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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패션컬 션과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을 동시 의 술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 다.허무주의는 니체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

달해왔으며,철학,언어학,문학, 술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 향을 미쳤

다.허무주의 상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간 삶을 유발하나,니체는 역

으로 허무주의의 정 측면을 바라보았다.니체는,나약한 인간이 극단

상황에서 실존에의 의지 즉,스스로 생을 향한 극 인 태도를 가지

는 창조 인 인이 될 수 있다 하 으며,이 인의 역할이 바로 술

가라 하 다. 술가는 창조의 주체자로서 생동하는 인간 삶을 한 모

든 노력을 기울이며,내면의 무의식에 집 하고,본능에 충실한 가장 원

인 모습으로 생을 월하고자 한다. 술가의 이러한 태도는 술작

품의 주제,소재선택,형태구 으로 드러났다.

패션컬 션 한 술과 함께 허무주의 표 이 꾸 히 등장하

다.특히 본 연구의 연구범 시작 이 된 알 산더 맥퀸의 1994S/S니

힐리즘(Nihilism)컬 션은 허무주의 패션컬 션의 표라 할 수 있으며,

이후 많은 디자이 들에게서 허무주의 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패션 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은 주제,소재,형식면에서 술과

의 공유성을 발견할 수 있다.패션컬 션과 술에서의 허무주의 주제는

술가,즉 인의 특징에서 연결되어 원 욕망의 직시,폭력·죽음·

괴,허무한 실 폭로,마지막 원회귀를 지향하는 억압이 사라진 선함

으로 분류된다.패션컬 션에서는 원 욕망과 폭력·죽음· 괴 부분이

결합,세분화되어 성 상화와 폭력,인간의 물리 ·정신 죽음으로

나타났다.허무한 실에 해서도 물신주의와 쟁 범죄 등 좀 더

인간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심으로 나타났다. 술에서

의 억압 없는 선은 자연 지향 ,자연회귀 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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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시 이고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패션컬 션과 술 모두 인간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피, 등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 객이 작품 람에 있어 좀 더 오

이고 허무하게 느끼도록 동식물,인공품등도 함께 사용되었다.동물은 살

아 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함께 배치하기도 하여 생명과 죽음의 비

를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하거나,죽은 사체를 나라하게 단독 사용하여

죽음의 허무함,폭력과 괴의 두려움,공포를 표 하 다.인공품은 인

간 생명과 인이 사는 지,지구를 해하는 각종 공업,산업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쟁과 범죄의 부산물들 한 미 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

로 이용되었다.

형식은 극 화를 공통으로 술에서는 극소화까지 해당되었고,패션컬

션에서는 왜곡과 생략을 사용하 다.극 ,극소,왜곡,생략은 인간의

고정 념 속에 자리 잡은 미의 기 형태를 뒤바꿔 버렸다.바 형태는

객이 느끼기에 아름답지 않고 추하나, 술가와 디자이 들은 굳

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명하지 않았고,있는 그 로 작가의 무의식이

반 된 상태 그 로를 표 하여 창조자로서의 극성과 담함을 나타내

었다.

패션 컬 션에 나타나 허무주의 표 은 공포성,자연성,환상성,부재성

의 의미를 지닌다.첫 번째,공포성은 죽음·폭력· 괴와 련한 주제에서

연결된다.공포성은 두려움의 방어기제로 작용하는 인간의 감정에 기인

한다.인간은 죽음의 기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동시에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최고의 실존의지를 가진다는 니체의 이론에 근거하여,공포성은

극 이고 능동 인 괴행 의 정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인간으

로 하여 허무주의를 향한 힘에의 의지를 발휘함으로 해석하 다.두

번째,자연성은 인의 처음 상태이자 마지막 모습이다. 인은 생명성을

시하며,특히 인간의 일차 본능을 시한다.즉 인은 원회귀를

향한 월 모습이나,외형 인 모습은 원시인간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지닌다.세 번째,환상성은 허무주의를 극복한 모습의 인이 사는 지,

지구,환경과 연결되며,극복 과정에서의 병 해방,카타르시스의 모습

이다.인간의 사색 역,무의식의 세계에 자리 잡은 허무주의는 환상이

라는 가상을 통하여 인간 불안을 극복하고 잊게 만든다.환상이 반 된

술과 패션에서의 배경은 창조자인 술가, 인의 모습을 한 작품의



-iv-

주인공이 살고 있는 환경이며, 인이 지향하는 원회귀의 아름다운 상

상이다.마지막,부재성은 허무주의를 주제로 한 모든 역에 해당 된다.

허무는 없어지고 비어 있는 것으로,부재는 있지 아니함,사라짐이다.없

어짐으로 생을 추구하는 것은 허무주의의 극복 방법의 핵심이며, 술과

패션컬 션에서의 부재 표 은 형태의 사라짐,부패됨,왜곡,형태의 극

·극소화로 나타난다.부재성은 나약한 인간에서 인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흔 들을 통하여 원래 상태,원본,허무 발생 이 상태를

회상 하고,순환의 연결고리를 완성하여 허무주의를 극복하도록 한다.

허무주의 표 에 있어 패션컬 션은 술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첫 번째 특수성은 재 가능 환경으로서의 쇼이다.패션컬 션

은 디자이 의 단일의상을 포함하여 모델,무 ,조명,음악 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 술의 성격을 지니며,컬 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

인 쇼를 통해 디자이 의 무의식,허무극복의 의지가 구체 으로 형상화

된다.창조자인 패션디자이 는 패션컬 션의 총 지휘자로 술가와 같

은 인의 역할을 행하지만,쇼를 통해 구체 인 허무극복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연출하며,이를 쇼 구성요소인 무 와 조명,음악,의상착장의

모델을 통하여 객에게 호소한다.

두 번째 특수성은 모델에게 있다.허무극복의 인간인 인은 모델에게

투 되고 구체 인 형상으로 나타났다.모델은 스스로 자신이 인의 역

할이 되어 행 를 하거나, 인의 모습이나 그런 미의식이 반 된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다.디자이 가 추구하는,진정한 허무주의를 극

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표 은 모델을 통하여 객에게 직 으로 달

된다.쇼는 이러한 달을 하여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방법에 의해

실행되며,모델은 순수의 인간 모습 즉, 인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디자

이 는 작품을 착용한 모델을 통하여 스스로 표 하고자 한 인의 형상

을 생생하게 객에게 달하고,허무를 주제로 한 체 쇼 연출을 웅장

하고 화려하며,우울하거나 황당하기까지 한 새로움과 충격을 최 한

달한다.

마지막,패션컬 션은 술 작품 창조보다 더 많은 구성단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허무주의의 발 기회가 더 많고 구체 이다.니체가 말한 허

무주의 술의 제조건,틈의 발생은 컬 션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들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천을 재단하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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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쇼,그리고 쇼 장에 치한 객들에게로 주제가 달되기까지 디

자이 의 창조 본능과 허무극복의 의지는 모든 과정사이사이에서 작용

한다.

본 연구에서 패션컬 션과 술에서의 허무주의를 니체의 허무주의와

술 이론 안에서 함께 분석하 다.특히 창조자인 패션디자이 와 술

가가 처한 상황,그들의 본능, 술 창조로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집

하 으며,이를 작품의 시리즈물,컬 션을 바탕으로 해석하 다.패션

컬 션과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는 외형 인 표 이 오 이고 불쾌감

을 주는 면이 있어 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작가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출발한 심오한 미의 정체로 구 됨으로 해석해야 한다.본

연구는 디자이 의 내면세계까지 창조 원천 역을 확장하여 추후 패션디

자이 를 향한 디자인 의미해석과 비평의 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계속해서 등장하는 허무주의 작가들의 심오한 작품세계 이해를 돕

는 자료가 되리라 기 한다.

주요어 :패션컬 션과 술,니체의 허무주의, 인,죽음과 생명,

환상성,부재성

학 번 :2011-3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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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의의

인은 외면 인 풍요와 삶의 란함 속에서 공허와 권태를 느끼며

살고 있다.인간은 허무주의(虛無主義,nihilism)가 만연한 세계 속에서

삶의 존재와 의미를 잃어버렸다.무의미한 공허만이 인간 삶에 필요한

생(生)을 한 가치 혹은 진리가 사라진 자리를 신하 으나,소수의

극 인 인간은 공허함만이 남은 자리에 자신의 허무극복과 생을 향한

정 에 지를 채워 넣었다.니체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정의 힘이

작용한 술,창조의식이 진정한 미를 탄생시킨다고 하 다.

허무주의는 부정과 정의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을 가진다.인간사회는

허무주의로 인하여 신이 죽은 사회,진리가 없는 사회의 징후들이 나타

나고 목 이 없고 모든 가치가 없어지는 우울하고 불행함을 겪는다.인

간은 허무주의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 해체된 진리의 다원성을 철

하게 수용하며,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한다.1)니체는 허무주의 상황

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해서 강한 의지력인 힘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

하며,이를 통해 자기 강화와 자기극복의 힘을 길러 고통을 이기고 스스

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 다.

허무주의는 창조의 상황 배경이다. 술은 허무극복의 수단이며 그

주체는 술가다.니체(FriedrichNietzsche,1844-1900)는 허무주의를 극

복하는 정 수단에 해 술을 주장하 고, 술은 극 성격의

강한 ‘힘에의 의지(Will-to-power)’발 이라 하 다.2) 술가를 포함한

모든 창조하는 극 인 인간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우며,능동 인 자세

1) 리드리히 니체,『비극 상유의 탄생』,이진우(역),문 출 사,1980,p.6-267.

2)FriedrichNietzsche,이진우(역),『유고 1870년-1873년 니체 집 3』,책세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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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을 방해하는 허무와 약한 힘을 괴하여 삶을 정한다.

허무주의는 니체의 주장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 다.특히

허무주의 술가들의 작품은 20세기 술경향인 개념주의, 실주의,

추상표 주의 등과 더불어 꾸 히 성장해왔다.허무주의 술은 주제나

소재선택,형식구 측면에서 타 미술사조들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포

스트모더니즘 경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허무주의 술만의 구

별되는 특수한 표 등은 타 장르와는 다른 독자성이 있다.허무주의

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 특성으로 언 되는 단순한 괴와

해체,반항이 아니다.허무주의 술가들은 인간 내면으로부터 발생한 허

무한 감정,무의식,본능과 욕망으로의 집 ,생명을 향하는 죽음 등을

주제로 선택하고,이를 부각시키기 한 소재를 이용하고,작품으로 표

한다.

술과 마찬가지로 패션컬 션에서도 허무주의는 꾸 히 등장하 다.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로 표 인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은 1994S/S“Nihilism”(허무주의)컬 션을 통하여 자기내면의 허무주

의 극복의지를 표 하 다.맥퀸은 ‘지친 여성들,폭력 인 삶,고통스러

운 일상을 클럽,밤,충동의 삶으로 상쇄’3)시킨다는 스토리로 이 컬 션

을 구성했고,모델들은 주제에 어울리는 부식된 박 에드워디언 재킷

(Edwardian jacket)4)과 피와 오물로 더럽 진 의상들을 입었다.이후

1995 S/S “The birds”(새) 컬 션에서는 로드킬(roadkill)을 주제로,

1995-1996F/W “HighlandandRape”(고지와 성폭행)컬 션에서는 학

살 역사와 쟁에 한 반향을 주제로 패션에서의 허무주의를 표 하

다.

3)JoanneEntwhistle,Wilson,Elizabeth(Edt),CarolineEvans,『Body Dressing』;

「DesireandDread:AlexanderMcqueenandtheContemporaryFemmeFatale」,

BergPublishers,2001,p.202.

4)Edwardianjacket정의:뒤는 약간 어지고, 면이나 뒤 심선에는 트임이 있으

며,나폴 옹(Napoleon) 는 리 시(regency)칼라가 달려있는 더블 는 싱

스티드형의 꼭 맞는 재킷.출처:『패션큰사 』,패션큰사 찬 원회,교문사,1999,

p.423.

에드워디안 자켓은 알 산더 맥퀸 컬 션에 자주 등장하는 자켓으로, 테일러드

자켓과는 구별되는 19세기 통 스타일과 맥퀸 스타일을 연결하는 역할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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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산더 맥퀸은 단순한 사회비 과 통 괴,형식해체의 디자인을 펼

치기보다,자기 자신을 둘러싼 내면 ,외면 허무주의 상황 극복에 집

하 다.맥퀸의 컬 션 스타일링에서 나타나는 허무주의는 사회를 향

한 디자이 의 폭넓은 비 의 일부이며,니체의 허무극복의 인간인 인

( 버멘쉬 Übermensch,overman/superman,超人)을 지향한다.그의 컬

션들은 인간내면의 기 역,신체 역을 탐색하는 타지로 표 되었

고,인간 내·외부의 경계를 넘어서5)진정한 미의식의 탐구를 목 으로

하 다.천을 처음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신체윤곽을 따라 구성되는 실

루엣의 구 에 이르는 모든 과정 안의 행 들은 철 히 디자이 한사람

깊숙한 내면의 미학 욕망을 심으로 한다.비록 결과물이 일그러지고

실패했다 평가받을지라도 창조자인 디자이 에게는 자신의 내면의 진정

성을 향하는 술이며,진미(眞美)를 향한 순수하고 고결한 작품이다.

