 그리고 지배 인 진리와

권 에 해서 유쾌한 상 성의 의식에 젖어 있다221)고 볼 수 있다.패

러디 역시 카니발 말의 형태이며 카니발 패러디는 단순한 부정의 패

러디와는 다르게,부정하면서 동시에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222)

웃음이 세계에 해 드러내는 진리는 세계가 ‘몸의 연극’이 공연되는

장소라는 것이며,그것은 몸이 나고,교 하고,죽고,성장하고,먹고,마

시고,배설하는 연극이다.223)이 진리는 상 성의 진리이며, 기와 변

의 진리이자 양의성의 진리이다. 라블 의 연구에서, 제2의 자신

“double”의 개념은 자아의 분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양의성

을 지칭한다. 축제 웃음의 행 에서 기는 부정인 동시에 정으로

서 조롱인 동시에 승리로서 자신을 드러낸다.224)양의성은 육체뿐만 아

220) 찬역, “ 트  극에 타  카니  웃 ”, 『 어 문 연 』, 34(2), 

2008, p. 65.

221) 건 , op. cit., p. 292.

222) Ibid., p. 288.

223) Renate Lachmann, op. cit., p. 124.

22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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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말에서 구체화된다.양가성은 육체에 구 된 것이 그로테스크라면

말에 나타난 것이 바로 양가치 인 말,카니발 풍자이다.육체든 말이

든 여기서 두 가지가,상부와 하부가,죽음과 탄생이 하나로 나타난

다.225)카니발은 근본 으로 죽음과 탄생이라는 우주 원리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인데,이는 모든 것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탄생을 내포하며 탄

생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내포한다.즉,하나는 다른 하나를 내포한다.따

라서 모든 것은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며 양가치 이다.다시말해서 모

든 부정성은 동시에 정을 내포한다고 설명된다.

6) 속성

바흐친은 카니발 문화에서 악했었던 기괴성의 역을,앞서 언 한

라블 의 육체에 한 표 형식에서 발견하 다.이러한 물질 육체

원리의 이미지들은 민 인 웃음 문화의 유산이며,이 의 미학 개념

과는 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으로

규정226)하 다.

바흐친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주도 인 특성은 격하시키는 것,즉

고상하고 정신 이며 이상 이고 추상 인 모든 것을 물질ㆍ육체 차원

으로,불가분의 통일체인 지와 육체의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세의 수많은 라틴어 패러디들은 격하시키고 속되게 만드는 물질ㆍ육체

인 모든 디테일들을 성서와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 들로부터도

부분 차용하고 있었다. 세 어릿 의 우스꽝스러움 속에서 주도

인 요소들 의 하나는 모든 고상한 식과 의식을 물질ㆍ육체 차원으

로 이시키는 것이라고 바흐친은 설명한다.그는 『돈키호테』를 로

들면서 기사도 이데올로기와 식에 한 수많은 격하와 속함이 깔

려있다고 하 다.정리하여,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형식들은 격하되고

속화되며 육화(肉化)되어 패러디 요소가 나타나는데227)여기에서 보

225) 건 , op. cit., p. 287.

226) Mikhail Bakhtin(2), op. ci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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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이미지의 주된 특성이 기이성인 것이다.

몸의 기이한 이미지들은 욕설이나 웃음과 연결되는 곳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바흐친은 욕설이나 웃음론은 거의 부분 그로테스크ㆍ육체의

주제론이라고 말한다.사람들의 친 한 집단 속에서의 발화는 그로테스

크한 몸,즉 교 하고 배설하고 과식하는 몸의 이미지들로 채색되며,이

때 사람들의 발화는 생식기,배,똥,오 ,병,코와 입,조각난 몸뚱이들

로 넘쳐나게 된다.표 인 어법의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들은

문학 인 발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특히 이러한 발화가 유쾌하고 욕

설 인 표 이 될 때에는 근본 으로 속한 몸의 이미지가 놓여 있는

것이다.228)

지 까지 논의한 카니발 스크의 표 형식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227) Ibid., pp. 48-49.

228) Ibid.,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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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카니발 스크의 구성원리와 특성

분 요소 표현 방식 특성

외적 성원리

플
산만하고 자유 운 플 , 시공간의 확장, 모

험과 환상적 배경

철학성

유희성

기이성과 

환상성

과도성과 

단성

양가성

저속성

문체
다양한 문체적 실험, 다양한 장르의 삽입과 

인용, 문학적 범의 파

이미
신체의 격하와 저속화, 물 성과 육체성의 

강조, 과도성 

내적 성원리

주제

철학적, 사회적 문제, 인간의 본 적 문제, 

이데올 기적 리의 실험과 탐 , 사회적 

유토피아

인물
외형적 모습과 내면적 의식의 상호모순적 이

미  묘사, 인물들 간의 대조적 이미  병치

어조

인물들의 접적 담화, 복수적 의식과 다양

한 목소리 공존, 냉소적 허풍, 암묵적 이  

의미

제 4 .본 연구에서 카니발 스크를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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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연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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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

지

최근 멀티미디어가 주도하는 이미지 심의 문화로 환됨에 따라 우

리 일상에 이미지가 범람하기 시작하 고 시각 요소는 지배 인 소통

수단이 되었다.이에 따라 일상의 카니발화 상과 함께 조형 술, 상

술, 문화에서는 스펙터클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은 고, 화,사진,뮤직비디오,TV드라마 분야 등 인 장르들

과 한 계를 맺으면서 더욱 자극 인 코드로 변화하고 있으며

에게는 하나의 볼거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 디지털 미디어 향으로

장성과 소통성이 강조됨에 따라 패션에서 끊임없이 창출되는 이미지들

은 사회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면서,패션은

사회에서 변화하는 몸담론의 심부에 치하게 되었다.

패션의 역은 이제 소수만의 유물이 아니라 구나 직 ㆍ간

으로 향유하거나 참여하는 문화로 변모하 고,패션으로 만들어진 몸은

인간과 사회,즉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

다.사회 삶을 유희 이며 역설 으로 표 한다는 의미에서,그리고 의

식 구경거리의 의미에서 카니발과 유사성이 있으며,특히 시각 술인

패션은 비일상 이며 일탈 인 삶을 더욱 과장되고 속하며 기이하게

표 함과 동시에,육체와 물질 구성 요소로 인해 육체성과 물질성의

특성을 기본 으로 갖는다.이러한 연유로 패션은 카니발 스크로

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카니발 스

크 이미지 분석 틀을 근거로,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카니발 스크에

한 이미지의 구체 인 사례를 살펴보고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하여 카니발 스크의 일차 특성인 인간 본질 문제나 사회

실에 한 인식 태도를 디자이 의 패션철학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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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선택,추출하 다.디자이 의 철학 심은 인터뷰나 서 ,

논문자료,잡지 기사를 심으로 살펴보았고,컬 션 리뷰와 시 자료도

참고하 다.

20세기말 속한 사회 ,경제 ,기술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사회

환경의 향으로 패션에서는 이 과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세기말의 불안정한 상에 따라 패션의 몸은 쾌락,소외나 상실,불안감

을 표출하고,패션쇼에서의 주제는 사회 상을 담아내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패션쇼가 차 퍼포먼스로 변형되고 더욱 강렬한 리젠테이

션이 되면서,사회 주제들이 이에 상응하여 패션은 더욱 어둡게 나타

났고,새로운 유형의 컨셉추얼 패션 디자이 들은 이를 극 으로

개229)해 나갔다. 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게 되면서 1990년 의

패션쇼와 패션은 사회 실이나 내 의지를 표출하는 극 인 표

의 장이 되기 시작했다.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범 는 패션에

한 사회 ㆍ문화 맥락에서의 새로운 시각이 가시 으로 나타나기 시

작한 90년 이후부터 2013 재까지로 설정하 다.

사례 분석의 결과,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는 변장의 이미

지,권력의 이미지,해방의 이미지,물질 이미지,성 이미지,죽음의

이미지의 여섯 범주로 분석되었다.

제 1 .변장의 이미지

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변장의 이미지는 얼굴을 완 히 가림으로써

알아 볼 수 없는 얼굴의 은폐와,다른 존재로 나타내려는 장으로 구분

하여 분석될 수 있다.

1.얼굴의 은폐

229) Caroline Evans,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and Deathliness 

(New Haven: Yale Univ.  Press, 200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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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한 개인의 정체성의 표식이자 문화 ,사회 징후이다.마스

크는 얼굴을 가림으로써 본성을 버리고 자기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패션에서는 다양한 마스크의 활용 방식에 따라 그 의미와 상징이

각기 달라진다.패션에 나타난 얼굴의 은폐는 디자이 의 카니발 인 컬

션 주제를 함축하고 있거나,부분 으로서 카니발 인 의미의 용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은 피터 모 린(PeterMovrin)의 2012년 컬 션으로, 세와

고딕의 향,동양과 이슬람 종교의 결합,기독교 향을 받은 술과

건축 문화 요소를 참작하여 선보인 작품이었다.그는 단순 복면형의

뒤집어 우는 형태의 마스크로 모델 얼굴을 은폐하여 신체의 움직임에

주목하도록 의도하에 연출되었는데,블랙의 복면과 함께 제시된 의상은

아방가르드한 비구조 디자인으로,큰 바닥의 소재를 둘둘말아 신체에

걸치고 앞부분에서 라스틱 버클로 여미는 형태 다.패션에 나타난

다른 얼굴의 은폐 방식은 장식 복면형으로,[그림 2]와 같이 얼

굴 면을 가리는 동시에 장식 으로 표 하는 방식이다.마틴 마르지엘

라는 "Artisanal"컬 션에서 마무리 없이 그냥 잘라 만든 슬리 리스 자

켓에 앞 여 으로는 커다란 가구용 크리스탈 문손잡이를 부착한 의상 디

자인과 함께 섬세하게 만든 크리스탈 마스크를 제시하여 수공 이며

섬세함과 조 인 느낌을 강조하 다.

알 산더 맥퀸은 [그림 3]에서와 같은 의복확장형의 마스크로서 얼굴

의 은폐를 표 하 다,이 작품은 정교한 이 커 ,핸드스티치,쿠틔

르 인 테크닉이 돋보이는 것으로, 드 컬러와 블랙의 이스를 이용해

시각 으로 의상과 마스크가 하나로 연결되듯이 연출되었다.

[그림 4]는 인디비주얼즈의 ‘dual’컬 션의 작품으로,얼굴에 죽은 자

의 형상인 마스크를 쓰고 후드와 스카 로 머리와 얼굴을 은폐하 는데,

이는 자신과 외부 세계의 나를 표 하는 동시에 신념과 불안사이의 이

성을 표 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의상은 어두운 그 이

톤이 주를 이루며,패션쇼에서는 늑 울음소리의 사운드로 음산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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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2011년 S/S 지방시 컬 션에서는 모델들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투구형의 마스크로 을 제외한 얼굴 체를 가리고 등장했다.이

러한 마스크와 함께 제시되었던 의상은 블랙 앤 화이트 톤의 소재가 주

를 이루며,클린 컷의 미니멀한 수트, 오 드 린트, 이미지의

티셔츠가 제된 듯이 표 되었다.

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얼굴의 은폐는 단순 복면형,장식 복면형,

의복연장형,투구형이나 사자(死 )의 얼굴 형태의 마스크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2.존재의 장

장230)이란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거

나 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한다.앞서 다 진 얼굴의 은폐가 자

기로부터의 일탈이라면,존재의 장은 다른 것으로,즉 타자로의 환으

로 해석되며,같은 맥락이지만 조 은 다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6]은 상 울로 패션 크에서 호날두 라가가 선보인 룩으로,

얼굴 형태의 마스크를 뒤로 쓰고 앞에는 땋아 내린 가발을 써서 머리의

앞뒤가 뒤바 상황을 연출하여 이목을 끌었다.이 패션쇼에서는 무표정

한 마스크와는 조 으로,다양한 소재의 재미있는 디테일과 밝은 컬러

의 자유로운 스타일의 의상들이 선보여졌다.

2010년 홍콩 패션 크에서 마이클 라우 컬 션에서는 [그림 7]과 같

이 화려하지 않은 화이트 드 스를 입고 얼굴 형태의 마스크를 두 개 착

용한 모델이 등장한다.쇼의 모든 의상은 화이트 색조로 표 되었으며,

각각의 작품은 인간성이 소멸된 사물로서 마치 조각과 같은 분 기를 풍

기며,디자이 는 패션과 아트사이의 개념을 표 하고자 하 다.