술을 통하여 인간은 도취감을 느낀다.도취를 통한 쾌감에 이르 을

때 인간은 허무주의를 완벽히 극복하 다고 느낀다.창조의지를 가진 인

간,즉 술가들은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스스로 허무 상황

을 인지하 고, 술을 통하여 없어진 가치를 새롭게 상상하고 추구하여

자신의 의지와 본능을 표 하 다. 술은 인간 삶을 한 자극을 주고

삶의 실천의지를 주고자,인간에게 도취라는 미 경험을 하도록 하고,심

리 뿐만 아니라 신체 반의 흥분,쾌감6)을 다.이러한 쾌감에 해

니체는 “심원 본능의 힘 느낌이 히 확 되는 것,풍요로움,모든

언 리에까지 필연 으로 넘쳐흐름”이라고 하 다.니체는 도취를,인간

의 생리 신경작용과 련한 감성자체의 인식과정으로 설명하 고 이를

아폴론 인 형식과 디오니소스 인 감정의 결합으로 해석하 다.아폴론

인 것은 율,도취를 느끼게 되는 인간의 ,코,입을 포함한 모든

신경장치들을 기본으로 하며,무의식의 장치인 ‘꿈’의 형식,감각을 이상

화시키는 형식 등이 있다.디오니소스 인 것은 아폴론 기 들을 통하

여 느끼는 흥분,도취,황홀의 감각, 멸까지 이르게 하는 쾌감 등이다.

아폴론 인 형식들,즉 환 이나 아름다운 가상을 만드는 체계,형식과

5)JoanneEntwhistle,op.cit.,p.204.

6)FriedrichNietzsche,백승 ,op.cit.,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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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을 통해 술은 개별화와 형상화,형식화가 가능하다.그에 반면

디오니소스 술충동은 개별화를 괴하고,구분과 제한,윤곽과 형태

를 넘어서며,차별이 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창조력이다.니체는 술의

발 이 아폴론 인 것과 디오니소스 인 것의 이 결합으로서만 가능

하다고 하 고,이를 통해 술이 향상되고 유지되며 발달한다고 하 다.

인간의 문화·사회, 는 언어·사유의 세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술은

반문화 ,반사회 성격을 띠게 된다.인간의 언어·사유와 감각·감정 사

이에 발생하는 필연 차이와 틈은 니체가 허무주의의 제로서 주장한

것이며,인간의 술 욕망 원천으로 작용한다.반문화 ,반사회 인

술성향은 20세기 부터 꾸 히 발 해왔으며,제1차 세계 과 제2차

세계 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실주의(Surrealism,超現實主義)가 그

러한 흐름을 증명한다. 실주의는 미술에 있어서 비이성 이고 괴

인 것을 탐구했던 다다(Dadaism)의 행보를 계승하여,허무주의 술에

향을 미쳤고,이성이나 도덕의식, 술 단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의

무의식으로부터 직 으로 분출되는 술성향7)을 승하 다.허무주의

술가들은 의식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무의식의 세계를 즉흥 으로 표

하려는 실주의 술표 에 향 받아,무(無)를 부정함으로써 진정

한 유(有)를 창조한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인간내면의 심오한 무의식의

세계, 월과 상상의 세계를 표 하 다. 실주의자들에게 핵심요소

던 무의식,꿈,환상은 허무주의 술가들에게까지 이어져 좀 더

실 이고 사실 으로 표 되었고,심지어 술가의 직 행동인 행

술 등으로까지 발 하 다.

의 허무주의 술가들은 잃어버린 자아,잃어버린 본연의 아름다움

을 찾고자 ‘허무’를 자유롭게 표 한다.허무주의 작품의 주제(theme,主

題)는 죽음,성(sex),선과 악, 쟁,폭력과 학 ,가난,산업과 기술,자

연의 도태,차별,종말,계 등이며,표 도구인 제재(題材)8),즉 재료는

기존 보편화된 주류 술의 도구 던 캔버스와 물감뿐만 아니라 사진,기

7)StephenLittle,『손에 잡히는 미술사조ISM』,조은정 옮김,서울: 경,2005,p.118.

8)제재: 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해 선택하는 재료.가

장 심생각을 잘 나타내는 소재,(소재⊃제재),출처:국립국어원.



-5-

록,텍스트,신체행 ,비물질,풍경,구조물 등으로 폭넓게 확장되었다.

허무주의 술가들의 작품내용은 주로 비극 인 것들이 많으며,비록 주

제의 표 이 제 3자인 객에게는 잔혹하고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으나,창조자인 술가에게는 이 비극조차 스스로에게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형식 그 자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허무주의 술가들은 스스로 평가받기를 싫어하고,평가되지 않더라고

개의치 않는 태도로 술가와 객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술가들은

객들에게 ‘술은 아름답다’라는 기존의 이분법 인 해석과 비평이 아닌,

경계가 없어진 은유론 해석,일원론 인 인식을 요구한다.그들은 작품

속에 주류문화에 한 반발과 도 에 한 주제들을 담아 작품을 만들지

만,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타인에 한 평가로부터 자유롭

다. 패션디자이 들의 허무주의에 한 표 도 마찬가지다.허무주

의의 다양한 소제들.즉 죽음,가난, 쟁,폭력,성(sex)등은 패션,특히

컬 션(패션쇼)분 기와 함께 컬 션 의상에 꾸 히 표 되어 나타난다.

그와 련한 컬 션은 허무주의의 표 디자이 로 이미 언 한 알 산

더 맥퀸을 비롯하여 장 폴 고티에(Jean-PaulGaultier),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enneWestwood),마틴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해미쉬 모

로우(HamishMorrow)등 다수의 디자이 들이 있다.

니체는 본인의 서에서, 술의 아름다움은 비극 인 종합 술 형식의

장르9)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 다.이 종합 술은 모든 존재의 과정과 흔

과 꺼기를 생성의 혼돈차원에서 정10)하여 환상의 미학을 창조시

키고, 는 분노에 가득 찬 싸움을 하는 것이며,그 싸움조차 정하는

축제11)라고 하 다. 패션디자이 들의 컬 션은 쇼(show)형식의 종

합 술이다.컬 션을 구성하는 의상,의상을 입은 모델의 워킹,배경음

악,무 , 객 등의 모든 요소는 컬 션 주제표 을 해 작용하는 요

한 부분들이다. 패션디자이 들도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에서 출발

9)니체는 여러 장르 특히 시와 음악을 비극으로 언 하 음.

10)김상환 외,『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 FriedrichNietzsche』,서울:민음사,

2000,p.389.

11)Ibid.,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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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술을 표 한다.허무주의 패션 디자이 들은 컬 션의 모든 요소

를 동원하여,비 실 인 꿈의 세계 는 극도로 실 인 세계를 표

하거나,새로운 제작법과 재료들을 사용한 의상들로 객에게 충격과 신

비감을 주려 끊임없이 노력한다.허무주의를 표 하는 패션 디자인창조

의 시발 은 술과 마찬가지로 디자이 스스로 도취된 쾌감과 갈망,

율 인 경험,그리고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허무함이다.디자이 들은

더 이상 객의 무조건 이해,해석을 강요하지도,평가받지도 않으며

본인의 의식과 본능에 충실하여 따른다.

허무주의 개념은 본래 언어학,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복식 계에

서 이와 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하지만 술계에서는 김 모

(2010)12),조세진(2010)13),이정희(2011)14)는 자기 고통, 인의 고뇌를

표 한 회화로,송보경(2000)15),정완경(2010)16)은 무용의 주제와 본

질을 이에 련시켰다.김혜순(2009)17)은 희곡에 나타난 죽음에 해 연

구하 고,복식에서는 송명희(1997)18)의 패션색(블랙) 련 연구가 있었

을 뿐이다. 술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허무주의 개념은 포스트모더

니즘의 해체주의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주로 다루었다.

허무주의 술의 표 방식은 일반 해체주의 술처럼 단순히 기존형식,

통의 거부 타 가 아니다.허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제( 題)

들 하나로 사용되어 오긴 하 으나,허무주의 술만의 차이 은

12)김 모,“회화(繪畵)에 나타난 이미지 왜곡(歪曲)과 변형(變形)에 한 연구-본인의

작품을 심으로”,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0.

13)조세진,“고통의 상징 표 에 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바탕으로”,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0.

14)이정희,“ 인의 고뇌를 표 한 회화에 한 연구:본인작품 <Ego& living>시리

즈를 심으로”,홍익 학교 미술 학원 석사학 논문,2011.

15)송보경,“니체 철학에 나타난 무용 술의 본질에 한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

16)정완경,“니체의 술철학을 통해 본 무용의 의미 탐색”,한국체육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0.

17)김혜순,“윤 성 희곡에 나타난 어린이 죽음 연구”,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9.

18)송명희,“ 패션에 나타난 블랙의 미의식에 한 연구:20세기 후반을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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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의 창작과정에서 허무주의를 발생시킨 실·상황 특징과 술가의

본능,허무함(nihilism)을 느끼는 무의식을 시발 으로 하고, 술가의 허

무 극복의지를 기반으로 한 인간내면의 고(苦)의 과정,그를 통한 심오함

이다.허무주의 술가는 술창작행 를 통하여 허무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그 결과가 극도로 실 는 비 실 이라 평가받을지라도

술 자체에 ‘아름다움’을 부여하여 진정한 술을 지향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니체의 허무주의 개념을 통하여 술에 나타난 허무

주의와 그의 표 을 해석하고,같은 시각으로 패션컬 션을 살펴보

는데 있다. 한 ‘허무주의’라는 큰 주제아래 나타난 술과 패션컬 션

의 표 을 비교분석함으로서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특수성과

술과의 공유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니체는 참된 인식과 해석은 은유와 환유의 방법을 사용해야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허무주의 술과정에서 나타나는 틈과 극을 발견하고,이

를 술에 한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 다. 사회 속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design)들의 비평은 실용

인 인공물을 상으로, 술작품은 감상을 해 존재19)함을 제로 한다.

미와 기능,합목 성 이라는 본질 인 구성요소에 한 가치,혹은 사회,

경제,환경 등의 외부요인들과의 계 속에서 가치를 단20)해야 한다는

이 비평 방법은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보는

방법으로는 합하지 않다. 통(classic)미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방법이

성,보편성을 한 방법이라면 허무주의 술과 패션을 분석하는 방

법은 객보다는 술가들 각각의 창조 상황에 을 맞추는 개별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본 연구의 의의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동시 에 나타난 술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를 철학 으로

분석하고, 통 술 디자인 비평 방법에서 벗어난,창조자와 창조

상황에 심을 둔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9)김동하,“디자인 비평의 본질과 가치 단에 한 연구”, 앙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0,p.203.

20)Ibid.,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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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니체의 허무주의 개념 특성을 이해하고,허무주의와 술과의

계를 니체의 허무주의 술 구성과 인 개념을 통하여 이론 으로 고

찰한다.

둘째,고찰된 허무주의 술론을 통하여 술에 표 된 허무주의를

살펴본다.

셋째,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을 술에 나타난 허

무주의와 같은 틀로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넷째, 술과 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을 비교분석하고,이를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특수성과 술과의 공유성을 분석한

다.

제 2 연구의 방법과 범

본 연구에서는 니체의 담론을 통하여 술에 표 된 허무주의를 살피

고,같은 시각으로,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해석하고자 한

다.이를 수행하기 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문헌연구에

서 니체의 이론,특히 허무주의와 련한 내용은 니체의 서인 ‘유고’3

권21)을 바탕으로 하며 니체의 담론을 해석·분석한 언어학,철학, 술학

련 문서 과 선행 논문으로 이해한다.실증연구로서 술과 패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방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해, 술 문 서

에 나타난 작품사진, 술 비평 패션잡지,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사

례연구를 실시한다.

비록,니체의 서와 이론 안에서 등장하는 허무주의 상황의 배경은

21)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5-Herbst 1887,

NietzscheWerke.KritischeGe-samtausgabeVIII1,2,3,hrsg.vonGiorgioColliu.

MazzinoMontinari,WalterdeGruyter,Berlin/New York1974.(약호:KGW VIII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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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후반이었으나, 술에서의 허무주의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된 1960년 부터 나타난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증명

되었다.허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술의 소주제로 자주 등장하 고

주로 반(反)형태 술실천으로 해석되었다.미국의 미술비평가 진

로버트슨(JeanRobertson)22)은 그의 서에서 1960년 는 몇몇의 작가에

의해 미술형식이 괴되었으나,1980년 부터는 형식 괴가 범 하게

세계 으로 확장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범 로, 술에서는 허무주의가 술의 주제로서

본격 으로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로 설정하 다.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주제는 삶의 무상함, 술제도의 죽음과 종말,

사회질서의 혼돈,인간성 상실과 이에 따른 소외감,연약함,좌 감이다.