[그림 8]의 2008년 S/S가 스 퓨의 컬 션에 선보인 작품으로,반짝

이는 블랙 큐 의 투구형 마스크를 쓴 모델이 어깨에서 떨어지는 린지

230) 『 어 사 』( 울: 립 어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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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와로 스키 크리스탈 메쉬로 된 의상을 입

고 등장하여 연극 인 무 를 연출하 다.가 스 퓨의 컬 션은 인체의

왜곡과 과장,사이버 이미지,블랙 유머,강렬한 사운드트랙, 오스러운

오 제,여 사와 같은 강인한 여성상,블랙과 화이트의 색조 등과 같은

그만의 독특한 요소들로 표 되고 있다.그는 인터뷰에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자기만의 스타일로 뭐든 재해석 한다고 언 하면서,이 과

는 다른 방식으로서 완 히 뒤집어 상반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231)고

밝힌 바 있다.이와 같이 그의 작업은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려는 카니

발 태도와 유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스크는 보통 꾸 없는 동물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마스크 쓴 얼굴은

바꿀 수 없는 차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232)이다.최근 쿠틔르 패션쇼에서

디자이 들은 동물형상의 마스크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가 스 퓨의

[그림 9]에서도 이와 같은 동물 형상을 표 하고 있다.깃털로 만들어

진 커다란 모형은 얼굴과 머리를 신하여 조류의 형상을 나타내고,여

기에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고 성기게 짜여진 니트를 매치시켰는데,주된

그 이 톤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마스크와 의상의 이미지는

체 인 통일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에서도 동물의 형상을 재 하고 있다.헤어와 연결하여 머리

의 뿔이 솟은 형태를 표 하고,의상은 이와 상반되도록 비즈로 수를 놓

은 섬세한 장식,바디에 피트되는 실루엣,촘촘히 단 훅앤아이의 여 ,

이스 디테일,바디스의 사이드와 바지 심 부분에 길게 오 된 디테

일 등의 디자인이 표 되었다.마르코 미타노 스키는 문학에서 많은 형

태와 조각,건축,텍스추어,자연 등의 감을 받는다고233)언 한 바 있

으며,물신주의 하 문화에 의해 오염되는 오트쿠틔르를 표 하고 있

다.

패션에서 분장과 메이크업으로서의 변장의 이미지는 가장 빈번히 나

231) Harper’s Bazaar Korea 2007  1월

232) , op. cit., p. 35.

233) www.lanciatrendvis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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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그림 11]과 같이 의 이미지를 직 으로 표 하거나 [그

림 12]와 같이 부분 으로 이미지를 용하여 우스꽝스럽게 표 하

고,이와 함께 헤어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게 표 된다.

[그림 13]의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컬 션에서도 헤어를 여러 컬러로

물들이고,긴 깃털을 머리 앙에 수직으로 꽂아,머리 체의 볼륨을 부

풀리고,얼굴은 체 으로 두껍게 하얀 칠을 한 채 입술만 일그러지게

붉은 색으로 표 하 다.의상은 자유로운 스타일로서,작은 골드 스팽

이 달린 소재의 탑과 스트라이 패턴의 짧은 팬츠를 매치하 고 환경

슬로건을 의상 여기 기에 달아 메시지를 표출하 다.

카니발 스크에서 신체 장의 이미지는 앞서 다룬 얼굴의 은폐가 이

루어지는 동시에 다른 형상으로의 환을 의미한다.변장의 이미지에서

장의 유형은 동물의 형태,사물의 이미지, 다른 얼굴의 형태로 나타

났으며,특히 동물과 사물 형태로의 환은 신체의 비사실 재 ,몸의

왜곡 몸의 부재,몸과 패션과는 무 한 이질 인 사물과의 결합 등의

방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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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ter Movrin 

2012 F/W

[그림 2]

Maison Martin Margiela 
2012 F/W

[그림 3]

Alexander McQueen 

2012 S/S

[그림 4]

Individuals 

2012 F/W

[그림 5]

Givenchy 

2011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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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naldo Fraga 

2010 F/W

[그림 7]

Michael Lau

2010 S/S

[그림 8]

Gareth Pugh

2008 S/S

[그림 9]

Gareth Pugh

2010 S/S

[그림 10]

Marko Mitanovski

2010 S/S

[그림 11]

Alexander Mcqueen 

2001 F/W

[그림 12]

Bernhard Willhelm 

2012 F/W

[그림 13]

Vivienne Westwood  

2010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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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력의 이미지

역사 속에서 패션은 권력의 보호와 확장을 한 가장 기본 인 자기

‘꾸 ’이었다.‘잘 입고 잘 신고 잘 치장하려’했던 의지는 단순한 본능이

나 욕구의 발로보다는 정치 고안 하나 다.234) 표 로,러 는

르네상스 시 의 유럽 패션 정치를 풍미한 장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부

풀려진 스커트나 긴 자락의 스커트는 명 까지 귀족 패션의 심이었

고,18세기 로코코 시 의 여성의 머리 형태는 장식 목 이외에 신분

을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거 한 구조물과 같은 형상을 띄며 비 실 으

로 높아져갔다.이와는 반 로 패션의 카니발 스크는 외재 상태에서

실에 한 새로운 인식 태도나 본질, 는 진리에 한 탐구이므로,사

회 인 실이나 사건들을 역설 으로 근하게 된다.패션에 나타난 권

력 이미지의 모티 는 권력 상징물이다.크라운이 표 인 권력 상징물

이며,남성을 상징하는 세 기사의 갑옷 역시 주로 다 지는 모티 이

다.따라서 권력의 이미지는 크게 권력 상징물의 강조와 권력 상징물의

비하 희화화로 구분된다.

1.권력 상징물의 강조

크라운의 어원235)은 라틴어로 화 을 의미하는 코로나(corona)에서 유

래한 앵 로 랑스어의 쿠론(couronne)이다.크라운은 장식 는 명

의 상징인 화 (wreath)이나 머리띠(fillet)가 변하여 보석으로 장식된 왕

·왕비 이 되어 권 와 계 을 상징하게 되었다.가장 오래된 크라운은

BC3500년경 이집트를 통일한 메네스(menes)가 쓴 상 ·하 이집트의 왕

을 상징하는 센트(pshent)라는 이 이다.이것은 옷감이나 속제 보

닛(bonnet)모양으로 후 이집트 왕 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한

234) ,『 과 』( 울: 울 문 원, 2010),  p. 102.

235) 『 산 계 과사 』( 울: 산동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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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는 머리띠 같은 필릿이라는 도 있었다.고 페르시아에는 티

아라와 미트라 는 마이터라고 하는 을 왕이나 상류계 에서 썼다.

이것은 펠트로 만들었지만 왕의 것은 제(金製)로 진주를 비롯하여 여

러 보석으로 장식하 다.티아라는 후에 로마교황의 삼 으로 계승되

었고 미트라는 가톨릭교 주교의 이 되어 지 까지 사용된다.한편 고

그리스의 은 주로 환상(環狀)인데 꽃 ·나무 기 ·잎으로 되어 있거

나, 은제에 보석을 박은 것이었다.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을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결혼식에도 남녀가 모두 화 을 썼고 올림픽의 승

리자는 월계 을 썼다.헬 니즘시 에 보석을 박은 디아뎀은 권 의 상

징이 되었고 로마인도 화 을 사용하 으며, 장의 용사에게 (코로

나)을 주었고 제 왕 은 을 나타냈다.비잔틴시 에는 보석을 장

식한 반구형(半球形) 이 나타나 AD13세기 이후에는 형 인 군주의

으로 후 크라운(hoopedcrown)을,귀족의 으로 서클릿(circlet)코

로넷을 사용하 다.코로넷은 14세기에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었다.이들

왕권의 상징인 을 포 으로 디아뎀이라고도 한다.이와 같은 은

세 이래 황제나 왕,귀족계 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속세공 기술

의 발달과 함께 술 가치를 가진 으로서 지 도 왕이나 귀족의 공

식 석상에 사용된다.

패션에서 크라운은 헤어피스나 헤어드 스 등으로 불리우는 다

양한 헤어 장식과 함께 상징 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볼 수 있다.패션에

서 카니발 스크에 나타난 크라운을 살펴보면,가장 많은 사례는 시각

으로 부피를 강조하고 장식을 과도하게 용한 경우이다.

[그림 14]는 옹 오라 투트 뷔(OnAuraToutVu)의 오트쿠틔르 컬

션 작품으로,권력 상징 인 헤드피스가 상당히 강조되어 표 되었다.거

하고 육 한 장의 크라운은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 솟

아 장엄함을 표 하며,의상은 스커트 부분이 빳빳하게 선 짧은 이스

드 스로 상징 인 엠블렘이 이질 으로 아 리 되어 있다.공상 인

왕국의 장엄한 환타지를 표 한 이 컬 션에서는 다양한 헤드피스가 선

보 으며,오트쿠틔르 인 디테일의 의상들이 함께 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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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의 [그림 15]에서도 과장된 헤드피스를 표 하고 있는데,머리

에 크라운과 커다란 그를 쓰고,그 에 다른 피스를 얹어 체 으

로 커다란 부피감으로 강조하 고,상부의 작은 피스는 불균형하게 매치

되어 유머러스하게 연출되었다.모델의 얼굴은 하얗게 우더리한 메이

크업을 함으로써 비 실 인 환상의 세계를 나타냈다.

2006FW 디올 컬 션에서는 권력 상징 인 요소들이 많이 표 되었

다.[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길게 늘여뜨려진 크리스탈 장식이 된

화려한 크라운,실버 자수가 가득한 블랙의 드 스에 권력을 상징하는

세 기사의 갑옷 디테일을 사실 으로 디자인하여 한쪽 슬리 에 용

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체 으로는

강인한 여성상으로 표 되었다.

권력 상징에 한 과장은 카니발에서의 에 상응한다.사례 연구의

결과,권력 상징물의 강조는 부피의 확장,과도한 장식, 세 기사의 갑

옷 모티 의 차용,메탈 소재의 과다 용으로 요약된다.

2.권력 상징물의 희화화

문학, 화,시각 술,그리고 음악은 모든 어떤 식으로든 ‘실세계’에

한 논평을 가하기 해 패러디를 사용한다.236)패션에서는 권력 상징

인 요소들을 비하하고,희화화함으로써 실 세계의 계질서 가치

에 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앞서 다룬 크라운은

많은 것을 함축하는 오 제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패션과 사회를

연결하는 도구 기능을 한다고 해석된다.

[그림 17]에서 장 폴 골티에는 크리스탈 촛 장식을 사용해 크라운과

같이 머리에 쓴 모델을 등장시켜 우스꽝스럽게 표 하 고 여기에 바닥

까지 길게 늘어뜨려진 베일과 심 한 화이트 드 스를 매치하여,조롱조

의 분 기를 연출하 다.꼼데가르송 컬 션에서도 크라운을 패러디한

236) Linda Hutcheon, A Theory of Parody, 상 ㆍ 여복(역), 『 러  』 (

울: 문 사, 1992),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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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디테일이 보여지는데,[그림 18]과 같이 색의 얇은 철 을 구기고

감아서 머리 에 얹히고 뒤에 가죽 끈으로 느슨하게 고정하 다.이같

은 디테일은 런웨이 체에 많이 용되었는데,어떤 것들은 재활용한

철 으로 만들어져 상품의 랜드 로고가 부분 으로 드러나기도 하

다.

[그림 19]의 작품에서는 망가진 메이크업,헝클어진 머리 에 훼손된

왕 을 비뚤게 우고,다채로운 컬러들의 깃털로 만들어진 재킷,새틴

스커트,블루 니트 장갑을 끼운 것으로,이질 인 것들이 엉성하게 결합

된 듯한 룩을 보여 다.

이 가와쿠보는 에드워디안의 엘 강스에 펑크 인 요소를 더해 [그

림 20]과 같이 일탈 인 분 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단정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남성의 억압 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의 메시지를 던졌다.핀스

트라이 패턴의 단정한 블랙 자켓에 다양한 컬러의 큐빅과 장식들이 조

잡하게 붙여진 크라운을 운 모델을 등장시켜 표 하 다.

권력상징물의 희화화는 카니발의 탈 과 같이 이해될 수 있으며,의상

과는 조 으로 용되는 경우와 의상과 함께 비하되고 격하되는 경우

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표 형식으로는 부피의 축소,형태의 훼손

왜곡,소재의 격하,착용 방식의 희화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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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On Aura Tout Vu 

2012 F/W

[그림 15]

Christian Dior 

2004 F/W

[그림 16]

Christian Dior  

2006 F/W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2006 F/W

[그림 18]

Comme des Garçons

2013 S/S

[그림 19]

Vivienne Westwood

2011 F/W

[그림 20]

Comme des Garçons

2012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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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방의 이미지

유희와 술활동이 지닌 공통 특성은 단지 목 합리성이라는 강요

로부터 해방뿐만이 아니라,자유로운 자기지향성이나 고유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있다.237)특히 “세계를 투사하는 유희의 성질은 단

지 노동의 세계에서의 진지함과는 립 일 뿐만이 아니라, 실에 한

항에서 발생한다.”238)'유희'는 '놀이','즐겁게 놀며 장난함', 는 그

러한 행 를 의미한다.칸트 미학에서의 요 개념이며,미에서의 쾌의

감정을 근거짓고 있는 인식능력의 활동을 특징짓는 용어로 해석된다.이

와 련하여 호이징가(Huizinga,Johan)는 <호모루덴스 HomoLudens>

라는 책에서 인간의 유희 본성이 문화 으로 표 된 것이 축제라고 하

다.놀이는 비일상 ,비생산 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와 놀이는 카니발의 주요 상징

요소로서,일탈을 표 하는데,패션에서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사회 경

건과 육 함으로부터, 는 ‘원’,‘부동’,‘ ’,‘불변’과 같은 음울한 카

테고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도구로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따라

서,해방의 이미지는 의 이미지와 놀이의 이미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 이미지

는 축제의 선동가 으며 연극과 풍자,알 고리의 웅이자,군

의 조롱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존재 다. 세 말 근 ,이러한 카니

발의 어릿 는 통제 불가능한 ‘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업 인

,도시의 상류층 명사들까지 다양했다.