소주제는 앞서 말한 죽음,성(sex),선과 악, 쟁,폭력과 학 ,가난,산

업과 기술,자연의 도태,차별,종말,계 등으로,비슷한 사회·문화

갈등상황이 원인이 되어 분류된 실주의,해체주의,원시주의,추상표

주의 작품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음을 제한다.본 연구자는 술가

와 술가의 창조상황에 근하여 허무주의의 시각으로 분류하고자,작

품의 제목이나 작가의 인터뷰, 술 디자인 비평 등을 통하여 술가

의 작품 창작의도가 허무함과 련되었다고 공식 으로 밝 진 것을

주로 연구 상을 지정한다.

패션에서는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20세기 이후의 컬 션을 심으로 하

며,특히 허무주의 표 인 패션디자이 인 알 산더 맥퀸의 1994S/S

니힐리즘(nihilism)컬 션(1993년에 진행됨)을 시작 으로 하여 재까

지로 연구의 범 를 설정한다.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분

석하기 해서는 컬 션 단일의상들 뿐만 아니라 체의 분 기를 악

할 수 있는 쇼 인 요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컬 션은 하

나의 주제아래 만들어진 부분 패션디자인들의 합이므로 사례 분석 시

에 디자이 의 창작의도,표 방식을 컬 션의 체 흐름으로 살펴보고

22)JeanRobertson,CraigMcDaniel,ThemesofContemporaryArt:　VisualArtAfter

2009,OxfordUniversityPress,Inc.『테마 미술 노트』,문혜진 엮음,두성북스,

2011,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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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등장한 의상을 함께 보면서 디자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술에서의 사례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ArtinCulture>와 <Pu-

blicArt>를 포함한 미술비평잡지, 술 련 서 ,선행논문,인터넷 자

료를 바탕으로 한다. 패션컬 션에서의 사례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패션디자이 컬 션에 해 다루고 있는 개별 디자이 련 서 들,

선행논문,패션비평기사 등을 참고하 으며,문헌연구를 통해 선정된 디

자이 와 패션컬 션에 한 설명 어휘를 분석하 다.어휘 내용

은 패션컬 션북 『Collezioni』와 알 산더 맥퀸의 작품을 다룬 단행

본23),Vogue의 인터넷 사이트인 Vogue.com,Vogue.it(이탈리아),Vogue.uk

( 국),Vogue.fr( 랑스)그리고 style.com을 바탕으로 하 다.

23)Andrew Bolton with contributions by Susannah Frankeland Tim Blanks,

『AlexanderMcQueen:savagebeauty』,photographybySølveSundsbø,American

Expres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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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허무주의에 한 이론 고찰

제 1 허무주의의 개념 특성

1.허무주의의 개념

허무(虛無)란,아무것도 없이 텅 빔,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

우 허 하고 쓸쓸함을 뜻하며 동양철학의 노자사상에서는 형상이 없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주의 본체24)를,서양철학에서는 유(有)에

립하는 개념만 있고,실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무(無)의 의식을 말한

다.

허무주의(Nihilismus,nihilism,虛無主義)란 최고가치의 탈가치에 의해

래되는 의미상실(Sinnverlust)의 경험상황, 무의미함25)을 나타

내는 이론이나 학설 는 그런 주장을 말한다. 어 니힐(nihil)은 ‘공허

한 무’를 의미하는 라틴어로서,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란 우리의 삶과 세

계에는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없고 무게도 없으며 오직 공허한 무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 는 느낌이다.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상황에 해

니체는 허무주의 상으로 규정하 고,나아가 헤겔(Hegel,Georg

Wilhelm Friedrich)은 무(無)의 인식이라고 규명하 다.26)

니체는 본인의 서 ‘유고’,특히 ‘힘에의 의지’부분에 니힐리즘에 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니힐리즘이란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

고,‘왜’라는 물음에 한 답조차 존재하지 않고 ‘신’조차 없는,모든 방문

24)허무 정의,출처:국립국어원.

25)허무주의 정의,출처: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6)Pöggeler,Otto1970HegelunddieAnfängederNihilismus-Diskussion.jetztin:

DerNihilismusalsPhänomen derGeistesgeschichte.hrsg.von DieterArendt.

Darmstadt1974,『헤겔사 』,가토 히사타 등 엮음,이신철 옮김,도서출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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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 에서 가장 섬뜩한’것으로,이미 세계는 국과 종 을 향해 달리

고 있다.27)‘섬뜩하다’는 의미의 독일어 ‘unheimlich28)’는 인간이 ‘친숙하

고 아늑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그러므로

니힐리즘의 상태란 모든 것이 그 동안의 친숙한 의미를 상실하면서 낯설

게 되고,황폐하며 냉랭한 공허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사회는 겉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구가하는 시 같지만 사실은 정

신 인 빈곤과 황폐 그리고 공허가 지배하는 시 이다. 구나 평화와

인류애를 외치지만 량살상용 무기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고,제 로

쓰지도 않고 버릴 소비 물자들이 생태계를 괴하면서까지 양산되고 있

다.사람들은 란한 삶의 이면을 지배라고 있는 공허와 불안에서 벗어

나기 해 몸부림29)치고 있다.니체는 니힐리즘의 지배라는 운명이 사람

들로 하여 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사람들은 ‘목 ’이

라는 개념으로도,‘통일’이라는 개념으로도,‘진리’라는 개념으로도 실의

총체 성격을 해석할 수 없으며30)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가치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사람들은 참된 세계를 신 할 어떠한 근거도 갖

지 못한 체 세계를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31)

따라서 허무주의 상이란 인간이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가치 는 존

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허감과 권태감에 시달리게

되고,스스로 믿어온 최고 가치들의 붕괴로 더 이상 삶의 의미에 한

답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는 그러한 상을 말한다.

2.허무주의의 정 특성

허무주의는 반드시 부정 이지 많은 않다.허무주의 상으로 인해 사

람들은 삶의 정을 되찾고자 노력할 수 있고, 상극복을 해 능동

27)박찬욱,op.cit.,p.25-30.

28)두산동아 독일어사 정의,unheimlich1.섬뜩한,으스스한;스산한 2.[구어]굉장히

큰[많은],엄청난;매우 강렬한,극도의.

29)박찬욱,op.cit.,p.27.

30)Ibid.,p.30.

3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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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극 인 힘이 발 하므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한 극도로 스

스로를 치닫게 되면 최후에 실존 으로 결단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역설

으로 정,실존에의 의지를 얻을 수 있다.

허무감이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

에 있었는지,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해 숙고하기 시작하 다.이것

을 정 인 허무주의,능동 허무주의32)라고 니체는 명명하 다.능동

허무주의는 상승된 강한 정신력의 징후로서의 허무주의인 동시에,다

른 상 인 힘의 극 까지 괴하는 다소 폭력 인 힘이다.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힘이 상승되어 만들어진 능동 허무주의의 반 는

부정 허무주의가 아니라,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지치고 약한 허무주

의이다.허무주의에 한 인간은 정신력이 상승되고 옛 믿음을 버려 새

로운 가치 설정과 의미 창조에 힘쓰므로 이는 능동 이며 삶을 정하려

노력한다.그러나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하므로 과정과 결과가

불완 함33)을 인정해야 한다.

니체는 불완 하지만 능동 인 허무주의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진

정으로 극복하기 해 ‘힘에의 의지’가 발 된다고 하 다.허무주의로부

터 도피보다는 그 반 의 것을 산출하고 문제를 첨 화 하는 방법을 사

용해야 삶은 죽음에서 생존으로 역 될 수 있다.니체는 허무주의를 극

단의 기로,끝에까지 이르기를 생각해보아야 하고,그러한 상황을 극복하

는 것만이 곧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한 길이라 하 다.이것이 완 한

허무주의이다.34)극단 이고 극도로 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인간은

허무주의 상황에 어떻게 처할 것인지 실존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의지는 인간으로 하여 몰락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스

스로를 정의 상태로 만든다고 하 다.35)그러므로 니체는 극단

허무주의에 해 ‘신 인 사유방식’36)이라고도 부른다.

32)FriedrichNietzsche,백승 ,op.cit.,p.131.

33)Ibid.,p.131-132.

34)Ibid.,p.133.

35)Ibid.,p.135.

36)Ibid.,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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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술에 표 된 허무주의

1.허무주의와 술의 계

허무주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연약한 인간의 노력은 불완 하다.사람들

이 믿는 종교와 신,진리,도덕 등은 탈 가치화 되었고,이에 한 안

으로 다른 신이나 피안(彼岸)세계 는 미래의 이상사회 등의 허구를

만들어 의지하고 고통스러운 실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니체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허약한 자들이 만들어 낸 허구

가 인 가치로 간주되면 인간의 힘은 더욱더 약화된다고 하 다.

이런 허구는 옳은 것이 아니며,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치의 설정자이자

창조자로,해석 주체로 정해야만 완 한 허무주의 상황 극복이 가능하

다고 하 다.37)자신만을 바라보는 정 해석은 자신의 힘과 삶을

한 략에 의해 수행된다.이는 오로지 자신만을 보는 필연 오류이자

주 일 수밖에 없는 정 해석이므로 니체는 이에 하여 본인철학

의 과제는 ‘디오니소스 정의 철학’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하 다.38)

가치창조자인 인간 스스로 해석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극 정이지만

실재 자체와 일치되거나 실재 자체의 진리를 오롯이 드러내지 않아 비

스럽기도 하다.제 3자는 이러한 비 스럽고 매우 주 인 가치가 내제

된 ‘무엇’에 해 감히 단을 할 수가 없다.주제를 제재 뒤에 숨겼으므

로,단지 공표된 제목이나 비평으로 그 분 기를 악할 뿐이다.

니체는 해석 활동도 술 활동과 같다고 하 다.해석은 니체에게서 인

간의 ,가치평가 인 의미해석이며 해석자가 세계와 계 맺는 방

식이자 표 으로 자신의 의미세계를 구성해내고 창조해 내는 작업이라고

하 다.39)해석이 있는 한,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수학이론처럼 객

이고 합리 으로 타당한 체계를 구성할 수 없다. 참과 거짓을 객

37)Ibid.,p.136-137.

38)Ibid.,p.288.

39)Ibid.,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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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정해내는 작업도 할 수 없다.니체는 의미-형식-형태를 창조

하고 조직하는 활동 일반,즉 해석활동 일반을 술(Kunst)라고 부른다.

이런 술 개념은 술가의 활동, 는 이것에 의한 술작품의 산출이

라는 의 제한을 넘어서서,미 -논리 - 역으로 그 범 를 넓히는

것이다.그러므로 술을 인지 (Kognitiv)활동으로 이해하는 고차원

술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철학이던 술이던 해석이 있는 한에서 모

든 것은 인지 술 활동의 일환이며,해석자는 곧 술가이며 철학자

라고 하 다.40)

니체는 “ 술,나아가 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술은 삶을 가능하

게 하는 한 형성자요,삶에의 한 유혹자요,삶의 한 자극제

다. 술은 진리보다도 더 한층 가치가 있다”41)라고 말하며,과학이 인

간의 생존을 한 도구라면 술은 인간을 고양시키기 한 가치 창조를

가능 한다고 하 다.‘힘에의 의지’가 궁극 으로 목표하는 것이 자신

의 고양이므로,니체의 이론 안에서 술은 과학 진리와 인식보다 오

히려 더 높은 지 를 갖는다. 한 생은 단순한 생의 확보를 한 망

을 넘어서,보다 높은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망을 필요로 하고 이

러한 원근법 망들은 과학보다는 ‘술’을 통해서만 열린다고 주장하

다. 술은 허무한 세계와 상황을 변용시키게 하므로 삶을 살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이는 아리스토텔 스가 말했던 단순한 ‘행 의

모방’이 아니라 삶을 총체 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정한다.

아름다움(美)은 외 인 조형미가 아니라 충일하는 생명력42)으로 정의된

다.아름다운 것은 힘을 상승시키는 것인 반면에 추한 것은 힘을 약화시

킨다.니체는 통 인 미학의 에서 모든 인간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퇴락하고 있는 인간이 가장 추한 것이라고 제한하 다.

힘에 넘치는 인간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서 인간은 상황에 따라 가장

추할 수도, 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니체는 추함과 아름다움을 단하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지성에 존재

40)Ibid.,p.144.

41)박찬욱,op.cit.,p.115.

42)Ibid.,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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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존재한다고 보았다.본능은 의식 이고 반성

인 사유와 해석,인식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직 인 단이고,두뇌

(이성)보다는 더 추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격 체의

반응이 총체 으로 작용한다. 술은 이러한 본능에 의한 것이기에 독자

이고,스스로 신 하며,추한 것의 표 조차 강한 향력과 의미를 가

진다.