카니발에서 보여지는 의 이미지는 매우 특별한 의복과 상징에 의

237) 미 계간 , 『미  문  』( 울: 울  , 2007), p. 469.

2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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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형화되었다.방울이 달린 뿔 달린 모자,울 불 한 재킷과 바지,

끝에 여성의 두상과 방울이 달린 지팡이 등이 그것이다.

갈리아노는 2008년 FW 컬 션에서 형 인 이미지들을 보여주

었다.[그림 21]과 같이 얼굴엔 검은 마스크를 쓰고,노랑과 빨강의 컬러

블로킹이된 장식이 달린 모자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의상은

붉은 색 퍼와 바지의 캐주얼한 스타일로 헴라인에는 을 달고,바

지를 걷어 올려 묶어 표 하 다.

미드햄 커쵸 (Meadham kirchhoff)는 2012FW 컬 션에서 장난한

것 같은 메이크업,머리 에 그 로 얹 놓은 가발,반짝이 스트라이

스타킹과 골드 컬러의 구두,마구 끼워 입은 듯한 의상들,크리스마스 장

식 술로 만든 스커트와 반짝이 자켓 등 체 으로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쇼를 선보 다.[그림 22]는 그 한 작품으로,얼굴을 랑색으로

두껍게 칠한 메이크업,우스꽝스러운 노란 가발,아이들의 장난감 같은

악세서리,스트라이 스타킹을 착용하고, 란한 색상들의 쉬폰 드 스

를 입은 모델을 등장시켜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축제 분 기를 연

출하 다.

버나드 헴(bernhardwillhelm)은 민속 의상을 모티 로 토속 인 분

기를 연출하는 것을 즐기고, 들로 하여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낙서나 그림,패턴을 용하여 퍼포먼스와 같은 그만의 독창 인 스타일

을 창조해왔다.2012년에는 [그림 23]와 같이 얼굴의 반을 의 형상처

럼 메이크업하고 기하학 인 패턴의 의상과 드와 블랙의 컬러 블로킹

된 스타킹을 착용한 스타일을 제시하 다.

[그림 24]는 가 스 퓨의 작품으로, 메이크업,체커보드 패턴의

바디수트와 블랙 스타킹,원뿔형의 기다란 모자,커다란 피에로 칼라로

의 이미지를 연출하 는데,가 스 퓨만의 컬러를 사용해 그만의 스

타일로 표 되었다.

의 외형 이미지는 디자이 들이 패션쇼의 성격이나 분 기를

알리는 직 인 수단이 되거나 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에 희극성을 더

해주는 역할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미지는 구체 인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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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 가 있기 때문에 뚜렷히 인식되어지는데,디자이 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의 이미지는 구체 으로 스트라이 ,도트 패턴,체커보드 패턴,컬러 블

로킹,넓은 피에로 칼라, 의 모자 아이템의 다양한 변형 등이 주요

상징요소로 확인되었다.이 카테고리는 변장의 이미지와도 련이 있으

며,일탈성의 특성과 깊게 연 된다.

2.놀이 이미지

최근들어 패션쇼가 퍼포먼스 요소가 강조됨에 따라 놀이 이미지는

패션과 해졌다.놀이는 시간과 미래와 매우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그 이유는 트럼 나 주사 같은 놀이의 기본 인 도구들이 (占)을

치기 한,즉 미래를 알기 한 기본 인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축제의 왕이나 여왕은 때때로 주사 를 던져 선출되었는데,이러한 놀이

의 이미지들 속에서 행복-불행,상승-하강,획득-상실, -탈 과 같

은,인생이나 역사 과정의 압축된 보편 인 도식을 보았던 것이다.놀

이는 일상생활의 궤도를 넘어서,법과 규칙으로부터 삶을 해방시켰으며,

생활을 제약하는 그 자리를 다른,더 압축되고,유쾌하며,가벼운 조

약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239)

사례를 살펴보면,[그림 25]의 옹 오라 투트 뷔는 2010년 SS컬 션

에서 트럼 카드를 고 붙여 성곽 형태의 데크를 만들어 머리에 끼우

고 허리에 고정하 다.이러한 비 실 인 디자인은 유희 이며 실험

성격을 갖는다.한편,2001년 알 산더 맥퀸의 FW 컬 션에서는 이 과

는 이하게 다른 종류의 패션쇼가 진행되었다.[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모델들은 로 변장하여 등장하고,무 에는 회 목마가 설치되

었다.아이러니컬하게 이미지와는 다른 어두운 색조가 감돌고,한 모

239) Mikhail Bakhtin(2), op. cit.,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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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골드의 해골을 다리에 끌며 등장했다.이 쇼에서의 의상은 수트에

서 이 닝 드 스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었고,두 느낌의 분 기가 공존하

도록 연출하 다.이와 같은 패션쇼는 바흐친 이론 용을 한 가장 풍

부한 장이다.시간의존 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되는 카

니발 스크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240)

바스 코스테르스(BasKosters)는 다채로운 컬러의 독창 인 캐릭터를

창조하여 상상력을 펼치는 디자이 로,암스텔담 패션 크에서 [그림 27]

과 같이 원색 인 컬러와 다양한 도트 문양의 패턴으로 된 의상을 입고,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듯한 캐릭터를 등 뒤에 업은 듯한 모델을 등

장시켜 놀람과 웃음을 자아냈다.

의 패션쇼는 고정된 목 이나 분야 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

로운 공연으로 기획되면서 패션 디자인의 개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

의 장이 되고 있으며, 객을 향하여 최 의 효과를 발휘하기 해 각종

장치가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여기에 최근 시 에 걸맞은 디지

털 상의 신기술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241)따라서 타 장르간의 업

이나 상호텍스트성은 패션 분야에서 확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놀이의 이미지는 패션쇼 체의 유희 구성,밝은 색조들의 조합된

디자인,머리 장식이나 악세서리로써 장남감과 같은 오 제 활용,일상

생활용품을 디자인의 요소로 용,놀이나 게임의 모티 용 등을 통

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0) Francesca Granata, “The Bakhtinian grotesque in fashion at the turn of 

twenty-first century”, Ph.D. dissertation, (Londo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2010), p. 14.

241) 리, 연, “ 지  상 시   쇼”, 『 연 』, 94 , 

24(1), 2011, p. 130.



99

[그림 21]

John Galliano

2008 F/W

[그림 22]

Meadham Kirchhoff

2012 F/W

[그림 23]

Bernhard Willhelm 

2012 F/W

[그림 24]

Gareth Pugh 

2006 F/W

[그림 25]

On Aura Tout Vu 

2010 S/S

[그림 26]

AlexanderMcQueen 

2001 F/W

[그림 27]

Bas Kosters

2011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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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물질 이미지

물질 인 것과 육체 인 것은,즉 된 그 자체이며 실제 ‘실 ’인

것이다.바흐친에 의하면,모든 문화 산물(이데올로기 생산물, 술

작품,논문,종교 상징,의식 등)은 물질 사물로서 자신을 나타낸다.

더구나 이들은 의미를 달하고 형성하며 가치를 지닌다는 에서 특별

한 종류의 산물이다.그러나 이러한 가치와 의미는 오직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는 주장한다.카니발 스크에서 육

체와 사물은 비개인 이고 비개별 인,즉 보편 인 차원에서 이해되어

져야 한다.물질 이미지는 육체와 사물의 측면,다시 말해서 분해된 육

체와 사물의 풍요로운 이미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1.분해된 육체

세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쇠퇴와 갈등의 기호하에

서만 인식될 수 있는 상이었다.하지만 실상 세의 세계는 조야하고

더러운 방종의 세계 다. 세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는 육체의 삶을 제

로 표 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삶을 배

척하는 종류의 것이었다.따라서 표 되지도 이해되지도 못한 육체의 삶

은 방탕하고 조야하며 더럽고 자기 괴 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표

과 육체 간에는 끝없이 깊은 심연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앞에서

언 했듯이,라블 는 이러한 육체에 언어와 의미를 함께 회복시키고자

했으며,육체에 그것이 고 에 지녔던 이상 속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동

시에 언어와 의미에 실성과 구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패션의 카

니발 스크에 나타난 분해된 육체의 이미지는 개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인류 체의 육체,태어나 살다가 이런 런 다양한 죽음을 거치고 다시

태어나는 비개인 인 육체이며,그 구조와 그 삶의 모든 작용을 통해 드

러나는 육체이다.인체의 각 기 들은 새로운 사물과 상과 계를 맺

으며 보다 더 구체 으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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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마이클 라우의 디자인으로 단된 신체,즉 얼굴을 복제

하고 반복 용하여 허리에 매달아 마치 스커트와 같은 형태를 이루도록

하 다.은폐된 모델의 얼굴과 체 인 화이트 색조는 주제를 강조하여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한 [그림 29]에서 이깅 인(YiQingYin)은

생리학 신체의 일부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 는데, 드 컬러의 드

스에 붉은 색의 실들을 늘어뜨려 들을 사실 으로 표 하 다.

[그림 30]은 알 산더 맥퀸의 ‘spinecorset’으로,인체의 척추와 갈비

를 알루미늄으로 매우 사실 으로 재 하여 의상의 에 입는 코르셋

으로 표 하 다.그리고 장 폴 골티에는 붉은 색의 두꺼운 실을 사용하

여 마크라메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 31]와 같이 신체의 액 순환계를

표 한 의상을 시한 바 있다.

2.풍요의 모티

물질 ㆍ육체 삶의 주도 인 요소는 풍요와 성장과 정도를 넘는 과

잉의 풍부함이다.풍요로움의 상징이며 물질 삶의 표성을 띄는 음식

과 술,향연의 이미지는 실계를 나타내는 매개인 동시에 엄숙함으로부

터 해방되려는 의지이다.패션에서 풍요의 이미지는 패션 형식에서 일차

으로 나타난다.양식의 혼용,과장,패러디와 부분확 확장,그리고

기존 패션규범의 해체로 표 된다. 한 패션에 용되는 꽃,과일,보석,

다양한 장식요소 등 의상의 재료의 과도한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

표 사례로서,[그림 32]의 빅터 앤 롤 는 흰 커 스나 칼라,셔츠

이 단 등을 해체하고,각각을 확 하여 켜켜이 쌓아 재조합함으로써

거 한 볼륨의 드 스와 같은 셔츠를 탄생시켜 선보 다.[그림 33]의 작

품도 마찬가지로 러 칼라를 상체를 모두 덮을 만큼 과장하여 비 실

으로 표 하 다.

[그림 34]은 디올의 컬 션으로,악세서리를 확 ,강조하여 의상 체

의 장식으로 용하 다.이와 같은 표 형식은 최근까지도 쿠틔리에들

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102

물질 이미지는 단된 신체이미지의 반복 용,무작 배치 과

장,의상소재 구성요소의 확장과 과장,액세서리와 머리장식의 과장,

식물,꽃과 과일,음식 등 풍요 이미지의 용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육체와 사물의 비개별성과 보편성의 강조이며,정신과 물질의 일원론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욕 ,신비주의 인 것,이상 인 것에

한 풍자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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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Alexander McQueen 

1998 S/S

[그림 31]

Jean Paul Gaultier

[그림 28]

Michael Lau 

2009

[그림 29]

Yiqing Yin

2013 S/S

[그림 32]

Viktor & Rolf 

2011 S/S

[그림 33]

Junya Watanabe 

2000 F/W

[그림 34]

Christian Dior 

199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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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성 이미지

패션에 나타나는 성은 에로티시즘과 페티시즘,호모 섹슈얼리티,앤드

로지 스로서 나타나며,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다원주의나 충주의,

성의 해체 등의 개념의 변화로 성에 한 새로운 인식은 패션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복식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 하기 한 방법 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노출이었다.노출은 복식 밖으로 신체를 드러내

는 방법과 복식을 통해 신체의 실루엣을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

러한 직 인 표 양식은 가슴,등,다리,허리 노출로서 신체를 외부로

직 드러내는 것과,허리,엉덩이 착 등을 통해 신체의 실루엣을 드러

내는 것으로 나 수 있다.주로 신체의 성이 상징이 되는 부분을 담

한 노출로서 표 하여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있다. 한 패션에서 남녀

가 서로의 것을 모방하여 강조,변형,왜곡 등을 통해 창조 으로 표 하

기도 하는데,이것은 성 고정 념은 억압 인 성 역할 속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이러한 성 역할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카니발 스크에서 성 이미지는 직 이며,외설 이며 통념의 해체

와 계되는 것으로 앞서 서술한 물질성과도 련을 맺는다.카니발 스

크의 성은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체로서의 인간이 표면화

되는 것이다.

성 이미지는 인간의 성 기 의 사실 인 재 과 성을 직 으로

상징하는 복식아이템의 용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1.성 기 의 사실 재

패션에서 나타나는 성 기 의 재 은 다양한 재료와 방식을 통해

의상 에 나타나며 디자이 의 창조성의 역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

다.실험 디자이 들에 의해 과감하고 노골 으로 표출되므로 논란이

되고 주목을 받아왔음에 틀림이 없다.이러한 작업은 사회,문화 맥락

으로서 성 개념의 새로운 이해로 받아들여진다.카니발 스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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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표 은 문학에서 보여지는 은유 인 방식보다 더욱 직 이

다.문학에서는 성 외설에 한 기존의 의식이나,담론,여성의 정 에

한 고 신화의 개 등을 언 한다. 한 문학에서 성 시리즈의 일

부를 이루는 ‘뿔242)’의 주제 라는가 하는 은유 표 은 시각 술인 패

션에서는 빈번히 다 지지 않으며 해석 오류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장 폴 골티에의 창기 아방가르드한 패션은 다원 문화의 사회 ,

미학 코드를 뒤흔든 이슈나 염려,혼란 등의 이해를 반 하고 있다.243)

[그림 35]는 그의 시 작품으로,시퀸이 촘촘히 달린 드 톤의 드 스

에 론즈 컬러의 시퀸으로 가슴을 표 하고,다크 라운의 비즈 장식

으로 성기를 사실 으로 묘사하여 담하고 강렬하게 표 하 다.인체

에 매우 착되는 일래스틱 튤 소재의 바디 스타킹 에 묘사된 사실

표 은 나체를 연상시키고,드 스의 아랫부분에는 얇은 페더를 용해

인체 에 인체와 의상을 은유 으로 함께 표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

다.패션계의 앙팡 테러블(enfantterrible)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러한 실

험 인 작업 경향은 그의 주된 테마로서,직 이고 노골 인 에로티시

즘의 묘사부터 유머러스한 패러디까지 컬 션에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

다.

알 산더 맥퀸의 ‘Goldenshower’244)컬 션은 매우 외설 인 성

묘사들이 난무하여 당시 커다란 논란의 상이 되기도 하 다. [그림

36]은 그 한 작품으로, 착되는 소재의 드 바디스에 가슴과 성기

의 표 하여 마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했

다.이 컬 션에서는 잉크를 푼 물로 가득찬 시 라스(특수 아크릴

수지) 로 모델들이 빛 비를 맞으며 걸어나오기도 하여 격 인 주제

와 함께 퍼포먼스 인 패션쇼를 선보 다.

242) 뿔:  아내  가진 편  리에 돋는 것  어 므 , 아내  과 

어  시리 에 주 도 는 주 다.

243) www.mondouomo.com

244)  컬  원 는 ‘Golden shower’ , 후 골     

‘Untitled’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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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 의 과장 표 을 해 의상은 시각 착각을 불러 일으키

려는 드 톤,몸에 착되는 일라스틱 소재,다양한 다른 장식의 배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한편 통 인 패션 양식과 결합하여 조 이며

풍자 인 표 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코드피스의 용

코드피스245)는 15-16세기의 남자바지 앞의 샅 주머니로,15세기 호즈

의 바 로 부착되었던 천을 말한다.호즈는 좌우가 따로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는 앞뒤에 바 천이 필요했었다.16세기 트 크 호즈가 달린

물건으로 되어 코드피스도 같이 장식으로 강조되었으며,이 시기의 남

성용 하의의 특징으로 되었고 큰 것은 주머니의 역할을 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1991년 ‘dressingup’컬 션의 주제는 ‘국 왕

조의 마지막 날’로 매우 복합 이고 종합 인 런웨이를 선보 다.이 컬

션에서 드 자켓,컷 앤 슬래쉬한 가죽으로 된 코르셋,코드피스를 부

착한 스커트를 매치한 스타일을 발표하 다[그림 37].이 작품에서의 코

드피스의 표 은 가죽소재를 사용하고 재질감을 나타냄으로써 보다 노골

인 성 묘사를 하고 있으며, 통 인 패션 양식의 테일러링과 유머

를 결합하여 격 인 앤드로지 스를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존 갈리아노(JohnGalliano)의 [그림 38]컬 션의 테마는 ‘베니스의

거리의 사’다.평범함은 찾아 볼 수 없었던 이 컬 션은 문신이나 피

어싱은 베니스 해변의 분 기를 반 했다고 언 한 바 있는 한편, 체

구성은 진흙을 뒤집어 쓴 듯한 병사들이 이것 것 다양한 소품을 걸

치고 인 리터리 의상을 마구잡이로 걸쳐 입은 것 같이 표 되었

다.음향으로 헬리콥터의 소리를 연출하고,사운드 트랙으로는 ‘세계의

괴’를 외치는 섹스피스톨즈의 음악이 흘러나왔다.[그림 38]에서와 같

이 모호크 족처럼 머리를 세우고 주 를 벌겋게 만들어 험상궂은 메

245)『 문 료사 』,(서울:한국사 연구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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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업을 한 모델은 상의로는 구명조끼를 걸치고,하의는 스트라이 패

턴의 스타킹 팬츠 에 니트로 만들어진 과장된 성기 형태를 두꺼운 철

에 부착하여 장식처럼 착용하 다. 쟁터의 이미지는 이러한 부분

으로 제시된 우스꽝스러운 요소들과 어울러져 표 되었다. 한 2010년

컬 션에서는 과장된 코드피스를 여성 아이템인 코르셋에 부착하여 착

용한 남성 모델을 등장시키기도 하 다.[그림 39]에서와 같이 수트를 입

은 형 인 신사의 아웃룩에 이같은 요소를 첨가하여 희화화하 다.

카니발 스크의 성 이미지는 성기와 유방 이미지의 사실 표

과장,코드피스의 과장된 용과 여성 의상에의 용,성의 은유 모티

사용,여성과 남성의 성 이미지의 결합 교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남성성과 여성성에 한 패러디로 풍자 특성이 나타

났으며,디자이 의 작업에서는 기 역에 한 탐색으로 이해되고 있

었다.앞서 언 한 바,성 이미지의 카테고리는 욕 이상에 한

항인 동시에 그것을 물질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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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Jean Paul Gaultier

[그림 36]

Alexander McQueen

1998 S/S

[그림 37]

Vivienne westwood

1991 F/W

[그림 38]

 John Galliano

2008 S/S

[그림 39]

John Galliano

2010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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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죽음의 이미지

사람들은 실의 공포를 잊기 해 허구의 공포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을 선택하여 죽음과 같은 것에 한 탈출구로 인식한다.공포와 련된

것들은 우리 내부에 억 려 있는 억압과 불안을 일시 으로나마 해소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공포의 상은 사회ㆍ문화 인 맥락 안에서 발생

되며, 실에 한 은유 표 의 형태이다.공포는 일 이 고딕(gothic)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1970년 에 와서 펑크와 융합되면서 어둠,섬뜩

함,사악함 등으로 묘사되었다.

패션에서도 죽음의 이미지는 일차 으로 공포로서 이해 가능하며,

세와 고딕,펑크와 하게 다 지고 있다.어둠에 한 기호는 인간 내

면 심리의 반 한 것으로 세기말에 주로 부정 인 이미지로 표면화되어

왔다. 패션에서는 거칠고 어둡고 불길한 장면을 연출하고 직 으

로 사자(死 )의 형상을 재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 가와쿠보는 2012년 컬 션에서 웨딩 드 스로 채워진 런웨이를

선보 다.새틴, 이스 크로셰,러 이나 튤 등의 소재들이 보여졌고,화

이트 의상들이 지어 등장했다.그러나 상과는 다른 아방가르드하고

왜곡된 실루엣의 드 스,섬뜩한 디테일들이 나타났는데 [그림 40]과 같

이 두 손이 묶여진 채,장식이 없는 아이보리 컬러의 긴 슬리 의 드

스를 입은 룩을 선보 다.아드리안 조 (AdrianJoffe)246)는 이에 해

우리의 행복하고 슬픔 인생을 모두 담은 컬 션이라고 설명했다.헤드기

어는 세 명의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할 만큼 컬 션에서 상징 인 요소로

서 큰 역할을 담당하 다.

[그림 41]는 알 산더 맥퀸의 ‘Dante’컬 션에서 선보인 룩으로,교회

에서 펼쳐진 연극 인 패션쇼 무 에서 모델은 머리부터 연결된,속이

훤이 비치는 얇은 이스 드 스를 신체에 착되도록 입고,손가락

의 형상을 부착한 블랙 이스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등장했다.삶과 죽

246)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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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빛과 어둠을 역설 인 계를 반 하는 맥퀸의 컬 션에서 죽음은

종종 다 지는 이미지 다.

언더커버(Undercover)의 타카하시는 [그림 42]에서와 같은 억압된

인간을 표 하면서,얼굴부터 발끝까지 커버하 다.얼굴은 둘둘 말아 가

리거나,뒤집어 쓰거나,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은폐하고 그 에 피어

싱이나 못을 꽂고 체인을 감아 달았다.[그림 42]는 아우터를 입은 인체

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털이 달린 넓고 긴 패 로 여러번 감아 묶어 표

하 다.타카하시는 완 히 은폐된 몸은 공포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고 언 한 바 있다.

[그림 43][그림 44]는 톰 라운(Thom Browne)컬 션의 한 장면으

로,쇼의 무 에는 열 개의 이 놓여져 있고,그 안에는 팬츠 수트 차림

의 모델들이 차례로 워있는 퍼포먼스가 선보 다.섬뜻한 경과 함께

장례식의 주도자와 같은 모델이 나 이션을 하자 속에서 모델들이 한

명씩 일어나 무 를 걷기 시작한다.여기에서 제시된 의상들은 여러 아

이템의 이어링,기괴한 실루엣,꼬리가 달린 스커트,거울에 부착되어

장식된 이 닝 드 스 등의 기이하면서도 과장된 디테일들이 에 띄었

다.

[그림 45]은 릭 오웬스(RickOwens)의 2012년 컬 션에서 범상치않은

공포스러움을 표 했다.쇼 무 의 배경으로는 퍼포먼스처럼 불길이 솟

아 오르고,모델들은 슬래쉬된 듯한 마스크를 쓴 채 길게 늘여뜨려진 실

루엣의 어두운 톤 의상들을 입고 등장했다.피날 에서는 조명이 어두워

지면서 모든 모델들이 좀비들처럼 걸어나와 쇼의 정을 이루었다. 체

으로 어두운 배경,생기없는 모델의 움직임과 표정,자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은 일상에서 벗어난 삶의 표 이었다.