이처럼 가치와 진리,목 이 상실된 허무주의 상황에서 술가들은 작

품 창작의 동기를 얻는다.스스로 깨닫게 된 무(無)의 상황을 창작의 주

제 안으로 소 시키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술

가는 ‘창조’라는 극 인 의지와 ‘술’이라는 방법으로 강한 힘과 의지

를 가지고자 노력하며,비록 작품( 술)의 결과가 불완 하고 비합리 이

며,비논리 이더라고 본인의 실존의지,창조의지를 통하 으므로 실의

허무주의를 스스로 극복한 ‘완 함’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술작품이란

아름다움에 한 인간의 민한 감각,‘삶의 느낌(Lebensgefühl)’43)이 표

출된 매우 심원(深遠)한 술이자 단이다.

[표 2]는 의 내용을 다룬 허무주의의 극복과정과 술과의 연 성을

정리한 것이다.

4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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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허무주의와 술과의 연 성

단계 특징 의미
술과의

연

시작
부정 ,

수동

� 가치·진리·목 의 상실

� 정신 빈곤과 황폐
작품주제

극복

과정

(노력)

정 ,

능동 ,

불완

� 삶의 동기부여,힘에의 의지

� 상승의 정신력으로 삶을 정함

� 다른 상 힘을 괴할 수밖에 없는

폭력성,나약한 인간의 특성

작가의

본능과

의지

완 한

극복
완

� 극도의 박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내리

는 실존 결단

� 정의 방식으로 진화

작품에의

승화

↓↓

허무주의 극복한 창조자인 술가( 인)완성, 술창조

2.허무주의 술과 인

본 연구자는 니체의 비극 술과 인 개념을 고찰하고 분석하며,이를

통하여 술에 나타난 표 을 ‘기술과 과정’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

다.허무주의 술을 객 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양식 형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커만(Ackerman)44)

은 술에는 역사 기록에서 특징 으로 구별되는 안정 요인과 변화

가능성을 지닌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 고 그러한 것을 양식이라

하 다.그는 “날카롭게 술가가 창작을 할 때 미래란 공허한 것이며,

술가는 다만 그의 과거와 의 경험을 토 로 창작하는 것이다.다

음 단계로 움직이는 어떠한 법칙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뒤를 잇

44)Ackerman,J.,『A Theory ofStyle』in Beardsly,M.Ed.,Asthetic Inquiry:

EssaysonArtCriticism andthePhilosophyofArt』,California:Dickenson,1967,

p.58,김민자,『복식미학강의1』,김민자 2004a,p.13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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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가의 측할 수 없는 태도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가 된다.”고 하 다.아커만은 다른 술과 특징 으로 구별하고 유사하

게 규정지어주는 양식을 이루는 요인,즉 양식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통,물질 인 상,그리고 기술 혹은 과정 이라고 하 다.45)이

세 가지 기술 혹은 과정(techniqueorprocess)만이 술 형성에 가장

기본 결정인자라고 하 으며,이는 수단뿐 아니라 요한 형태 ·상징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다.허무주의 술에 나타난 개인양식은 동시

동일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세계 산발 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로 다른 물리 환경 인자(물리 상)를 포함한다. 술에 나타

난 허무주의는 술가의 창작 기술,창작 과정에 있어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 는 본능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

에 공통의 창조진행과정 형식을 보이고 있다.

허무주의 술을 해석하는 과정에는 술창조 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먼 술가는 본인의 의식 혹은 무의식,본능에 의거하여 작품을 제작

한다.모든 작품은 재료를 이용한 형(形)으로 구성되는데 허무주의 술

의 형태는 물질 혹은 비물질,일차,이차 삼차,최근에는 사차원으로까지

매우 다양하다.성공 인 술작품은 술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이 제 3

자인 실 속의 객에게 인해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이 술가의 창작의

도,본능,주제와 동일하게 연결될 때 만들어진다.이처럼 되었을 때 해

석의 흐름도 성공 이라 단한다.

허무주의 술은 무언가가 없음(無),비어있음(虛)을 무의식의 기본바탕

에 가지고 있으며,작품의 창작과정뿐 아니라 측할 수 없는 객의 생

각,본인과 객의 무의식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그러므로 작품창조의 시

작단계인 술가의 성향,작품의 창작배경 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창작배경과 술가의 성향을 심으로 분석하기 해 니체가 제

시한 허무주의 술의 제조건인 틈과 니체의 비극 술의 구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45)Ibid.,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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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무주의 술의 제조건:틈

허무주의 술가들에게 술이란 정의 정신 아래 고통으로서의 삶,

생성으로의 삶,허구에 기 된 삶을 배척하지 않고 유희의 상으로 창

조 으로 정하는 놀이이다. 술은 부정의 정신에 기 한 학문과 달리

허구까지도 창조 으로 정하고,추구한다는 에서 반(反)허무주의

힘의 놀이이다.46) 술은 자기가 산출한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각함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허구창조라는 놀이를 끊임없이 연장하는 능동 권

력의지이다.니체에 있어 술가가 거짓을 신성시 하는 것은 “살기 해

서는 거짓이 필연 ”일 뿐만 아니라 거짓이 삶의 승화를 해 필요하다

는 것을 인정한다.

허무주의 술가들은 형이상학 술창조 과정 안에 생기는 연결고리

를 괴하여 없앤다. 술가들은 일부러 만든 틈에 허무주의 인 주제나

본인의 생각을 끼워 넣어,발생된 허무를 과감히 는 비 스럽게 드러

낸다.니체는 신체(몸)를 ‘큰 이성’으로 부르고,의식을 ‘작은 이성’으로

부른다.의식(머리,이성)은 몸을 매개로 하는 힘들의 산출물에 불과하며,

몸(본능)은 단순한 생물학 의미가 아니라 사유,느낌,욕구의 역동

복합성으로서,투쟁과 조화를 일구어내는 통합의 장이고,창조의 장소이

다.즉 인간은 본능을 바탕으로 한 다 심 창조의 주체라고 본다.47)

허무주의 술가들의 작품에 반 되는 주제는 바로 감각,신체,욕망,본

능,상상력이며 이는 바로 술 자체이다.

허무주의 술을 보는 객은 어떠한 주제로 술가가 표 하게 되었는

지 단과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술가가 이미 비평의 여

지를 없애거나 비평자체를 완 히 거부했다. 술가와 객 는 술가

와 작품사이의 거리가 생겼으므로,제 3자인 객은 기존 통 인 해석

이나 인식방법으로는 허무주의 술을 논리 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본

래 술가가 의도한 주제,의미,본능 생각 자체는 그 로 객에게 해

46)Ibid.

47)권의섭,“니체의 미학 인간”,『니체와 의 만남』,한국 니체학회,2001,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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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지 못한다. 술가 본인 스스로,혹은 술가와 만난 비평가가 특별

히 해석해 것에 의거해서 객은 추후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객이 직 경험한 작품에서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므로 이

에 다른 틈이 생기게 마련이다.작품의 의미는 매 단계마다 매우 유

동 으로 변하게 되어 주제와 의미 단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벌어진 틈

으로 발생된 술의 마지막 해석단계는 결국에는 ‘허무’로 소 되는데,

결론 으로 의미의 유동성이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 단계들에서

생긴 틈들을 역으로 채우게 되어 술가와 객의 차이를 극복하고,근

본 인 무의식,감각으로 돌아가 인간의 보편 본능으로 술로서 이해

하게 된다.의미의 유동성은 주-객의 분리를 철 히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권력의지 활동으로 ‘도취’이자 강한 힘(의지)의 산물이다.48)주객

분리의 극복으로 생긴 일성(全一性)은 통일성의 감정이자 진정한 미

체험으로 이해된다.

2)허무주의 술 구성

술창조과정 에 발생한 인 인 틈은 모든 허무주의 술의 제라

는 니체의 주장을 바탕으로,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을 살펴보고

자 니체가 말한 비극 즉 허무주의 상황의 극복수단으로 술의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허무주의 술의 구성,즉 아폴론 ,디오니소스 특

징과 이 둘의 융합 특징은 이후 인역할의 요성으로 연결되는 핵심

이다.

니체는 술에 하여,허무주의 상황극복의 정 수단으로,본질 인

제조건임과 동시에, 타지와 가상을 통한 환상 이고 도취 인 자극

을 만들어내는 힘이라 하 다.니체가 묘사하는 ‘삶(生)’이란 괴와 창조

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힘이다.니체는 아름다움이란 두려움

에 한 시작 이상이며,마음 놓고 인간을 경멸하고 멸토록 하는 궁극

인 것이라고 하 다.세계의 존은 미 상이며 술이란 인간 고

48)Ibid.,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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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형이상학 활동이다. 술은 가상과 본질 인 것 양면에 자신을

하므로,가장 고통스럽고 립되며 모순에 찬 것은 가상을 통해 해

결책을 강구한다.이들 두 측면이 바로 디오니소스 인 것과 아폴론 인

것이며 이둘 본질 인 것은 디오니소스 인 것이다.49)니체는 술

창조를 해서는 도취 느낌-디오니소스 감성이 필요하며,그러한 도

취의 감정을 이끌어내려면 생리 인 신체감각기 ,동일화 는 이상화

과정,꿈의 형식-아폴론 형식이 필요하다 하 다.

(1)아폴론 특징

니체가 주장하는 가장 기본 인 술의 아폴론 선결조건은 생리 인

인간의 감각기 이다.니체는 삶과 세계의 인식을 인간의 감성 차원,

몸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시도를 한다.“몸에서 출발하면서 몸을 실마

리로 삼을 것”50)을 제안하면서 몸이 느끼는 감각들,모든 신경자극을 가

장 요한 요소이자 도구로서 이용한다.몸의 모든 감각들은 제 1의 이

성으로,‘작은 이성’이라 부르는 통 의미의 이성보다 더 우 에 있으

며,본질 이고 심층 인 것이라 말한다.몸의 이성,감성은 차이,부조

화,갈등,비지속성과 같은 삶의 차원들을 열어 볼 수 있는 힘이자 열쇠

이며,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몸의 감각능력,즉 심층 인 체

험과 창조의 감각능력인 감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51)

신체기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본 형식은 동일화, 는 이상화과정을

거쳐 도취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거친다. 에서 도취로 인해서

창조되는 술은 기 체의 흥분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하 다.이런 흥

분이 힘에의 의지이며,상승의 느낌,충만의 느낌이다.니체는 이런 느낌

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물에게 ‘나 어’주고,‘강요’하며,‘폭압’한다고 하

으며 나 고,강요하며 폭압하는 과정52)을 이상화과정이라 정의하 다.

49)강 계,『니체와 술』,한길사,2000,p.110.

50)김정 ,『니체의 몸철학』,지성의 샘,1995.

이상엽,『니체철학의 키워드』,울산 학교 출 부,2005,p.32재인용.

51)Ibid.,p.35.

52)FriedrichNietzsche,백승 ,op.cit.,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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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이상화과정은 요한 부분이외의 것을 제거하거나 간소화시키는

것이나,니체의 이상화과정은 특징들의 사라짐이 아닌 극도로 몰아침이

다.이상화과정은 주요 특징들을 “엄청나게 내몰아버리는”일이고,결정

이며,그 때문에 다른 특징들이 사라져버리는 일53)이라 정의 내린다.

이러한 이상화의 과정으로 몇 가지의 특징들이 극도로 확 되거나 축소

되어버리므로 술의 결과물은 주제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제재와

주제가 불일치되어 통일성의 느낌이 사라져 버리거나,자연 이나 부차

인 요소들의 방치로 부패되어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그 이다.니

체는 술의 주제표 에 ‘동일화’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며,이를 인간

의 보편 인 동일성으로 이해한다.동일화는 인간들의 ‘같은’특징들이

모여 만들어진 보편 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 없는,공통 이 없는

개체가 모임으로,동일화된 무엇을 나타내어 일반 이고 보편 인 것으

로 소 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특성을 니체는 ‘제유(提喩)성’이라 한

다.제유의 사 정의는,문학에서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체

를 나타내는 것으로,부분의 일반화를 뜻하는 수사법이다.54).아름다운

꽃(제재)은 반드시 아름다움(주제)을 나타내지 않는다.이면에 숨겨진 가

시와 본능(ex:마약의 재료인 양귀비의 실체)을 나타내어 인간에게 이롭

지 아니함을 역설 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이다.개별 인 제재들은

이미 형과 움직임,색체,질감 등의 소재특성,만들어진 기술 등이 다른

것들이다.이런 서로 다른 재료들의 조합은 주제반 (허무주의)에 필연

이었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인정된 술구성 시스템이 아니므로 비합리

이고 비논리 인 평가를 받는다.이러한 평가 단계를 해서 니체는 ‘해

석,인식’이론을 함께 말하고 있다.

마지막 니체는 생리 도취의 일환으로 인간의 ‘’이 자극이 되면 환

을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환 은 사 정의로 사상(寫像)

이나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상55)을 말

53)Ibid.

54)제유[提喩,Synecdoche]정의,출처:문학비평용어사 -한국문학평론가 회편,2006,

국학자료원.