패션에서의 카니발 스크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모델의 메이크업과 얼

굴의 은폐로,의상에서는 주로 색조와 죽음을 상징하는 모티 의 용으

로서,그리고 쇼의 무 배경과 분 기,음향과 음악에서 나타났다.표

방식으로는 유령 이미지와 해골 모티 사용,얼굴의 은폐,무채색의 메

이크업,블랙 베일 그리고 블랙에 가까운 무채색,어두운 색조와 외상과



111

상처,살육의 이미지 신체 훼손의 표 으로 분석되었다.죽음의 이미

지의 심연에는 인간 내면과 본질에 한 문제 제기에 한 것임이 악

되었고,죽음은 실의 자아로부터 이탈한 타자성의 다른 표출 형태

이자 인간 소외의 극단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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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Comme des Garçons

2012 S/S

[그림 41]

Alexander McQueen

1996 F/W

[그림 42]

Undercover

2006 F/W

[그림 43]

 Thom Browne

2012 F/W

[그림 44]

 Thom Browne

2012 F/W

[그림 45]

Rick Owens 

2012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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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패션의 카니발 스크 이미지 표 어휘

유형 카니발 표현 어휘 상  모티브

변장의 

이미

carnival

carnivalesque

carnival-like

fiesta

feast

feast of fools

festival

carnival light

fantasy&real 

world

grotesque

eccentric

fantasical

magical

persona

masked

masquerade

outrageous

기이한

별난

테스크

상한

마법의

타자화된

환상적인

상상의

마스크

의 

이미

powerful

subversive 

mocking

wacky

clown

satiric

fiesta

witty

parody

우스꽝스러

운

전복적인

익살스러운

웅장한

조 하는

풍자적인

위적인

풍자적인

저항적인

강한

과시하는

크라운

뿔

갑옷

해방의 

이미

spectacle

wacky

humorous

playful

circus

performance

theatrical

pierrot

sozzled

유희적인

놀이의

연 적인

유치한

아이같은

익살스러운

희 적인

명랑한

쾌활한

장난스러운

삐에

어릿 대 

서커스

유머러스한

대

놀이

물 적 

이미

somatic

grotesque

revelry

fetishistic

lavish

extravagant 

sozzled

provocative

단적인

육체의

끔찍한

사치스러운

풍부한

물신숭배의

흥청거리는

분해된 육체

풍요 움

(과일,식물,보

석)

성적 

이미

bold

buffonery

raw

obscene

hard core

vulgar

eroticism

외설적인

저속한

노골적인

성적인

대담한

천한

음란한

성적기

코드피스

죽음의 

이미

deathly

mementomori

alienated

horror

brutal

vivtimisation

marginalized

섬뜩한 

음산한

본 적인

유 의

초월적인

소외된

존재화된

테스크

한

유 과 해골

어둠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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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종합 논의

본 장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에 한 사례를 통해 그 이

미지를 분석하 다.논의 결과,패션의 카니발 스크 이미지는 크게 카니발

의 이미지와 카니발 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이미지로 악되었으며,세

부 으로는 변장의 이미지,권력의 이미지,해방의 이미지,물질 이미지,

성 이미지,죽음의 이미지의 여섯 범주로 분석되었다.

변장의 이미지는 얼굴의 은폐 존재의 장으로 나타나며,동물이나 사

물,인형이나 추상 형태로서 투구형,가면형,복면형 마스크와 헤어와 메

이크업,머리장식,바디페인 등을 통해 표 된다.변장의 이미지는 신

체의 비사실 재 ,몸의 왜곡,몸의 부재와 사물화의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기이성과 환상성을 특성으로 갖으며 이는 타자성과 외재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권력의 이미지는 권력 상징물의 과도한 강

조 비하,희화화로 나타나는데,크라운의 모티 가 주된 소재로 활용

되고 있었으며 남성을 상징하는 세 기사의 갑옷이나 남성성을 상징하

는 뿔도 자주 다 지는 모티 로 분석되었다.표 형식으로는 부피의

과장이나 축소,형태의 훼손 왜곡,소재의 과잉 축소, 조 용,

착용 방식의 희화화로 분석되었다.이는 기존 계와 가치의 도를 의

미하며 항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었다.해방의 이미지 범

주에서는 와 놀이의 이미지를 통해 일탈을 표 하는데,이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사회 경건과 육 함으로부터 는 ‘원’,‘부동’,‘ ’,‘불

변’과 같은 음울한 카테고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도구로서 그 이미지

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는 의 외 이미지

용,패션쇼의 유희 구성과 퍼포먼스 요소,밝은 색조,비일상 소재

의 사용.놀이나 게임의 모티 활용 등을 통해 표 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물질 이미지의 핵심은 육체와 사물의 비개별성과 보편성의 강조

이다.따라서 분해된 육체와 사물의 풍요로운 이미지로 구분되어 나타났

다.육체 측면에서는 단된 신체 이미지의 반복 용과 무작 배

치 과장으로 표 되고 있으며,사물의 풍요 이미지로는 의상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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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의 확장과 과장,액세서리와 머리 장식의 과장,식물,꽃과 과

일,음식 등 풍요의 상징 모티 사용으로 표 되었다.이 범주는 욕

이고 신비주의 인 것,이상 인 것에 한 풍자로 해석할 수 있다.한

편 성 이미지는 신체의 성 기 의 사실 재 과 성을 직 으로 상징

하는 복식 아이템의 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 범주는 성기와 가슴 이

미지의 사실 재 강조,코드피스의 과장된 표 과 여성 의상에의

용,성의 은유 모티 용,여성과 남성 이미지의 결합 교체 등

의 표 으로 분석되었다.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한 패러디인 동시에

기 역의 탐색으로 악되었으며 욕 이상에 한 항인 동시에

그것을 물질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죽

음의 이미지는 일차 으로 공포로 이해 가능하며,표 방식으로는 유령

의 이미지,해골모티 사용,얼굴의 은폐,블랙과 어두운 색조 사용,외

상과 상처,살육의 이미지 신체의 훼손 등으로 나타났다.죽음의 이미

지의 심연에는 인간 내면과 본질에 한 문제 제기에 한 것임이 악

되었고,죽음은 실의 자아로부터 이탈한 타자성의 다른 표출 형태

이자 인간 소외의 극단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4 장.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의미해석

제 1 .타자성의 세계

얼굴은 몸 체를 변하며 한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 으로 드러내는

표식이다.다시 말해서 얼굴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내 존

재의 유일성을 입증해주는 물증이고 내가 구인지를 나타나는 그 무엇

이다.따라서 얼굴을 가리거나 다른 모습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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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다.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해 있는 문화구조 속에서 다의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마스크는 이러한 인간의 문화 인 사회 가변성을 고정시켜서 개인을

단순화시킨다.즉 마스크를 쓴 인간은 상이하고 조 인 것의 에서

모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지만,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가 아닌 다

른 분명하고 확고한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247)이와 같

이 마스크는 사회 정체성,계층,성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다는 의

미에서 일탈과 해방의 카니발 인 정신을 내포하는 상징 도구이다.

복식에서 1540년경 마스크가 나타나는데, 기에는 연극배우가 직업

으로만 사용하다가 이후 남녀 간에 모두 유행이 되었다.이는 안색이

변하거나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는 공 인 장소에서 자

신의 존재를 감추기 해 쓰여졌다.이와 같이 마스크는 17세기까지는

얼굴을 덮어 우는 것 내지는 반가면으로서 이마와 코를 덮는 것,즉 불

리한 일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 으며,18세기 이후부터는

비유 으로 ‘연기 술’을 체 으로 옹호하고 의상이라는 의미에서 복장

에 한 표기로 환유 으로 사용되고 한 가장의 뜻을 내포하게 되었

다.248)

1990년 이후 패션쇼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종합 인 술 장르로

변모하면서 에게 공연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 고,디자이 들에게

는 퍼포먼스의 장이 되었으며 극 인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 되었다.

실험 인 디자이 들에 의해 스펙터클화되고 연극화된 패션쇼에서는 몸

을 통해 사회 실과 규정된 삶을 은유 으로 표 하기도 하는데 여기

에서 마스크는 요한 도구가 된다.인습과 통념에 항하고 존하는

모든 삶의 형식들이 갖는 부 성에 항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는,그

것들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삶을 혼란시키고 조롱하며 과장할 권리,타

인을 패러디화,크노로토 속에서 삶을 하며 삶을 희극으로서 연출

하고 분노를 퍼붓고,사 이며 음란한 개인의 삶까지 폭로할 수 있는 권

247) 애, op. cit., p. 28.

248) , “ 에 타  가  태  특 ”,『복식』,58(4),200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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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허락한다.249)이는 카니발 속에서 타자 역을 통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에서도 타자성을 통한 인간과

세계 사이의 계를 재구성하고자 욕구의 발 이다.

가장과 마스크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은폐하려는 것을 동시에 지시

하는 것으로 이 인 구조를 갖는다.그러므로 유쾌한 상 성과,동일성

일의 의미에 한 유쾌한 부정과,자기 자신과의 둔감한 일치에

한 부정과 연 되어 있다.패션에서는 실과 이미지 사이의 거리 상

호 계를 악하기에 앞서 우선 으로 마스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주

목되는 요소이다.왜냐하면 패션에서는 마스크의 의미에 따라 의상이 결

정지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탈존’ 는 ‘타자화’를 한 가장은

패션에서 동물이나 식물,사물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이에 따라 다른

존재를 연극화함으로써 낯설고 기이한 시각 이미지를 유발시키고 심리

부조화와 소외 상이 달된다.그리고 나서 실계와 연 지어 본질

인 문제의 인식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표면 으로는

공격성과 불쾌감을 조장하는 디스토피아 세계 으로 비춰지지만 카니

발 스크 의미에서는 인간의 소망이나 실세계에 한 새로운 인식,더

나아가 비 이 제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카니발 스크에

서는 이 의미의 마스크로 이해되며,마스크의 이면에 내재된 철학

물음에 한 탐구 역이 본질 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인 디자

이 들은 얼굴의 은폐와 가장 뿐만 아니라 체 인 몸을 변신시킴으로

써 완 한 존재의 이탈을 꾀하기도 한다.이러한 표 의 이미지는 패션

역의 술 측면을 극 화한 것으로 간주되고 평가되어진다.

바흐친은 마스크는 이,변신,자연 경계의 괴,조소,별명과 연

되어 있으며,패러디,희화,분장,찡그린 표정,거드름을 피우는 몸짓 등

과 같은 상들도 본질 으로 마스크의 생물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어 고 원시 사회의 카니발에서 쓰 던 마스크와 사회의 마스크

를 구분 지으면서,고 의 마스크가 유기 공동체 문화 안에서 ‘변화와

재생의 기쁨’을 체 했던 것에 반해 의 마스크는 주체의 ‘소외’를 환

249) Mikhail Bakhtin(3), op. cit., p.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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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킨다고 지 250)한다.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나타나는 마스크는

사회 질서에 통제된 인간 존재를 해방시키려는 내 표 이자 기계화

되고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 존재의 상징 표 으로 요약된

다.즉 마스크를 쓴 주체는 타자 치에서 실재에 해 통찰하려는 개

념의 형상화로 이해될 수 있다.

제 2 .가치체계의 도

1. 계질서의 복

바흐친의 설명에 따르면,“생활과 사고의 양 체계”의 “상호 소외”가

각각 주어진 질서,힘,그리고 체계에 계되면서 “즐거운 상 성”이 생

겨난다고 하 다.여러번 언 했듯이,바흐친의 카니발 스크는 카니발의

“뒤집 진 세계”에 그 출발 을 두고 있는다.공 인 세계가 신성,권 ,

진지성, 제,그리고 난장트기와 황홀경에 한 타부를 통해 자신을 소

외하고 감 함에 반해서,“뒤집 진 세계”는 이러한 세계의 복을 나타

내는 데에 있어 이미 공 인 세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립 인 이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즉,“카니발은 성

과 속,높은 것과 낮은 것을, 한 것과 보잘 것 없는 것을, 명한 것

과 어리석은 것을 통일하고 결합한다”고 설명된다.

패션에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 됨에 따라 사회 문제를 인식하

고 패션을 통해 표출하려는 디자이 들이 나타났는데,바로 카니발 스

크 장르에서 더욱 가시 으로 나타난다.복식사 으로 기성 권력이나 권

에 한 항은 주로 하 문화 스타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

에는 오트쿠틔르에서도 극 으로 표 되고 있다.1960년 에 출 한

루드 보이(rudeBoy),히피(hippie),스킨헤드(skinhead),펑크(punk)등의

250) 근,『가  』( 울: 사, 1995),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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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문화들은 통 인 가치에 항하고 소외된 존재의 자유를 주장하면

서 그들 특유의 패션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이후 이러한 패션 스타일들

은 리 일반화되어 유행하 고 오늘날 하이패션에도 항 인 메시지를

내포하는 상징 인 의미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나타나는 복성은 와 같은 항 인 패

션과는 달리 기존 권 나 체계에 한 항을 직 이고 가시 으로 드

러내고 이를 희화화하는 하나의 행 이자 연출이다.다시 말해서 권 ,

계 ,신분 등의 원형 이미지를 패션에 차용하여 과장이나 비하,속화

를 통해 형태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며 이질 요소와 결합시키는 형식

이 이에 해당되며,카니발의 과 탈 과 같은 이 이며 상호모순

인 의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이 때 나타나는 권 와 힘 등과 립되

는 것과의 결합은 카니발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의 패션쇼는 카니발의 장과 같이,일시 으로 특수하게 창출된

시공간 속에서 낡은 패러다임을 고발하고 괴하려는 연극 인 퍼포먼스

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여기에서 엄숙하고 무게있는 권 의 상징 요소

들이 풍자 으로 개작되어 쇼의 체 인 구성과 더불어 희극 으로 연

출된다.정교하고 섬세한 쿠틔르 인 디테일이 이러한 권력 상징의 모티

와 결합되면서 립 불일치에 의한 유쾌한 상 성이라는 특성이 나

타난다.이러한 경향은 정치성과 술성의 목으로 평가되고 해석되어

진다.

패션의 카니발 스크는 패션의 양식 측면에서 볼 때,무작 인 양

식의 인용이나 결합,양식의 괴,패션 규범이나 통념의 해체가 나타나

는데 이것 역시 기존 질서에 한 복의 맥락에서 해석된다.이러한 패

션의 미 활동은 새로운 가치 차원에서 새로운 리얼리티를 탄생시킨다

는 궁극 의미를 갖는 동시에 일탈 행 의 상징 표 이다.

기존의 가치 ,권 의 심,지배문화에 한 불신과 해체의 시 가

시작됨에 따라,여러 작가나 디자이 들은 종래의 규범 ,정 텍스트

들을 패러디하고 패스티쉬하고 있다.이 때의 패러디나 패스티쉬는 규범

정 텍스트들을 부인하거나 괴하는 것이 아니라,그것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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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251)으로 카니

발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다.즉 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왕 박탈

의 빛이 엿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이 상징들은 언제나 정과 부

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카니발 세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사회 인간의 해방

메리 더 라스(MaryDouglas)에 따르면 몸은 사회 압력을 지니며

이를 표 하는 매우 제한된 매개체이다.몸을 통한 존재 방식은 우리 문

화의 사회 습에 의해 결정 으로 형성된다.252)사회 으로 결정지워

지고 구속되어진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한 욕망은 존재의 본성이며,

이는 몸을 통한 일탈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진지하고 일상 인 삶을

벗어나 일시 인 자유로운 활동의 역으로 들어가는 유희는 이러한 일

탈의 상징 인 표출 행 이다.

축제 시공간은 곧 비 실 인 특성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축제는 일

시 으로 억압된 욕망이 쉽게 발 될 수 있는 최 의 장이며 인간의 유

희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놀이의 표 인 형태253)이다.축제 상태는

일시 으로 나마 환상이 실제를 신할 수 있어야 하고,극 인 긴 성

이 있어야 하며,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공존의 감성 인 무언가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패션쇼에서도 축제 시공간의 요소가 발견되

며 축제 인 상황이 연출된다.

놀이와 같은 유희 퍼포먼스는 고 시 부터 과장된 움직임의 형태

와 다채롭고 밝은 색상에 의존해 왔다.254)카니발 스크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을 살펴보면,패션쇼에서 서커스나 회 목마 등을 무 배경으로

251) 곤, 『사  열쇠-문 』 ( 울: 도  산처럼, 2006), p. 167.

252) Joanne Entwistle, “The Dressed body“, The Fashion Reader (Oxford and 

New York: Berg Publishers, 2003), p. 96.

253) 승룡, 아 , op. cit., p. 44.

254)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Avon Books, 1980),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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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인 행 를 퍼포먼스로 표 하거나,곡 사나 이미지를 직

으로 연출하거나,카드 게임,주사 와 같은 놀이의 상징 인 모티 들

을 의상에 용하거나,유치하고 어린아이의 감성과 같은 익살 인 부조

화,밝은 색상들의 조합을 통해 표 되고 있다.특히,퍼포먼스 인 요소

를 통해 상상 인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함으로써 나타나는 유희

성격은 환상 인 특성을 갖는데,이는 무 배경,조명,음악 등의 다양

한 장치들을 복합 으로 활용하여 표 의 역이 확장됨으로써 비 실

인 상황을 그럴듯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듯 디지털 상

시 에 의한 시공간의 확장은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유희 특

성을 극 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니발 스크에서 는 단히 요한 상징 모티 이다.이들은

다른 어떤 존재양식을 반 하는 은유 의미를 갖는다.바흐친에 의하면,

내면 인간은 오직 나 바보의 도움이 있어야만 폭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만큼 인간의 삶을 표 할 수 있는 하고 직 인 수

단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는 이 세계 속에서 타

자가 될 권리이자 특권을 갖는 존재255)로 악할 수 있다.패션에 나타

난 이미지는 마스크와 변장과 더불어 특유의 의상을 재 함으로써

표 되며 실세계에서의 타자 존재를 상징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카니발 스크는 사회 인 것들과 계를 맺는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일시 으로 해방감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게 된다.패션에서는 유희 놀이의 표 ,일상 규칙의 반,패션

규범의 반,모순 부조화를 통한 과장되고 비일상 인 의상으로서

사회 실의 진지함과는 상반된 해방의 이미지가 나타나며,이는 긴장

감을 제거시켜 웃음을 유발시킨다.이러한 극 인 표 의 카니발 스크

이미지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역동 으로 표 하는 행 로 간주된다.

호이징가는 축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일상 이고 비생산 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해서는 필수불가결한256)요소라고 언 했듯이

255) Mikhail Bakhtin(3), op. cit., pp. 351-352.

256) 승룡, 아 , op. cit.,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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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나타난 유희 인 카니발 스크 이미지는 이러한 사회문화 함의

를 담고 있는 카니발의 본원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 해석할

수 있다.

3.물신주의에 한 항

맑스는 <자본론>에서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생산과정의 흔

을 삭제하는데 달려 있으며,상품은 더 높은 구매 욕구를 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시장에 선보인다고 말한다.자본주의는 이러한

자율 인 가치를 갖는 상품을 이미지로 부활시킨다고 보고 물신주의를

설명한다.즉 하나의 추상 인 체계는 가치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 체계

를 만들어낸 상징화의 과정도 부인하면서 이미지로 회귀한다.상품 물신

주의는 스펙터클로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스펙터클로서 그 상물은 이

미지와 믿음이 되고,종교 이기보다는 성애 인 특성에 의해 자신의

치를 확보하게 된다.257)

볼거리로 인식된 패션은 스펙터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물질 인 풍

요와 물신주의 욕망을 보여주는 표 이다.한편 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이미지화된 패션은 물신주의에 지배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

면에 다양한 양식의 혼합,다양한 소재의 결합,소재의 과도한 사용,악

세서리의 강조 등을 통해 과시 인 사치를 드러내는 패션은 물신주의에

한 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이 인 해석이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카니발 인 도의 논리에 따라 패러디의 상으로 이해되

기 때문이며 다른 해석의 근거는 맥락의 무한정성258)으로 설명할 수

있다.바흐친은 다양한 사회 모습들과 잘 조율하여 표 하는 술가는

257) Laura Mulvey, “Some Thoughts on Theories of Fetishism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ulture”, 울 (역), 『21  문  미리보 』 ( 울: 시각과 

언어, 1999), pp. 338-339.

258) Robert Stam, “Mikhail Bakhtin and Left Cultural Critique”, 여 상 엮 , 『

친과 문 』( 울: 문 과 지 사, 1995),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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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사회에 한 텍스트를 변화시킨다고 보고,맥락의 무한정성을 강

조한다.이러한 맥락의 무한정성은 술의 형식에 한 물신화를 벗어나

게 해주는 것이다.

돈의 가치의 상징 체계가 스펙터클로서의 상품 물신의 모습에 필수

인 반면, 로이트의 물신은 성차 면에서 건이 되는 상징 체계를

정확하게 부인하기 해 만들어졌다. 로이트는 그의 논문 <물신주의

Fetishism>에서 남자아이가 여성의 육체에 남성의 성기 이 없는 것을

잘못 인식해 거세공포증을 지각한다는 데서 물신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259) 로이트 물신은 환상 인 과잉 각인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즉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느낀 것에 한 체물의 기능을 해

서,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을 감추기 해서,그 숭배자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하는 기호를 설정하는 것이다.260)도착은 타자의 결여를 ‘부인’하는

구조로 정리되며,물신주의는 실 으로는 존재하는 성 인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방어하기 한 기제로 논의되고 있다. 로이트에 의한 물

신주의는 정신분석학 측면으로 흔히 도착 인 성 이미지를 언 한

다.이는 성 자극을 유도하는 에로틱한 이미지나 이성의 몸이나 복식

에 한 도착 인 태도로,패션에서는 트랜스베스티즘(transvestism),크

로스드 싱(cross-dressing),트 스섹슈얼(trans-sesuals)등을 지칭한

다.261)

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는 이성의 복식을 상징 으로 착용하거나,성

기 의 모티 를 사실 으로 재 하여 의상 에 강조된 디테일로

용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이는 성 물신주의에 한 풍자로 해석되기

도 하며, 는 기존 질서와 패션 규범의 해체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스타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 비가 강하게 나타나며,이에

따라 희극성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회의 물신주의는 문화와 술 반에 나타나는 상이다.

259) Laura Mulvey, op. cit., p. 340.

260) Ibid., p. 337.

261) 민 , 『복식미  강  2』 ( 울: 문사, 200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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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볼거리의 미학은 부인의 구조에서 발 된 것으로 시각의 극 화

에만 집 하는 것이다.이러한 표면에 한 강조는 물신의 환 공간

을 과장시키고 물체에 한 도착이 쉽게 이미지로 변형될 수 있는 구조

를 만듦으로써 스펙터클이 실재계를 신하게 한다.패션의 카니발 스

크에 나타난 물신주의는 수용과 항의 이 해석이 가능하나 우선

으로 복 사유로서 악되어야 된다.왜냐하면 카니발과 카니발 스

크는 사회 징후의 도를 꾀하는 속성을 본질 으로 갖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신체의 권력화는 능성과 물질성으로 요약되며 이에 반

론을 제기하는 것이 카니발 스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제 3 .성에 한 탈신비화

카니발 스크에서는 사회 으로 주변 인 것이 상징 으로 심이 될

수 있다.262) 한 사회 으로 기시되던 것들이 상징 인 자원이 되고

이를 통해 삶이 해석되고 실천된다.

바흐친은 정신주의에 한 반 의 입장으로,물질 인 것과 육체 인

것을 정 으로 재평가하는데 심을 두고 있다.그는 물질과 육체에

한 칭송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정지시키고,

신비주의와 욕주의에 한 항을 내포한다고 설명한다.바흐친의 물

질주의 개념에서 물질은 문화 기억을 ‘구 ’하기 때문에 문화의 지속

존재에 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물질 인 것과 육체 인 것은 즉

된 것 그 자체이며,실제 ‘실 ’인 것이다.263)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카

니발 스크에 나타난 물질 ㆍ육체 이미지에 해 바흐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라블 는 인간의 육체를 구체 으로 드러냄으로써 실 인 시공간에

262) Peter Stallybrass and Allen White, The Politics and Poetics of 
Transgress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p. 5.

263) Renate Lachmann, op. cit.,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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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육체의 새로운 의미와 치를 발견했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세계의 체상을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심으로,다시

말해 육체와의 물질 역 속에서 구성해내려는 최 의 요한 시

도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계상은 세의 세계에 한 논쟁

립물이다. 세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쇠퇴와 갈등의

기호 하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상이었다.따라서 제 로 표 되지도

이해되지도 못하는 육체는 조야하고 자기 괴 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

다.264)이에 반해 카니발 스크의 육체는 개개인의 육체가 아닌 비개인

인 육체,즉 인류 체의 보편 인 육체이다. 한 삶의 모든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육체이다.라블 는 이러한 육체를 다양하게 표 하고 있

는데,이는 해부학 ,생리학 측면의 묘사, 속하고 외설 인 묘사,익

살스럽고 냉소 인 묘사,환상 이고 기괴한 알 고리의 측면에서의 묘

사265)등이다.특히, 속하고 외설 인 묘사는 인간이 타락하고 속하

게 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육체 삶의 모든 기능들이 정의 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패션의 카니발 스크의 성 이미지는 성 기 의 사실 표

과장,코드피스의 과장된 용,성의 은유 모티 사용,여성과 남성의

성 이미지의 결합 교체 등으로 나타났다.여기에서 이상 인 것,성스

러운 것을 구체 인 지상의 차원으로 끌여내려 극도로 과장된 형식으로

표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것은 기에 한 도 이자 육체 인

것을 무시하고 정신 인 것을 지나치게 숭배해온 세의 가치 에 한

반발과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 4 . 술과 삶의 통합

바흐친이 상정한 카니발 스크 개념은 세의 지배로부터 의식을 해

264) Mikhail Bakhtin(3), op. cit., p. 365.

265) Ibid., pp. 365-366.



126

방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발견원리이다.

카니발 스크는 인간 존재를 심으로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카니발이 삶과 술의 간 지 에 속하는 것266)과 같이,카니

발 스크 역시 인간의 삶과 필수불가결하게 연 되어 있으므로 카니발

스크 술은 곧 삶의 문제이자 삶에 한 통찰이다.

옷은 인간의 몸을 세계와 련시키는 형태의 기호이다.언어가 세계를

형태짓는 고안물인 것처럼,옷은 모든 사회와 문화,인간의 사고,가치,

이념,태도,정서를 투사하는 시뮬 이션이며 달내용이다.오랫동안 옷

은 몸에 한 재 으로서 인식되어져 몸의 형태와 기능을 따르고 그에

순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옷과 몸의

계에 한 고정 념은 해체되고,테크놀로지가 몸,패션과 결합하면서 몸

은 실험 인 장소로 되기도 하 다.이러한 몸 비우기는 80-90년 의 사

이버 펑크나 테크노 패션에서 주도 으로 시도되어온 인간의 술의지이

다.여기서 몸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며 인지의 역동

거소로서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개념이다.즉 몸은 간데 없고 이데올

로기만 남는 것이다.267)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도 몸이 부재하고 이데

올로기만 강조되는 상이 나타난다.모든 이미지 범주에서 몸은 생략되

거나 는 신체 일부분이 확 강조된다.후자의 경우는 육체 이미지

와 련된 물질 이미지와 성 이미지 범주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기능

과는 무 한 상징 표상이다.