55)환 정의,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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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니체가 말하는 환 이란 (신체기 )의 활성화로 개별화,형상화,

형식화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을 말한다.56)꿈,가상,환상의 형식은 아폴

론 특징(도취로 향하는 형식)에서 주된 개념으로,인간은 꿈과 더불어

도취 속에서 실존에의 환희에 이르게 된다.인간의 실은 꿈과 무 하

게 존재하나,가상세계의 경험으로 상처받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과

외면의 통합과 이해로서,뫼비우스 띠처럼 삶을 축으로 실-가상의 분

리가 아닌 일원 세계로 이어져있음을 느끼게 된다.꿈의 형태,환상의

형태는 허무주의 상황 극복을 한 인간의 최후의 수단으로서,꿈,가상

자체가 허망해보일지라도 술가 자신을 술 으로 충만한 도취로 이끄

는 최선의 방법이다.

(2)디오니소스 특징

디오니소스 특징은 모두 도취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도취 혹은 도

취감이란,쾌감 는 고도로 극양된 힘의 느낌57)이며 ‘아름다운’무언가

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 -생리 제58)이다.심리 -생리 엑스터시

상태59)라고 까지 할 만큼 도취에 해서는 충만함,일체감,경쾌,두려움,

강함,흥분,환상,고통을 포함한 수만 가지 감정,복잡하고 심오한 총체

감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니체가 말하는 술의 주된 특징은 ‘디오니소스 ’이며 이는 ‘비극 ’이

다.니체의 담론에서 등장하는 ‘비극’이라는 단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결코 염세 인 것이 아니며 무조건 슬픔이나 우울함, 망감이

아니다.오히려 삶의 가장 낯설고 가장 가혹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삶 자

체를 정하고 자신의 최상의 모습을 희생시키는 것60)이다. 술은 자기

고유의 무한성에 환희를 느끼는 디오니소스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의

심스럽고 끔 한 것까지 모두 정하는 것이다.

56)FriedrichNietzsche,백승 ,op.cit.,p.88.

57)Ibid.,p.269.

58)Ibid.

59)Ibid.

60)Ibid.,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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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말하는 비극 술은 몇 가지 분명한 디오니소스 특징이 있다.

먼 인간의 가장 기본 인 도취감정,쾌감은 이성과 비되는 순수한

1차 감정으로 이에 자연 인 성 쾌감,두려움,잔인함,배설감정 등이

있다.이는 아폴론 특징에서 가장 최우선 조건으로 말한 인간 신체의

모든 감각기 과 응되는 특징이며,가장 인간본능에 충실한 감정이다.

가장 본능에 충실한 쾌감을 느낀 인간은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다.니체는 “자연이란 스핑크스의 기괴함과 야수성”61)이라 하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자연성 속에서 악되어야만 한다고 하 다. 술은

이성과 과학에 매몰된 의 허 문화를 깨트리고 인이 다시 ‘자연

성’을 되찾도록 시도하 다.인간은 자연 본능을 되찾음으로써 술

삶이 다시 가능토록 만든다.자연성,즉 감성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 한

가장 기 인 아폴론 형식인 인간의 감각기 즉,신경작용에서 비롯

되는 생리 감각기 들의 법칙62)이 용된다.모든 인식의 근본 원료는

아주 섬세한 욕구와 불만의 감각이며,욕구와 불만 속에서 운동하는 신

경작용 인식이 ‘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감각 심의 해석은

언제나 변형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으며,시 와 문화에 따라 언

제나 새롭게 변형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

다고 하 다.

인간의 자연성은 괴 이고 폭력 인 감정으로 세분화된다.니체는 인

간 실존의 심연에 ‘본성의 잔인함’이 있다63)고 하 다.이는 인간의 욕구

가 그 요도별로 단계 일련을 형성한다는 동기 이론인 매슬로우

(Abraham HaroldMaslow,1908-1970)의 욕구 5단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실제 매슬로우는 니체의 인, 겁회귀사상에 향 받았다.매슬

로우 이론의 강조 은 자아성취(self-fulfillment)에 있으며,이는 존재의

본래 인 가치를 악하고,최고 정의 순간을 특징짓는 것들(진리,선,

온 함,생동성,완성,쉬움)을 의식하는 것이다.64)이에 매슬로우의 이론

61) Giorgio Colle,Mazzino Montinari,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ande,

Munchen,1980,p.269,이상엽,『니체철학의 키워드』,UUP(울산 학교 출 부),

2005,p.14재인용.

62)Ibid.,p.30.

63)Ibid.,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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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간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계상 다음 단계에 있는 다른 욕

구가 나타나서 그 충족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계를 이루고,가장 먼 요

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한 특징을 가진

다.65)니체가 간 한 인간의 괴와 폭력성은 가장 하 욕구인,가장 인

간 본능에 충실한 생리 욕구(physiological)와 함께,이의 충족으로 상

의욕구인 안 에 한 욕구(safety)가 성장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

다.니체는 인간은 잔인하고 괴 인 충동을 가지고 있으며,이것은 자

연 본성의 이 성으로서 창조 인 술 충동을 가진다 하 다.인간은

괴 이고 잔인한 자신의 모습을 꿈과 환상을 결합시켜 창조시키고,이

를 술 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낸다.66)인간

본연의 잔인함, 괴성에 아폴론 인 꿈과 환상이라는 형식이 결합된다.

아폴론 ‘꿈’의 형식과 결합하는 술의 디오니소스 요소는 인간의

망상이다.비극 술이라고 해서 결과물이 무조건 비극 인 것만 있지 않

다.무의식의 혼돈과 무질서,비극 인 고통의 감정은 꿈과 결합하여 이

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가상을 창조한다.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비

실이나,무의식에서 창조되는 상상세계를 작품을 통하여 연출하고,이를

통해 충만의 느낌을 경험한다.꿈은 니체의 비극 술의 주요 형식으로

디오니소스 도취의 충동을 술로 끌어올리는 몽환의 이데아(idea)이

다.아폴론 인 꿈을 통해 인간은 ‘개별화의 원리’에 의거하여 신격화된

다.꿈과 결합하는 인간의 망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아름다움으로 인간은

가상을 통한 자신의 구원을 실행한다.67)

디오니소스 인 도취가 결합된 술에서는 괴 인 것,자연 인 것,

그리고 망상을 기반으로 하여,생리 인 기 을 비롯한 아폴론 형식을

통해 다양한 술형태로 승화된다. 괴성은 두려움과 폭력,죽음,억압,

불만 등의 감정,자연성은 약함,기괴,쇠퇴 등과 연 된 방식,망상 인

것은 불안 한 실,없어진 이성을 변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인,

64)김 한,『포스트모던 시 의 세계 』,숭실 학교 출 부,2009,p.398.

65)윤정일 외,『교육행정학 원론』,학지사,2007.

66)Ibid.

67)FriedrichNietzsche,「비극의 탄생」,『니체 집 2.비극의 탄생ㆍ반시 고찰』,

이진우 옮김,책세상,2005,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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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월을 꿈꾸는 복합감정으로 발 한다.

(3)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융합 특징

니체는 술의 정의에 있어서 ‘아폴론 인 것’과 ‘디오니소스 인 것’의

두 범주를 도입하고 융합한다.니체는 <비극의 탄생>의 머리말에서

술은 “인간의 형이상학 활동”인 동시에,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실

존은 오직 술 형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아폴론

인 것 즉 형식과,디오니소스 인 것 즉 감정의 두 범주는 인간의 비

극 이 성으로 이해68)되는 동시에, 비되는 신 모습을 가진 인간의

형상- 인의 창조 원천을 의미한다.

술의 행함에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가 주체가 된다.주체성은 허무주

의의 능동 극복에 필수 인 조건이며,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체 인 인간,창조자,즉 술가가 주체가 되어 술창조의 근원이 되

는 도취의 감정이 얽히게 되면 비로소 술작품이 만들어진다.그러므로

술가는 주체 이고 능동 인 인의 모습을 변한다.

술이 향상되고 유지되기 해서는 아폴론 인 것과 디오니소스 인

것의 이 결합이 있어야만 한다.아폴론 인 것은 제조건이자 형태

정립을 한 양식 인 것이며,디오니소스 인 것은 통합주제이자 내용

인 도취,허무의 극복,생(生)과 삶,인간 인 감각이다.허무를 극복하기

한 수단인 술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극 이므로

그 결과가 제 3자가 느끼기에 추할 수 있다.하지만 아름다움의 원 은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 으며,실존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

로 결과가 어 하든 ‘술’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니체의 비극 술의 요소들로서 아폴론 인 것은 이상화,혹은 동

일화의 과정,꿈(환상)의 형식,인간 신체의 모든 감각기 을 구분하 다.

디오니소스 인 것은 인간의 신경계를 거치는 모든 감정(흥분, 율,쾌

감,두려움을 포함한 복합 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특히 도취자체의

68)Ibid.,p.63.



-28-

감정을 공통 으로 한다.

아폴론 인 형식과 도취의 감정의 결합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며,이는

허무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아폴론 인 인간,디오니소스 인 인간,그리

고 이 둘이 결합된 인간 등 세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술성립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반드시 형식과 도취가 결합이 되어야 하며,이 결

합으로 인이 탄생한다.형식과 도취 각각은 결합방법과 상황,인간의

특성에 따라 요도가 달라진다.

먼 인간의 원상태는 신체 감각기 과 1차원 욕망인 성 쾌감과 공포

혹은 두려움의 도취감정(도식화 A,[표 3])이 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신체기 은 아폴론 형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본능

혹은 동물 인간의 모습을 한다.니체는 술의 성립조건으로 도취의

감정,즉 황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 다.인간이 황홀경을 느끼는

방법은 하 욕망인 생리 인 욕구 해소와 안 에 한 욕구 해소이며,

이는 성이나 배설과 련한 쾌감,상 인 힘을 괴함으로부터 나오는

쾌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가장 오래되고 근원 인 도취 형식은

성 인 자극 도취로,이는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이 보여주는 가장 근원

생성의 힘이다.니체는 모든 생명체가 보여주는 성 도취는 술 구

성의 가장 기 인 두 가지,즉 아폴론 인 신체기 과 디오니소스 인

도취감정의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69)니체는 가장 황홀한 도취감

성으로 통 으로 간주해오는 이성과 가장 멀리 있는 원 인 쾌감,

즉 가장 원시 이고 자연 인 것을 우선으로 언 하 고 성 자극이나

배설 쾌감 등을 로 들었다. 한 성 자극과 배설 쾌감과 더불어 원

감성으로 취 되는 인간의 본능 괴 성향 즉,야수성,잔인성,

혹은 잔혹성 등과 련한 감정 한 아폴론 인 신체기 과 계한다고

하 다.인간의 괴성과 폭력성은 상 으로 약한 힘을 가진 외부의

모든 것을 이기기 한 것으로 타인에 한 멸과 폭력, 그에 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계한다.니체는 멸로 인한 비극은

술 안에서 오히려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특히 비극 운명에

69)최양부,“니체의 디오니소스 아폴론 술의 해석”,인문과학논집,제 26집,2003,

p.3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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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인간의 멸하는 과정을 숭고하다고 표 하 다.비극의 목 은

객에게 공포와 비장함,그리고 애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객

들은 쌓 던 감정을 표출하여 일시에 울 한 기분을 씻어내는 카타르시

스를 경험한다.카타르시스는 그리스의 원어로 배설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배설작용으로 결국은 그 동안 장내에 쌓 던 모든 온갖 꺼기를 쏟

아 내어 깨끗하게 해 다는 뜻으로 정화의 의미로도 함께 사용하 다.

이러한 카타르시스는 비극 상황,내용에 드러나는 괴 성향,그로

인한 두려움은 성 쾌감과 더불어,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인의 의지

속에 침투하여 내면의 꺼기를 배출하는 극복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술가는 아폴론 성향과 디오니소스 성향을 지니고 있는 술에

하여 본인의 성향에 따른 술을 행한다.아폴론 성향이 짙은 술가

는 형식을 강조하고,디오니소스 성향이 짙은 술가는 본능을 포함한

감정을 우선시 한다.그러므로 술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아폴론 인 형

식과 디오니소스 감정의 크기는 개인과 환경에 따라 크기차이가 생긴

다.[표 3]의 도식화 B와 도식화 C는 아폴론 형식과 디오니소스 감

정의 크기차이에 한 것이다.먼 형식이 도취보다 커진 형태(형식〉

도취)는 아폴론 인간유형이며,니체는 이에 해 ‘특징들의 사라짐이

아닌 극도로 몰아침, 괴와 폭압의 과정70)으로 이상화의 형식이 극도로

커지어 도취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라고 하 다.반 로

형식이 도취감정보다 상 으로 작아져 요도가 거의 사라지고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식화 B [표 3])는 술을 유지하는 힘인 형식이

감정보다 요도가 작아져 객 이고 외면 인 틀보다 인간내면에서 비

롯한 본능,욕망,무의식이 지배하는 형태이다.이 형태는 도취가 형식보

다 커진 형태(형식〈도취)로,A와는 반 로 디오니소스 인 요소,감정

이 형식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디오니소스 인간유형이다.

술가는 A와 같은 동물 인 모습,B나 C처럼 불균형한 모습을 극복하

고자 [표 3]도식화 D와 같은 모습의 술을 꿈꾼다.최종 극복된 이 방

식은 아폴론 형식의 핵심인 꿈의 형식과 인간의 망상이 결합된 형태로

70)FriedrichNietzsche,백승 ,op.cit.,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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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 인 상황을 극복한 인간,즉 인의 모습으로 연결된다.꿈의

형식은 이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극도로 치닫게 하는 보편 이상화 형식

과는 달리 망상으로 인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세계 연출에 보다 도움

을 다.도취감정과의 결합이 보편 이상화과정과는 다른 상 양상으

로 나타난다.이러한 방식은 니체의 술구성 유일하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최종 목표 방식으로,인간은 꿈을 통하여 자신의 망상,혼돈,

무질서의 느낌,카오스 인 복합형태의 감성들을 비 실 인 아름다움의

형태,가상세계와 연결시킨다.즉, 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나 꿈이

라는 형식을 빌려 꿈을 꾸는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고,그로서 스스로

의 내면을 치유하는 방식이다.

니체는 술가의 근본상태를 디오니소스 인 것,비극 인 것,허무함으

로 생각하 고,이의 극복을 해서 도취 감정을 정화(카타르시스)하여

병 해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완 성,풍요로움,충만함이라 하 다.충

만함 자체에는 고통이 뒤따르며 이 고통,울분을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상태이다.온 신체감성을 자극하여 최고치의 도취를 하여 끝,극단

에까지 끌어올렸을 때 술이 창조되고 실 된다고 하 다.인간은 자아

의 보호막,방패막이 균열의 틈이 생기고 외부 자극이 과잉 유입되어

흥분상태가 증가되면 트라우마 상태가 된다.71)살기 해,강렬한 기억으

로 남게 된 트라우마의 극복이 필요하고,그것을 해서는 깊숙하게 각

인된 상처와 죽을 때 공존,생존하는 고통을 드러내야 한다.그것을 극복

했을 때 진정으로 완 한 술이 되는 것이다.

니체는 비극 신화,비극의 술에 하여 아폴론 술 역과는 가

상과 조에 한 충만한 기쁨을 공유하면서,동시에 디오니소스 인 기

쁨을 부정 혹은 정하면서 가시 세계의 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는다고 하 다.72)진정한 술은 아폴론 인 것과 디오니소스 인 것

의 충과 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분명하게 지각된 실에 해 최고

의 쾌락을 느끼면서 동시에 무한한 것을 지향하는 동경은 인간으로 하여

71)조 아,“ 미술에서 그로테스크 표 연구:도그마티즘을 심으로”,숭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3,p.80.

72)FriedrichNietzsche,이진우,opcit.,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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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융합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인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롭게

반복되는 허구 개체 세계의 유희 건설과 괴를 근원 쾌락의 분출

로서 드러낸다.

3) 인과 술 반

(1)허무주의를 극복한 인간, 인

인간의 생은 허무주의 시 에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 차 불행하고

무의미하며 망에 이른다.73)니체는 진리는 추악하며,진리의 으로

객 으로 찰된 생은 고통스러우므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해

극복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 다.존재를 완성하고 존재자체를 정 혹

은 축복하는 것이 술이다.74)그 술을 행하는 인간은 바로 인이다.

인이 행하는 진정한 술은 인간이 실 속에서 부딪히는 고통과 간난

을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극도의 고통과 간난 앞에 직면시킨다.

그를 통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흔쾌히 정하여 강

하게 육성된다.

인간은 정과 부정사이, 퇴락과 허무주의의 극복 사이에서 결

단을 내린다.이 결단으로 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치의 설정자이

자 창조자로,해석의 주체로 재탄생된다.니체는 이러한 인간 스스로의

해석이 필연 으로 오류이고 일면 일 수밖에 없는 정임을 자각하지만

이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한 극 인 태도이며 정당하고, 략 임을

강조하면서,인간 자신을 ‘버멘쉬’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허락한다.

인( 버멘쉬 Übermensch,overman/superman,超人)은 이상 인간

의 모습이면서,인간이 자기를 극해 나아가야 할 목표 자체이다.신처

럼 이고 월 인 존재, 실지배의 야수 힘을 지닌 권력

의 존재가 아닌,신이 죽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유형 즉 삶과 창

73)박찬욱,opcit.,p.116.

74)Ibid.,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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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의미를 요시하고 자기 인식과 계몽을 할 하는 사람이다75).

정의 힘을 바탕으로,신을 신하는 모든 인간 심의 가치를 창조함

으로써 풍부하고 강력한 생(生)을 실 한 자이다.76)

인은 신이 사라진 시 에 창조의 힘을 복원하기 한 주체자이다.

인은 니체의 담론 안에서 ‘도덕의 괴자’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는 악

한 존재라기보다는 강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니체의 서 “차라투스

트라는 이 게 말했다”에서 차라투스트라는 곧 버멘쉬 으며,그는 항

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신체 존재이며,인간 자신과 세계를 정할

수 있는 존재이자,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주인

의 역할을 하는 존재77), 한 신을 믿지 않기에 땅과 하늘,지구상의 모

든 것을 인정하는 “생명의 변자,고통의 변자”78)라고 하 다.“지상”,

“지구”,“ 지”라는 비유 인 단어는 잔인하고 공격 이며 부도덕하게 보

이는 힘과 상들을 포함한 삶의 터 과 조건을 상징한다.니체는 이러

한 허무 삶을 살기 한 힘을 신과 같은 월 개념에 기 지 않고 그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하며,인간은 권력에의 의지,혹은 힘에의 의지

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인간의 몸과 실(지구)는 하나의 으

로 인식하기에는 무 다양하고,욕망과 욕구가 혼돈을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통일 이므로 인간의 몸을 실마리로 창조 의지를 되찾으려 한다.

니체의 인,허무주의 시 안에서의 인간의 창조의지는 술과 연 되

어 술가,창조하는 사람으로 연결된다.

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니체의 비극 술이 창조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가장 먼 버멘쉬,즉 인은 신체 감각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가

장 인간 인 모습으로 출발한다.이는 인의 원(元)상태이다.이 상태는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에 이 맞추어져 인간의 신체를 기본으로 한

인으로,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가장 자연 이고 원시 인 모습으로

나타난다.삶을 극도로 정하고,스스로에게 법칙과 가치를 세워 의지를

75)이진우,『니체,실험 사유와 극단의 사상』,서울:책세상,2009,p.124-132.

76) 인(overman/superman,超人)정의,출처:두산백과사 .

77) 버멘쉬 [Übermensch,overman]정의,출처: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78)이진우,op.cit.,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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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발휘하는 인간은 오히려 신성해보이기 까지 하고, 지,기쁨,건강,

성 사랑, 와 투쟁,경외,아름다운 몸짓,태도 상들,강한 의

지,높은 정신성의 훈육,권력에의 의지,지구와 생명에 한 감사를 행

하는 강력한 의지 인간이다. 술은 본질 으로 삶에 한 정이고

축복이며 삶을 신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에서의 본질 인 것은 풍

요로움에서 나오는 실존의 완성이다.내면의 충만과 인격의 풍부는 본능

건강과 정이며,이는 신성화와 자기극복의 의미이며 창조의 시작이

다.

인 스스로의 몸과 감각에 집 하기 해서는 그를 방해하는 모든 것

을 괴해야 한다.이에 폭력과 멸은 불가피한 요소이다.79) 인이

괴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문화형태-도덕·종교·철학· 술 등-이고,그

것을 괴함으로써 가치의 도를 구축한다. 괴와 그로 인한 창조는

새롭게 구성하는 삶과 세계, 겁회귀를 한 핵심행동이다.80)허무주의

가치 도는 삶의 창조성과 역동성을 괴한다.의지의 도착은 공허의

공포에 의해 발된다.공허함,즉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공허

의 공포로 말미암아 그릇된 상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의 도착이며,인

간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을 숨기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하여 마지막 괴의 힘을 가동하게 된다.

진정한 생에 반(反)하는 것을 괴하면, 인은 허무주의 상황과 불일

치하게 된다.니체는 인에 하여 “아무것도 의욕 하지 않기 보다는

오히려 허무를 의욕 한다”라고 말한다.허무에의 의지에서 인간은 자신

의 실존에 본질 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신의 실존에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실존자체를 부정한다.허무주의는 결국 “삶

에 립하는 삶”만을 가능 한다.81)존재하기 하여 존재를 괴하는

것은 가장 공허함과 동시에 가장 풍요로운 것이다. 실의 허구를 부정

하 으므로 허무주의 세계와 일치하는 합리성을 보일 필요가 없다.

79)강 계,op.cit.,p.234.

80)Ibid.,p.234재인용,니체의 <메세나의 원시>에서는 튼튼한 늑골을 부러뜨리기

해,부러질 알면서도 낭떠러지로 떨어진 천사로 묘사한다.

81)이진우,op.cit.,p.1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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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의 불일치는 통철학-종교와 도덕 등-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타

한 실험정신과 의지의 증거82)이며 고정된 사유의 틀을 깨고 생동하는

의지로 충만한 모습 그 자체이다.

허무주의에 의해 인간은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자기성찰을 해서는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니체는 인간 편의 세계를 허구 으

로 꿈꾸기 보다는 인간 자신을 직시해야 하며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두어

야 한다고 하 다(그를 한 작업을 니체는 인간의 ‘자연화’로 규정한

다.83))자연 인간(homonatura)은 근본 텍스트로서 형이상학 첨가물

이 떨어져나간 자연 인 것이고, 원한 것이며,‘빔’84)이다.생명 상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빔의 상태

를 최 한 확보하는 것이다.이러한 것은 인간 자신을 면시키는 것으

로 인간을 해 가히 필연 인 것이다.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겉

으로는 약한 모습이지만,이는 인이 되기 한 비단계 모습이다.

인이 되기 해서,보다 높은 유형으로 인간이 발 하기 해서,자기극

복을 해서 인간은 새로운 유형으로 창조되어야 한다.새로운 유형으로

의 변환 창조는 지 의 상태를 버린 선(善)한 모습이다.선한 인간의

모습은 자신을 끊임없이 생하며 자신의 삶을 근원 으로 정하는 것이

며 원회귀의 원리에 따라 우주 삶의 통달한 모습이다.85)

인은 월 인 모습으로 완성된다.여기서 말하는 월은 신 인 모

습이 아닌,보다 높은 유형으로의 개를 말한다. 실의 허무를 월한

인의 형태는 꿈이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비 실 인 그러나 정 인

특징을 가진다.이러한 정에 해 니체는 디오니소스 정이라 하

으며,이는 이제까지 부정된 실존의 모든 측면을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

82)강 계,op.cit.,p.173.

83)이 수,“니체의 ‘인’은 에도 태어나는가”,『니체와 의 만남』,한국 니체

학회,2001,p.188,자연화에 하여 니체는 바다(혹은 강물)와 지(땅)로 은유한다.

“ 수처럼 나의 깨끗함과 고고함으로 이 사회의 더러움을 포용하는 바다(강물)같은

존재이어야 한다.”p.188,“ 지는 땅이다.땅은 하늘을 제로 한다.하늘이란 형제

가 없음이다.형체가 없다하여 비존재가 아니며 그것 한 한 가지 양식이다...”p.

189.

84)Ibid.,p.190.

8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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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망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악한다.그것은 본능,욕구,정념,

충동,감정,몸이며,이것들은 삶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 되는 “더욱 강

력하고,더욱 생식력 있고,더 진정한 실존의 측면들”이다. 월 인

은 “스스로 삶을 선사하고 빛으로 미화하여 원하게 만들고 신격화한

다”86)고 하면서 이로서 술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 다. 술의 본질

은 원회귀,마음의 안정,유일한 존재,삶의 풍요로움이다.

(2) 인의 술 반

니체는 신이 죽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사상을 주장하 다.니체가

말하는 인개념은 기존 신의 자리를 신하거나,혹은 다른 신을

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인간세상에서 태어나서 도달하거나 살

아가면서 그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온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한다.니체는 온 한 인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 개념을 제

시하 고,종교나 도덕,사회규범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의 가

치 도를 이루는 인간이 인이라고 하 다.

인은 허무주의 상황을 진정으로 극복한 인간의 이미지를 가진다.이

는 니체의 술구성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즉 아폴론 인 특징과

디오니소스 특징이 결합된 융합형태로 반 된다.앞서 말한 [표 3]의

도식화 A의 형태처럼 인간은 허무주의 상황에서 본능 욕망을 신체

기 을 통해 그 로 분출하 다. 한 도식화 B와 C처럼 아폴론 특징

혹은 디오니소스 특징의 크기차이로 인한 불균형한 형태를 지니고 있

어 도식화 D처럼 융합 상 술로 가는 바탕을 마련하 다.허무주의

상황을 극복하는 정 수단인 술과 그의 구성은 아폴론 특징과

디오니소스 특징이 서로 통합되어 융화된 모습이며,그를 통해 인은

스스로 내면을 치유하고 술 창작으로 승화시켜 월 존재를 완성

한다. 술로 이어지는 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동물 욕망을 표출하기만 하 던 원시 상태를 극복하여 상 단

86)이진우,op.cit.,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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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자아실 을 한 발 을 마련한다.극복의 방법은 있는 실을 직

시하는 방법으로 원 욕망표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로를 내

어 보인다. 인은 인간사회에 규범이라는 틀이 만들어지기 이 의 원시

상태,자연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원시 모습,혹은 그와 비슷한

환경의 모습을 재 하고 스스로를 그 안에 배치한다.가장 원시 인 상

태가 되었을 때 추구하는 욕망은 1차 인 것으로,배설과 성 행 등

이 있으며,이는 술에서 그 로 표 되었다.인간의 몸 자체,사회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연 상태,모든 것이 비어진 상태87)이므로 생

명력은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며,극 화조차 가능하게 된다고 하 다.