사회 실의 인식단계를 거쳐 변화와 갱생의 측면을 내포하는 카니

발 스크는 문화 실천과 계된다.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들은 타자 는 외재 상태에서 동시 상을 격하,

희화화 속화를 통해 표출된다.이를 통해 수용자,보는이에게 일탈과

해방의 쾌를 유발시키고 불합리한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이

듯 카니발 스크는 궁극 으로 이상 인 삶의 실 하려는 이념으로 작용

한다.바흐친은 술 인 텍스트는 당시 의 체 인 문화의 맥락에서

266) 욱동(1), op. cit., p. 241.

267) 민 , op. cit., pp.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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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야한다는 상호텍스트성 혹은 화주의를 주장268)하는 한편,미

학 활동은 세계 속에서 어떠한 ‘가변 인 것’을 무의미하고 공허한 상

태로부터 탈출시켜,그것으로 하여 가치있고 사건 량을 획득하고,

확고부동한 특정성과 의미심장함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페터 뷔르거가 그의 서 <아방가르드 이론>(1980)에서 아방가르드는

무엇보다도 고 술이 지향하는 진지성과 엘리트 인 특성을 비 하는

동시에,그동안 구체 인 일상 삶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던 술을 삶

속에 끌어들이고자 하 다고 언 하 다.다시 말해 헤겔-마르크스 용

어를 빌어 표 한다면 “ 술을 삶 속에 통합시키는”것을 가장 요한 심

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269)이와 같은 맥락으로 카니발 스크

도 해석가능하다.로버트 스탬은 바흐친의 미학은 인 의미의 통찰

력을 지니며 잠재 인 항의 힘에 한 한 아방가르드와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270)고 서술하고 있다.

제 5 .유토피아에 한 역설 근

16세기 잉 랜드 인문주의자 토마스 모어(ThomasMore)가 처음 사

용한 유토피아(utopia)는 ‘u(ou:없다)(eu:좋다)’와 ‘topia(장소)’의 합성어로,

지리 ㆍ역사 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곳’을 뜻한다.271)카니발의

괴 이면서도 해방 인 웃음은 부정 인 동시에 정 인 형상,즉 유

토피아의 형상이다.카니발의 소격 효과는 해체 이면서 동시에 재구성

인 것으로,패러디에 의한 상의 붕괴는 그 정상 인 재 을 제로

하며,그것을 야기시키고 자신이 부인하는 것의 형태에 상을 다시 모

아놓는 변증법 이미지이다.272)카니발은 항상 크로노토 와 계를 맺

268) Robert Stam, op. cit., p. 330.

269) 욱동, 『포 크 니 과 』 ( 울: 청 , 1992), p. 108.

270) Robert Stam, op. cit., p. 342.

271) , 『 양사 개 어 사 』 ( 주: 살림, 2008), p. 261.

272) Terry Eagleton, Water Benjamin, or Yowards a Revolutionary Criticism,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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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간의 삶에 있어 월 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기와 변 의 계

기와 련된다.

여러번 언 했듯이,카니발 스크는 수직 세계와 연 된 상징 ㆍ

계 해석을 추방하여,총체 이고 균형잡힌 새로운 인간들 사이의 소통

을 한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한다는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카니발에

나타나는 웃음은 앞으로 언제나 있을 모든 사회 규범에 도 하다는 의

미에서 유토피아 인 것으로 설명된다.그것들은 완결되었거나 완결된

모든 것에 한 유쾌한 부정의 정신을 구체화한다.273)모든 유토피아

사유 형식은 개방성과,매일매일의 창조 노력이 갖는 요성을 부인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274)

카니발 스크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리얼리즘의 핵심은 사물과 념의

규정된 틀을 괴하고 측불가능한 연결 계를 창조해 낸다는 이다.

이러한 자유분방한 결합은 기괴해 보이지만,이런 사물과 상들은 생생

하게 살아있는 구체물이다.그것들은 다양한 모습 그 로 허용되어야 하

는 것이다.바흐친에 따르면 실제 생성의 감각이 존재하기 해서는

미래,특히 우리가 구체 으로 행 하는 직 이거나 근 한 미래가 의

미 있고 가치 있으며 변화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카니발 스크의 변장의 이미지에서 마스크는 일탈의 표 인 동시에

타자 ,외재 치에서 다른 새로운 실세계와의 소통을 추구하고

자하는 상징 인 의미를 함축한다.즉 자신을 은폐하거나 드러내기 한

존재의 장인 동시에 인간의 소망과 감정 등의 내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이미지는 기존 계와 질서에 한 복 행 를 나타내는

것으로,이는 교체,변화,죽음,갱생의 토스를 갖는 과 탈 의 이

이며 모순 인 의식이 패션에서 재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의 이미지는 사회 인간의 일탈 모습을 과장 으로 형상화함

상 엮 , 『 친과 문 』( 울: 문 과 지 사, 1995), p. 168.

273) Gary Saul Morson and Caryl Emerson, Mikhal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문   역, 『 친  산문 』 ( 울 : 책 상, 2006), p. 182.

274) Ibid., p.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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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해방을 향한 유토피아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물질 이미지는 육체와 사물의 비개별성과 보편성의 강조로서,모든

것이 물질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고,정신과 육체의 이원

론 사고를 해체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 으로 해석된다.다시 말해서

욕 인 것,신비주의 인 것,이상주의 인 것에 한 풍자 표 으로

설명될 수 있다.한편 여기서 나타나는 과잉의 풍요로움은 상품 물신주

의에 한 항으로도 해석된다.

성 이미지는 노골 인 성 기 의 사실 묘사와 성을 상징하는

복식 아이템을 통해 나타나는데,이는 기 역에 한 탐색이자 욕

주의 이상에 한 거부 성의 탈신비화를 구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죽음의 이미지는 인간 내면과 본질에 한 철학 인 문제 제기로 해

석되며, 사회의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

지의 역설 표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카니발 스크 이미지의 여섯 범주는 모두 부정과 항, 반, 도의

표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이를 통해 사회 상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반성과 통찰의 계기가 마련되고,궁극 으로는 새로운 세계상을 실 하

고자 하는 유토피아 비 이 제시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제 6 .문학과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비교

분석

문학과 패션에서의 카니발 스크의 비교 분석 결과,문학의 카니발

스크는 내용 측면 뿐만 아니라 문학 양식에서도 카니발 스크가 명

확히 나타나는 반면,패션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왜냐하

면 문학에서는 모순 어법,이질 장르의 혼합,다음조성,다문체성 등의

양식 측면 만으로도 카니발 스크로 이해되기도 하는 반면,패션에서

는 이러한 다양한 양식의 혼합 표 은 매우 빈번히 나타나므로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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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스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하 다. 한 문학의 카니

발 스크 이미지에는 나 놀이,마스크 등과 같은 카니발의 상징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는 카니발 상

징 요소들이 직 으로 표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로테스크

리얼리즘 표 은 패션보다는 문학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문학의 언어를 통한 표 방식이 패션의 조형 방식보다 용이하여 표

역에 있어 제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문학과 패션의 카니발 스크의 비교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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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문학과 패션의 카니발 스크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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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종합 논의

사회에서 옷을 입는 신체는 이제 개인 이고 사 이며 감각을 지

닌 신체가 아니라 사회 상으로도 간주된다.따라서 우리가 패션의

외 조형성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향을 받고 살아가는

외부 세계에 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패션에서 나타난 카니발 스

크의 의미 분석 결과,타자성의 세계와, 계 질서의 복,사회 인간

의 해방,물신주의에 한 항으로서의 가치 체계의 도,그리고 성에

한 탈신비화로 요약되며 궁극 으로는 유토피아에 한 역설 인 근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 사회 삶으로부터의 욕망의 표출로서 패션에서의 카니발 스

크는 테크놀로지와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임을 악하

다.구속된 자아로부터의 일탈은 마스크와 변장의 이미지로 표 되었으

며 동물형,추상형,사물형의 마스크와 함께 신체의 왜곡과 변형도 기괴

하게 이루어졌다. 한 카니발의 과 탈 과 같이 권력이나 계를

풍자화하여 사회 가치나 질서의 복을 희극 으로 표 하 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물신주의에 한 항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한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인 육체 ,물질 이미지가 패션

에서도 극 나타나고 있었는데,이는 카니발 스크의 세계 과 그 맥락

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성에 한 통념의 해체로서 노골 인 성

표 은 탈신비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패션에서 나타나는 카니발 스크의 몸 역시 완성되지 않는 열려있는

몸,순환과 생성의 몸으로 사회ㆍ역사 인 몸으로 간주된다.따라서 패션

의 카니발 스크는 몸을 통해 인간과 계하는 외부의 세계를 드러내고

인간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술과 삶을 통합하려

는 술의 한 장르로서,단순한 술 작업의 차원을 넘어 실 세계를

인식하려는 태도이자 술 수용자에게는 인간의 보편 이며 궁극 인 문

제 제기에 한 탐구와 성찰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서의 산만하고 자유로운 롯,시공간의 확장,모험과 환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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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패션쇼의 스토리텔링 구성 비일상 환상 유희 배경, 퍼포

먼스 요소로 비교되어 해석할 수 있었으며,다양한 문체 실험,다양

한 장르의 삽입과 인용,문학 규범 등의 문학 형식의 괴는 패션 장

르에서 양식의 차용과 패러디,양식의 해체와 재구성,남녀 젠더 의복

의 통념 괴,의복에 한 사회문화 습의 철폐 (착장방식,구성방

식,구조,소재,아이템,T.P.O),반패션성으로 상응하여 표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신체의 격하와 속화,물질성과 육체성의 강조,과도

성과 같은 문학의 카니발 스크 특성은 패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문학 장르가 더욱 극 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학 ,사회 문제,인간의 본질 문제,이데올로기 진리의 실험

과 탐구,사회 유토피아를 내포한 문학의 주제,외형 모습과 내면

의식의 상호모순 이미지 묘사,인물들 간의 조 이미지 병치,그리

고 인물들의 직 담화,복수 의식과 다양한 목소리 공존,냉소 허

풍,암묵 이 의미와 같은 문학의 어조는 패션에서 디자이 의 철학

과 가치 으로 나타나는데,신체와 패션에 한 이상미 부정,여성 섹슈

얼리티.인간의 존재의식에 한 사유,패션의 역사성,사회 실의 고

발.사회 유토피아,소외된 사회와 사회 타자,권력과 욕망 등의 주

제로 표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제 5장.결론

바흐친의 카니발에 한 이론은 인간 심의 세계 에 주목한 것으로,

궁극 으로는 술의 소통 차원을 주장한다.이에 형식보다는 내용을

시하고 보편 신체와 물질성을 강조함으로써 90년 이후의 포스트모

던 신체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몸 담론과 신체 미술의 이론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카니발은 일상 인 삶과 공식 제도로부터 일시 으로 해

방되는 축제이며,오늘날 카니발의 제요소들은 술 문화 상 반

에 편입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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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 패션은 고, 화,사진,뮤직비디오,TV 드라마 분야 등 인

장르들과 한 계를 맺으면서 더욱 자극 인 코드로 변화하고 있

으며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매체의 발달로 인해 패

션쇼는 이 공유하는 문화 행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퍼포먼스

경향이 나타나고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 다.이에 따라 과도하고 극단

인 패션 이미지가 등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션 상을 악하고자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

을 토 로 하여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지와 의미에 한 논의

를 개하 다.이는 사회문화 맥락에서 패션을 총체 으로 악하고

자 함을 의미하며, 패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인문학

근 방법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에서의 카니발 스크 장르는 바흐친이 상정한 ‘진지하면서도 희

극 인’장르로,인간 본질의 궁극 문제 시 의 이념이나 가치 을 담

아 확장시킨 역이며 사회문화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카니발 스크의 특성은 철학성,유희성,기이성과 환상성,극단성과 과도성,

양가성, 속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카니발 스크 문학에서의 롯,문체,

이미지의 외 구성 원리는 패션에서 구조,패션쇼 구성,패션의 장르

양식,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주제,인물,어조 등의 문학의 내

구성 원리는 패션 디자이 의 의식과 가치 ,컬 션의 컨셉 주제

측면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이미지는 크게 카니발의 이미지

와 카니발 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이미지로 악되었으며,세부 으로는

변장의 이미지,권력의 이미지,해방의 이미지,물질 이미지,성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의 여섯 범주로 분석되었다.