두 번째,인간을 감싸고 있는 허무주의 상황,상 으로 약한 힘을

가진 모든 것을 괴하고 폭력을 휘두른다.죽임과 죽음, 괴와 그로 인

한 폭력,두려움과 고통은 허무주의 상황 괴를 한 극 인 극복수

단이다.죽음의 모습은 비록 실 사회에서 공포를 드러내고 두려움을

가져오지만,니체에게 죽음이란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었으며,

죽음은 삶속에 내재하는 것이라 하 다. 한 죽음은 ‘신의 사망’을 함께

의미하며 죽음으로서 인간이 진정한 생명력과 원성을 얻는다고 믿었

다.88) 인은 탐욕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지양해야하고,욕심을 소멸시켜

야 한다.욕심덩어리인 악한 인간은 번개로 내리쳐서 이기 자아를 깨

어야 한다고 하 다.89)집착에 한 폭력,집착을 끊어 버리는 괴는 허

무주의 상황 안에서 정당하며,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의 가치

를 박탈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없앤다.인간은 신체의 모든 감

각들을 작용시켜 이러한 괴와 폭력에 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온

몸으로 느낀다. 술가 한 스스로 자신, 는 타인,사물을 괴하는

행 를 재 하고나 그러한 상황을 연출한다. 한 죽음의 이미지로 변

되는 인간의 피나 등을 한껏 활용하여 신과 악인의 죽음을 표 하고

그 이면에 있는 생명력을 암시시킨다.

세 번째.허무주의 재 상황 혹은 실존을 부정하고,이상 인 삶에

87)Ibid.,p.190.

88)Ibid.,p.179.

89)Ibid.,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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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이면서 극단 인 정으로 실사회와 불일치한다. 인은

인간의 생명과 삶을 정한다.이 정의 힘은 매우 강렬하고 인간을 자

유롭게 하며,이를 통해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회복한다고 하 다.니체는

생명력은 가장 한 것으로 이것이 지속되어 극 화되며,죽고 닳아

없어졌을 때에도 회복하는 힘이 된다고 하 다.인간과 사물의 궁극을

실 한다는 의미는 궁극(끝)에 고착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이다.회복하는 주기 리듬은 반(返)으로서,되돌아오는 상이자 순

환을 의미한다.

실 어려움에 착했을 때 궁극의 끝에 서서 생명력의 회복을 해

힘쓰는 것은 삶에 한 극복의지,힘에의 의지이며,생(生)을 무한으로

정하는 극 인 의지이다. 술 안에서 보이는 인의 모습은 이러한

생에 한 극단 인 정과 그것을 한 힘에의 의지실 으로,비극 인

실,허무주의 실상황과 분리되고 불일치한다.인간은 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들은 극도로 크게 하고,불필요한 것은 극소화시켜 없어질

정도로 축소시키고,생략하며 왜곡해버린다. 요한 형식개념들이 극도로

커져버려 실과 동떨어진 상태이더라도 이는 삶의 정을 한 인간 최

후의 노력이며 생명력을 지속시키기 한 강렬한 창조의 힘이다.

네 번째, 실의 모든 억압에 립하여 비어있는 선(善)한 모습으로 스

스로 자연화 작업을 거친다.니체는 인은 비어있는 상태(empty)를 최

한 확보해야 한다고 하 다.90)생명 상을 극 화 시키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한껏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일이라고 하 다.생(生)한 것을

추구하되 소유하지 않고,집착하지 않으며,삶을 근원 으로 정하는 도

인의 모습이 인이다.인간에게 걸쳐진 모든 사회 인 것들은 벗겨 없

어졌으므로,그 모습은 흡사 규범이 고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선

한 형태,순수한 형태의 인은 진정한 원회귀에 방해물인 틀과 억압

에 항하 으므로 겉으로 보기에 물질 으로 약한 형태를 띠지만,자신

의 생명의지,힘에의 의지를 원히 회 시킬 자가발 을 해 순결함을

택한다.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의 인간이야 말로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

90)Ibid.,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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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으며,순환 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91)

[표 3]은 니체의 비극 술의 특징과 술 안에서의 인이미지,이와 연

된 허무주의 술 표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91)Ibid.,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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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니체 술과 인의 특성

<도식화 A>허무극복이 의 인간

� 신체기 과 동물 본능(욕망)의 치상태

� 주요 감정:쾌감,성 능/ 멸과 두려움

� 신체기 을 통한 일차 해소유형

<도식화 B>아폴론 인간

� 숨겨지고 작아진 감정

� 형식의 폭압

<도식화 C>디오니소스 인간

� 객 형식 무 짐

� 무의식과 욕망이 형식을 지배

극복 극복

<도식화 D>허무극복의 인간(= 인)

� 꿈의 형식과 결합한 인간의 욕망

� 인간 내면의 카타르시스,병 해방

� 망상 ,환상 아름다움으로 승화

인

특

성

원 욕망에

한 극복

폭력과 죽음,

괴의 변자

실의 허구와

실존부정

억압 없는 선(善)으로

악과 립

� 상 욕 망

진행으로의

발

� 약함에 한

폭력, 죽임,

죽음

� 이상 삶의 극

단 정

� 허무주의 실

과 불일치

� ‘빔’의 상태

� 스스로 자연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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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허무주의 술의 표

본 에서는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의 주제,소재,형식을 살펴본

다.‘주제,소재,형식’에 한 용어는 철학, 술학 등에서 쓰이는 의미가

조 씩 다르므로 본 에서 사용하는 주제,소재,형식에 한 용어정의

를 먼 밝히고자 한다.

주제(主題)는 어로는 theme,subject, 랑스 말로는 théme,독일어로

는 테마(thema)라고 표기된다.주제란 작품 내용상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로,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심사상일 뿐만 아니라,작가가 말하고

자 하는 의도의 집약이다.92)소재(素材)란 어로 materials이며, 술 작

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기계 인 혹은 가공하지 않은 본디 그 로의 재

료, 자료93)를 말한다. 술에서의 소재는 작품을 제작할 경우 원료가

되는 모든 자연 외 소여(所 )즉,미 가치 원리에 의해 통일 으

로 형성된 술작품이 아니라 아직 술 형성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

로의 재료이다.94)형식(形式,form,forme)의 정의는 각 장르 당 다양

하게 정의되나,공통 의미는 ‘내용’과 함께 ‘양식’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양식(樣式，style)이란 정신 인 것의 형태화를 말하며, 술작

품의 형식과 내용을 포 한다.연구 상으로서의 조형물인 술작품은

그 구조를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며, 술작품의 선·면 등은 형식

요소,표상형식은 이러한 형식 요소들의 계로 이루어져 있다.95)

형식은 주제나 사상이 감각 재료에 의해서 표 되는 방식 그 결과

로서의 감각 통일체를 가리킨다.96) 술에서의 형식은 개별 술작품

속에서 내용과 계하는,표상형식을 이루는 모든 방법을 포 한다.

본 에서 살펴보는 술작품의 주제는 제목을 심으로,작품 내용상

92)주제정의:『문학비평용어사 』,한국문학평론가 회,국학자료원,2006.

93)소재 정의:『새우리말큰사 』,서울:삼성출 사,1991.

94)소재 정의:『매스컴 사 』,1993,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95)김민자,『복식미학강의1』,교문사,2004a,p.80.

96)형식 정의:『미술 사 (용어편)』,한국사 연구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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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이 드러나는 작가의 심사상,의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다.소재는 술작품을 이루는,자연(natural) 원료이자 재료를,형식은

외면 인 표 방식 즉 시각 인 크기 구조,표 형태,표 기법을 포

함한다.

1.주제

허무주의 술은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혼합된 복합 형태이다.특히

허무주의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과,극복하고자 하는 실상황은

서로 얽 있다.인간의 모습은 삶과 죽음이 립하는 모습이며,삶에는

인간의 원 욕망과 괴 행 로 인한 죽음이 포함된다.극복하고자

하는 허무주의 상황은 인이 부정하는 허무주의 인 실인 체재,환

경,규범,도덕,종교 등이 련하고,자연과 선함,우주 인 삶을 지향하

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인간의 모습에서 실상황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상황에서 주 않고 좌 하거나 고통 받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허무주의는 인간 내면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술의

주제 분석에 있어서 통합 인 사고를 요한다.생과 사의 고통,정치와

술계의 죽음과 종말,그로 인한 사회질서의 혼돈,인간성 상실,인간의

연약함,좌 감 등의 주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품 안에 얽

있어 작가의 이 작품들을 포함하여 가치 ,창조당시의 생각,그들만의

무의식 모두를 살펴보아야 한다.

허무주의 술의 주제는 앞서 이야기한 인의 특성과 연결된다. 술

가는 인의 모습으로 창조를 통하여 허무주의를 극복하며, 인의 특성

을 술로 연결시켜 진정한 원회귀를 지향한다.이에 앞서 언 한

인의 특성인 원 욕망,폭력·죽음· 괴,실존부정으로 인한 허무주의

실과의 불일치,억압 없는 선과 악의 립을 허무주의 술의 주제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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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욕망의 직시

몸에 한 믿음은 혼에 한 믿음보다 훨씬 더 근본 이다.97)서양의

이성 심주의에서는 욕망을 욕망자체로서 고찰하지 못하고,이성 권력

의 하 념으로 속시켰다.98)니체는 이에 반발하여 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욕망의 상을 있는 그 로 찰함으로써 삶의 한 욕망

의 기능을 해명해야 한다고 하 다.99)욕망의 상은 라톤이 제시한

에로스 인 것이 아니라,이성에 의해 해석되기 이 의 삶이며 생리학

인 것으로 힘을 발 시키는 기 인 상이다.100)

욕망은 삶의 운동을 가장 극명하게 말해주는 징후이다.인간의 욕망 표

출은 스스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진정한 창조자가 되기 한 첫걸음으

로 행복을 느끼는 일이다.니체는 몸의 상들은 순수하고 명확하다101)

하 으며,이를 통해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 다.니체가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정신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신체 체의 행복,‘생

리 ’인 행복이다.의식을 포함하여 신체 체에서 충만한 힘에 한 경

험이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며,생리 인 근본느낌이 강력하고 풍

부할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다.

키키 스미스(KikiSmith)의 <소변보는 몸>[그림 1-1]은 한 여성이 바

닥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는 자세로 형상화되어 있다.스미스의 작

품들은 주로 신체를 주제로 하며,특히 배설물인 땀, 물,정자,신경,

피,근육,난자,늑골,생리 ,침,유액,오 내장 등을 다룬다.102)사회

에서 터부시되거나 지극히 개인 인 것을 보여주고,삶의 여러 모습들을

역설 으로 발설한다. 객은 진실이 앞에 보이지만 삶에서 거리를 두

고자 하는 부분들이므로 거북스러운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작가는 몸에

97)이진우,op.cit.,p.224.

98)Ibid.,p.228.

99)Ibid.,p.229.

100)Ibid.,p.229-230.

101)이진우,op.cit.,p.234.

102)김보화,“에로티시즘 미술을 통한 페미니즘 연구:본인작품을 심으로”,숙명여자

학교 학원,석사학 논문,2011,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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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빠져나가는 런 실들,소변들, 다른 작품 <꼬리>[그림 1-2]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빨간 구슬들,생리 이 여성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분

비물들이 흘러서 배출되는 것을 표 하 다.근본 으로 인간,특히 여성

의 신체를 불완 한 매개체로 인식함과 동시에 변화무 하고 늘 상 유동

이지만,이는 생리,임신,출산 등의 생리 인 주기와 연 되어 완 한

신체임을 나타낸다. 한 여성은 사회질서 속에서 비난 받는 오염의 존

재가 아니라 오히려 도 이고 역사 인 신체임을 드러낸다.