변장의 이미지는 얼굴의 은폐 존재의 장으로 나타나며,동물이나 사

물,인형이나 추상 형태로서 투구형,가면형,복면형 마스크와 헤어와 메

이크업,머리장식,바디페인 등을 통해 표 된다.변장의 이미지는 신

체의 비사실 재 ,몸의 왜곡,몸의 부재와 사물화의 형태로 나타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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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이성과 환상성을 특성으로 갖으며 이는 타자성과 외재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권력의 이미지는 권력 상징물의 과도한 강조 비하,희화화로 나타나

는데,크라운의 모티 가 주된 소재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남성을 상징하

는 세 기사의 갑옷이나 남성성을 상징하는 뿔도 자주 다 지는 모티

로 분석되었다.표 형식으로는 부피의 과장이나 축소,형태의 훼손

왜곡,소재의 과잉 축소, 조 용,착용 방식의 희화화로 분석되

었다.이는 기존 계와 가치의 도를 의미하며 항 성격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해방의 이미지 범주에서는 와 놀이의 이미지를 통해 일탈을 표

하는데,이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사회 경건과 육 함으로부터 는 ‘

원’,‘부동’,‘ ’,‘불변’과 같은 음울한 카테고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도구로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는

의 외 이미지 용,패션쇼의 유희 구성과 퍼포먼스 요소,밝은

색조,비일상 소재의 사용,,놀이나 게임의 모티 활용 등을 통해 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질 이미지의 핵심은 육체와 사물의 비개별성과 보편성의 강조이다.

따라서 분해된 육체와 사물의 풍요로운 이미지로 구분되어 나타났다.육

체 측면에서는 단된 신체 이미지의 반복 용과 무작 배치

과장으로 표 되고 있으며,사물의 풍요 이미지로는 의상 소재 구성

요소의 확장과 과장,액세서리와 머리 장식의 과장,식물,꽃과 과일,음

식 등 풍요의 상징 모티 사용으로 표 되었다.이 범주는 욕 이

고 신비주의 인 것,이상 인 것에 한 풍자로 해석할 수 있다.

성 이미지는 신체의 성 기 의 사실 재 과 성을 직 으로 상징

하는 복식 아이템의 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 범주는 성기와 가슴 이

미지의 사실 재 강조,코드피스의 과장된 표 과 여성 의상에의

용,성의 은유 모티 용,여성과 남성 이미지의 결합 교체 등

의 표 으로 분석되었다.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한 패러디인 동시에

기 역의 탐색으로 악되었으며 욕 이상에 한 항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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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물질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의 이미지는 일차 으로 공포로 이해 가능하며,표 방식으로는

유령의 이미지,해골모티 사용,얼굴의 은폐,블랙과 어두운 색조 사용,

외상과 상처,살육의 이미지 신체의 훼손 등으로 나타났다.죽음의 이

미지의 심연에는 인간 내면과 본질에 한 문제 제기에 한 것임이

악되었고,죽음은 실의 자아로부터 이탈한 타자성의 다른 표출 형

태이자 인간 소외의 극단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의미는 타자성의 세계, 계

질서의 복,사회 인간의 해방,물신주의에 한 항,성에 한 탈

신비화로 요약되며 궁극 으로는 유토피아에 한 역설 인 근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여기에서 나타나는 카니발 스크의 몸은 완성되지 않는

열려있는 몸,순환과 생성의 몸으로 사회ㆍ역사 조건,즉 주어진 크로

노토 속에 존재하는 실재하는 인간의 몸으로 간주된다.따라서 패션의

카니발 스크는 몸을 통해 인간과 계하는 외부의 세계를 드러내고 인

간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넷째,패션에서의 카니발 스크 장르는 술과 삶을 통합하려는 시도

로 악되었다.이는 단순한 술 작업의 차원을 넘어 미학의 원리로

서 실 세계에 한 작가의 인식태도나 가치 을 반 하는 것이며 술

수용자에게는 인간의 보편 이며 궁극 인 문제 제기에 한 탐구와 성

찰의 역이다.

다섯째,문학과 패션에서의 카니발 스크의 비교 분석 결과,문학의 카

니발 스크는 내용 측면 뿐만 아니라 문학 양식에서도 카니발 스크

가 명확히 나타나는 반면,패션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

문학에서는 모순 어법,이질 장르의 혼합,다음조성,다문체성 등의 양

식 측면 만으로도 카니발 스크로 이해되기도 하는 반면,패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양식의 혼합 표 은 매우 빈번히 나타나므로 이것을 카

니발 스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문학의 카니발 스크 이미지

에는 나 놀이,마스크 등과 같은 카니발의 상징 이미지가 나타나

지 않는 반면,패션의 카니발 스크에서는 카니발 상징 요소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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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로테스크 리얼리즘 표

은 패션보다는 문학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문학의 언어를

통한 표 방식이 패션의 조형 방식보다 용이하여 표 역에 있어 제

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 이미지를 바흐친이 상정한 문

학의 카니발 스크를 토 로 살펴보았다.카니발 스크 장르는 화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상 성의 세계이며,이 개념 하에서 미

활동은 표 방식의 차원을 넘어 실세계에 한 인식을 반 하고,새

로운 세계에 한 비 과 새로운 리얼리티를 탄생시키는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카니발 스크에 한 고찰은 철학,미학,인류학,문화학,문학 등의 다

양한 학제간의 통합 연구의 시도 으며.특히 사회문화 맥락의 측면

들과 패션 분야에서의 조형화 작업이 어떻게 유기 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히는데 의미를 두었다.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 상을 깊이

이해하여 패션 디자인에 극 활용함으로써 패션이 공허한 술이 아닌

의미있는 술임을 증명하고,이를 통해 표 역의 확장 가능성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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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CarnivalesqueImageandItsSemantic

AnalysisinModernFashion

-FocusedonthePerspectiveofBakhtin’sCarnivalTheory-

Hwang,HyeJin

Dept.ofClothing& Textiles

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Carnivalisafestivaltemporarilyliberatedfrom aneverydaylife

andaformalregime.Today,variouselementsofthecarnivalare

shownfrom theentireartisticandculturalphenomena,andtreatedas

a themeorasubjectmatterwith avariety ofmeaningsin the

modernfashion.Throughunderstandingoftheconceptofacarnival

andexaminationoftheBakhtin'sCarnivalesque,thisstudyintendsto

understandacarnivalizedphenomenoninthemodernfashion,derivea

carnivalesqueimageandidentifyitssignificance.

Researchfindingsareasfollows.

Firstly,asthethingcarnivalikeelementswereincorporatedinto

the literature,‘The Carnivalesque’refers to a literary style to

intentionally overthrow or liberate the existing value system or

traditionalliterary canon through a ridiculous humor,satire and

disorder.Takingnoticeof'carnivalesque',Bakhtingaveanexample

fordefinitionfrom thenovelofRabelais.Here,intemperatemateriality

and corporeality are emphasized as the expressive form,

fundamentally acting on the aesthetic mechanism for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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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nivalesque contain

philosophy, playfulness, eccentricity, fantasy, extremeness,

excessiveness,ambivalenceandvulgarity.

Secondly,astheresultofanalyzingthecarnivalesqueinmodern

fashion,carnivalesqueimageswereidentified asthesymbolicand

grotesquerealism imagesofcarnival.Indetail,itmaybecategorized

into6types,animageofdisguise,power,liberation,material,sexand

death.Animageofdisguise,concealmentofthefaceand camouflage

ofthe existence,means otherness and externality,expressed by

helmet-typed,veil-typedmasksintheform ofananimal,object,doll,

abstract,andhair,makeup,hairdecorationandbodypainting.With

unrealisticrepresentationofthebody,distortionofthebody,absence

ofthebody,animalization andmaterialization,itwasidentifiedas

characteristicsofeccentricityandfantasy.Animageofpowerwas

shown astheexcessiveemphasis,abasementorcaricatureofthe

powersymbol.Acrownmotivewasusedasthemainsubjectmatter,

and armorofthemedievalknightsymbolizing aman orahorn

symbolizingmasculinitywerealsomotivesfrequentlyused.Itmaybe

interpretedthatexpressedoverthrow oftheexistingorderandvalue

throughexpressiveformsincludingexaggerationorreductionofbulk,

damageanddistortionofaform,excessandreductionofasubject

matter,contrastedcombinationandcaricatureofwearingmethod.An

imageofliberationexpresseddeviationbyaclown,applicationofthe

clown'sexternalimagesincludingplayandamusement,composition

ofaplayfulfashionshow,performanceelement,lighttone,usingof

unusualsubjectmatters,applicationofmotivesofplayoragame.It

couldbeinterpretedtoexpressinternaldesiretobeliberatedfrom

socialpietyandheavinessinthelimitedspace-time,orfrom dismal

oppression of categories including 'eternity', 'immo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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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ness'and'invariability'.

As the core of the material image lies in emphasis of

non-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ofthebody and object,itwas

shownasthedifferentiatedaffluentimageofthedisassembledbody

and object.In thephysicalterms,itwasexpressed by repetitive

application,random arrangementand exaggeration ofthe severed

bodyimage.Also,inthefashion styleaspects,itwasidentifiedthat

expansion and exaggeration ofclothes materials and constituents,

exaggerationofhairaccessories,applicationofasymbolicrichness

motiveincludingplants,flowers,fruitsandfood,revealanaffluent

imageoftheobject.Thiscategorymaybeinterpretedasasatireon

theabstinent,mysteryandtheideal.Sexualimageisshownfrom

realisticrepresentationofthesexualorgansandapplicationofadress

item symbolizingsexdirectly.Thiscategorymaybeanalyzedasthe

realisticrepresentationandemphasisofimagesofsexualorgansand

thebreast,exaggeratedexpressionofacodpiecewithapplicationto

women's costumes,application ofa metaphoricalmotive ofsex,

combinationandreplacementofmaleandfemaleimages.Asaparody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exploration of taboo,it may be

understoodasresistancetotheasceticidealandasanattemptto

materializeand actualizesuch athing.Mostofall,theimageof

deathmaybeunderstoodasfear.It'sexpressedasanimageofa

ghost,using ofa skeleton motive with black and dark tones,

concealmentoftheface,traumaandascar,bodydamagealongwith

animageofmassacre.Interpretedasraisingaquestionabouthuman

internalworld and nature,death may be analyzed as another

expression ofotherness deviated from the realistic ego and an

extremesymbolofalienation.

Thirdly,inmodernfashion,thecarnivalesquesignifiestheworl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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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ness,overthrow oftherank order,liberation ofsocialhuman

beings,resistancetofetishism,demystificationofsex,eventuallyasa

paradoxicalapproach to utopia.The body ofcarnivalesque is an

opened and uncompleted body, or a body of circulation and

generation,regardedasahumanbodyexistinginthesocialㆍhistoric

conditions,inotherwords,agivenchronotope.TheCarnivalesqueof

thefashion may beexplained asaconcepttorevealtheoutside

worldrelatedtohumanthroughtheexistentbody andunderstand

humannature.Soit'sinterpretedastheintegratedperspectiveofthe

lifeandtheart.

Fourthly,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The

Carnivalesque in literature and fashion.As the result,while the

carnivalesquerevealsclearlyinliteratureintermsofbothcontents

andtheliterarystyle,thatisnotthecaseinfashion.Inliterature,

it'spossibletointerpretstylisticaspectsincludingoxymoron,mixing

ofheterogeneousgenres,compositionofpolyphony,multi-styleasthe

carnivalesque. However, expression mixing such various and

heterogeneousstylesisaphenomenonoccurredfrequentlyinfashion,

soit'snotreasonabletoseethem asthecarnivalesque.Furthermore,

itwasanalyzedthatsymbolicimagesofacarnivallikeaclown,

playing or a mask can'tbe seen in literature,while symbolic

carnivalesque images are expressed directly in fashion.Grotesque

realism expressionstakeamoreexaggeratedanddynamicform in

literature.Thereasonwhyisthatexpressivemethodofliteratureby

languageiseasierthanformativemethodoffashion,hasfewerlimits

in the expression realm,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purposiveness.

Research findingsconfirmsthatthecarnivalesquein fashion is

revelationofwilltoovercomerealitythroughviolationandover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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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 phenomenon thathappens from the contemporary thinking

respondingtothepostmodernistperspectivetoacceptdiversitywith

Intertextuality.Infashion,thecarnivalesquestudyhasthesignificance

ininspectingwhatanorganicconnectionformativeworkingofthe

fashionandthesocioculturalcontexthas.Tounderstandafashion

phenomenonandpredictitstrend,it'srequiredtoexploresocialand

culturalphenomena andconductinterdisciplinaryresearchcontinually.

KeyWords:TheCarnivalesque,MikhailBakhtin,carnivaltheory,

carnivalization,grotesque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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