키치 술가로 잘 알려진 제 쿤스(JeffKoons)의 <제 가 에서>

[그림 1-3]은 성 행 로 인한 원 도취,자연 인 인간의 도취를 나

타내고 있다.미숙의 팝아트,에로티즘에 향을 받은 제 쿤스는 일상

모티 를 키치 인 오 제나 사진으로 변환시켜 성 호기심을 자극

하고 재 하는 것을 주로 표 하 다.103)공공연한 성,성 매력이 넘치

는 여성들,성충동을 보통 삶의 일부로서 밝고 정 으로 표 함으로써

배설행 의 표 처럼 기되었던 성 행 를 그 로 직설 인 형상으로

객 앞에 나타내었다.작가는 일반인,보통사람의 욕망을 반 하고 에

박힌 소재들을 특유의 색채로 재 하며,극 사실 으로 표 하는 것이

고 과 ,엘리트와 의 이항 립을 붕괴시키는 일임을 주장한다.

[그림 1-4]에릭 라벨로(ErikRavelo)의 <라나수트라(LanaSutra)>작품

에서는 살아있는 남녀가 실재 성행 를 하는 것처럼 표 된다.이 작품

의 주제는 인간의 원 인 사랑의 표 성행 (sex)를 통하여 기본

쾌감에 한 열망이 인류 체의 화합을 이끄는 배경이 된다는 의미를

달하고 있다.다양한 성행 자세로 표 된 작가의 작품들은 니체가 꼽

은 가장 오래된 도취의 감성,허무주의 극복을 한 필수 인 근원 힘

인 성 도취에 충실한 형태이다.니체에 의하면 모든 인식의 근본 원료

는 아주 섬세한 욕구와 불만의 감각이다. 한 술가들에게 가장 강력

한 힘이 되는 것은 ‘추상성,빈곤한 감각,빈곤한 몸,감각과 힘과 도취에

의한 두려움’을 가진 상황이며,이러한 상황 극복은 고도차원에서의 창조

라고 하 다.감각 에서 특히 가장 원 인 감각인 성 인 것,배설

103)Ibid.,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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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가장 ‘자연 ’이며 인간이 가장 주체 이 될 수 있는 가장 실존

인 행 이다.성 행 ,배설행 는 인간의 심오함과 무거움,원시 이

고 가벼운 것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으며,이는 인간 삶에 필연 인 동시

에 깊은 숭고의 의미까지 담을 수 있다.즉 술가들은 자연 이고 원시

이라 하여 단순한 성 행 와 배설행 만을 표 한 것이 아니며,그런

행동이나 형태를 통하여 심오한 내면세계,감각,무의식의 세계를 표 한

다.

2)폭력·죽음· 괴

죽음은 술을 포함하여 문학·철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등장하는

주제이다.허무주의 술가들에게도 인간의 생사는 요한 작품의 주제

이다.그들은 짧기만 한 인간의 생애가 허무하므로 단순히 무한한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니체의 담론 안에 등장하는 인의 인생을 지향

하고,나약한 허무주의를 지탄한다.죽음의 이미지와 그에 반 되는 생동

하는 이미지의 비는 세 죽음에 한 허무를 극복하고 정신 으로 풍

요로운 생동하는 삶을 살기 한 방법으로 강한 극복의지를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괴 욕망은 죽음과 계한다.자신보다 상 으로 약한 인

간을 짓밟고 세지기 한 욕구는 앞서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서도 설명

하 다.인간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종교 사

건을 통한 수많은 쟁과 폭력을 반복하여 왔다.상 으로 약한 힘을

르기 해 행사한 폭력들과 그것의 잔인함으로 인간의 잔혹성은 증명

된다.니체를 비롯하여 마르크스(KarlHeinrichMarx,1818-1883)와 하

이데거(MartinHeidegger,1889-1976)와 같은 비 회의론주의자들은

인간 내면의 공포,권력에 한 탐욕과 괴 본능에 주목하 다.104)

술가들도 억압 인 사회 실,세계 을 포함한 많은 쟁들,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발생된 피해 의식 등을 작품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

104)최지환,“ 미술의 잔혹성 연구:본인의 작품을 심으로”,홍익 학교 미술 학

원 석사학 논문,201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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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 작품 속에서 형상의 괴, 단 등의 격 인 왜곡 상이나

폭력 이고 엽기 인 표 으로 보여 졌다.105)

니체의 철학으로 돌아가면,삶은 ‘괴와 창조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힘’이며,인간 안에 내제한 ‘기괴함’,인간 본성의 ‘잔인함’은 섬

뜩한 이 성의 모습으로 창조 인 술충동과 계 한다106)고 하 다.

니체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 이고,만족할 모르고,구역질나고,무자

비하고,살인 인 것 에 머물고 있는”107)지를 설명하 다.몸의 행 ,

신체 감각작용들,기 의 자극으로 인한 도취로서, 멸과 두려움,공포

의 감정들,삶과 세계에서 느끼는 개성 인 감각들은 미의 역에서 심

층 으로 이해된다고 하 다.108)인간의 죽음과 욕망,그로인해 느껴지는

그로테스크함은 내 감성의 숭고한 승화이다.이는 이성에 의한 것이 아

닌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감성 인 힘의 표출이며,인간의 세계,삶

에 한 본질의 연결이다.

데미안 허스트(DamienHirst)의 <신의 사랑을 하여(FortheLoveof

God)> [그림 1-6]작품은 18세기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제 사람의 해골

에 백 틀을 우고 8601개의 다이아몬드와 래티넘을 박아 만든 것이

다. 제 제작비가 200억 원에 달하고, 매가가 실제 940억 원에 팔린

만큼 인간 최고의 사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이 해골 작품은 인간의 끝

없는 욕망과 죽음과의 계,부패하지 않는 죽음의 계보학이라 지칭되고

있다.데미안 허스트는 한 인터뷰에서 “죽음의 궁극 인 상징인 두개골

에 사치와 욕망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림으로써 ‘죽음이여 가라’

고 외치고 싶었다.”109)고 밝혔다.실제로,데미안 허스트는 학 시

안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으며,그의 작품들은 ‘죽음’을 소

재로 인간의 욕망과 련하고 매우 고가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한

평론가는 허스트에 해 “펑크 밴드 섹스 피스톨스의 무정부주의와 에이

즈의 공포에 끌렸고 결국 ‘죽음’을 팔아 막 한 부(富)를 일궜다.”110)라

105)Ibid.

106)이상엽,op.cit.,p.14-15.

107)Ibid.,p.15.

108)Ibid.,p.38.

109)출처:헤럴드 경제 2010년 4월 1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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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하고 있다.인간의 해골을 이용하여 인간이 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보여 이 작품은 제목인 월 존재인 ‘신’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미지와는 다른 해골을 이용하 다.해골에 쓰인 다이아몬드는 유

한한 삶에서 인간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임 동시에 죽음으로 사라지는 허

무한 욕망을 의미한다.[그림 1-16]의 <죽음의 공포(TheFearofDeath)>

한 죽은 리 떼를 이용하여 앞서 말한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해골과

비시키며,직 으로 세상에서 보이는 찬란한 것들의 추악한 모습을

으로 비시켜 충격을 가져온다.데미안 허스트의 다른 작품

<1000년(A ThousandYears)> [그림 1-18]은 잘린 소머리와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리 떼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이 작품의 통 안에는

상단에 기충격기가 있어 번식해가는 리 떼가 죽는 장면을 객이 실

시간으로 목격 할 수 있다. 리는 번식력이 좋아 계속해서 태어나지만

기충격에 달아 동시에 죽는다.죽음과 삶을 순환하는 리를 통해 죽

음이 삶과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충격 으로 달해 주는 작품이다.

에르빈 올라 (ErwinOlaf,1959-)의 <왕실의 피(RoyalBlood)> [그림

1-7]은 단검으로 등을 찔린 카이사르,단두 에 잘려진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라치에 쫓겨 사고를 당했을 때 타고 있

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크가 한쪽 팔에 박 피를 흘리고 있는 다이

애나 비 등 암살을 당했거나 불운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던

역사 인물들의 잔혹 사(死)를 다룬 시리즈이다111).작품마다 주인공의

사망연도를 제목에 포함시켰고,사진을 담은 순간은 이들의 사인(死因)과

연 지었다.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다이애나비의 왼쪽 팔에는 벤츠형상

이 피로써 물들어 있고,제클린 네디는 남편 네디 통령의 총살로

인해 피를 뒤집어쓰고 있다. 반 으로 사진을 지배하는 속성의 화이

트 톤과 끈 끈 한 액성의 붉은 피의 강렬한 조,모델들의 싸늘하

고 도도한 표정,특히 객을 향한 슬 듯하면서도 소름끼치는 빛,게

다가 실제 인물을 빼닮은 모델의 외모 등 실제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110)출처:뉴스조선,문화면,2013년 05월 25일자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5/2013052500007.html

111)서울아트센터 WORLDNEWS,20097월호,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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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름다운,하지만 이미 세상에는 없는 스타와 왕족들,그들의 안타까

운 죽음,선명한 붉은 피의 흩어짐, 들의 무 심을 소재로 이 술사

진작품은 인간의 죽음과 인기,부,명 와 비시켜 허무함을 나타낸다.

작가가 직 ‘죽음’의 주제에 련하여 나타난 그림은 [그림 1-8]과 [그

림 1-9]이다.[그림 1-8]마크 퀸(MarcQuinn)의 <셀 (Self)>작품은 실

제 작가의 석고두상과 본인의 피를 이용하여 나약한 인간의 죽음,불완

함을 표 하 다.[그림 1-9]샐리 만(SallyMann)의 <무제(Untitled)>

작품은 술가 자신의 연구소 뒤뜰에 실제 인간의 사체를 방치하 고,

시체가 로 자연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촬 하 다.흑백의 칼라사진

이므로 피의 붉은 색이나 시체가 썩어가는 구체 인 질감은 다소 가려져

오스러움의 정도를 가볍게 하 으나,작가는 모든 인간 생애에 마지막

모습인 ‘죽음’을 사실 으로 표 하 고,죽음으로써 인간의 자연 생태계

화됨을 그려냈다.[그림 1-10]마리나 아 라모비치(MarinaAbramovic)

의 작품 <리듬 10(Rhythm 10)>은 작가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칼로 름으로써 술가 자신의 자해,고통,두려움을 혼합

으로 나타내어 그 감정을 보는 객에게까지 달하고 있다.

3)허무한 실상황

니체는 종교,도덕,철학을 비롯하여 술까지 모든 것을 비 의 상으

로 삼았다.문명 는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허무주의 퇴

폐주의의 소산인 동시에 우울함과 염세주의 은폐를 가져온다고 하

다.112)근 성의 특징이라고 생각되어 온 모든 가치들은 퇴폐 이고 생

명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되고 새로운 가치정립의 원리로

거듭나야 하다.니체는 지 의 허구 인,허무주의 인 상황을 반성하고

비 하여야 하며,이것이 진정한 창조하는 본능113)이라 하 다.

인은 스스로의 가치정립을 해 재 우울함과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허무주의 실 속에 존재하는 부조리함을 모두 거부한다. 실의 부조리

112)강 계,op.cit.,p.76.

113)Ibid.,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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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인간의 욕망 분출을 해하는 기사항과 고정 념을 비롯하여 사

회·문화 인 편견들 모든 것을 포함한다.앞서 원 욕망과 련하여

설명한 [그림 1-1]과 [그림 1-2]의 배설행 ,[그림 1-3]과 [그림 1-4]의

성 행 는 종교 ,도덕 진리를 시하는 사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

면 안 되는 기사항들이었지만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비 하고자 직설 으로 작품에 반 이 되었다.니

체가 술의 기본구성으로 말한 가장 인간 이고 기 인 아폴론 형

식인 신체감각기 과 인간 삶에서 느끼는 도취와 쾌감은 술을 창조

으로 만들고,인간이 진정으로 허무주의 상황을 극복하기 한 바탕이

된다는 이론에 충실하며 가려진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극 이고 직설

인 표 방법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 이고 건강한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산업화,기계화,상업화 등의

사회 ,자연 인 문제 한 허무주의 술가들의 술표 의 주제이다.

에르빈 올라 의 작품 [그림 1-7]에서는 스타들,유명인들의 죽음,그로

인한 섬뜩한 핏자국을 발견하 다.한때 모든 의 심을 한 몸에 받

았지만 무 심한 들,그들을 상업화하는 미디어,시간이 지나 잊힘에

작가는 안타까워하 고,허무한 인기와 부,명 를 모델의 객을 향한

매서운 으로 표 하 다.허무주의 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범

죄에 하여는 록시 페인(RoxyPaine)의 <수확 Crop>[그림 1-11]로 알

수 있다.이 작품은 정원의 모습을 조각 으로 재창조한 작품이며,작품

속 흙에서 자라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술가 자신이 공들여 만든

모조 양귀비다.<수확>은 양귀비 한 다발이라는 문자 그 로의 제재 뿐

아니라,양귀비란 궁극 으로 아편이나 헤로인의 형태로 매된다는 깨

달음에서 유래하는 의미를 달한다.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험과

긴장,유혹,범죄로 가득한 세계에 한 은유로 해석하고 작품의 주제를

지구의 건강과 련된 무언가로 정의할 수 있다.혹자는 세계의 헤로

인 생산량의 부분이 아 가니스탄의 양귀비 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른 층 의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한다.114)

114)문혜진,op.cit.,p.26-27.



-49-

상업화,공업화된 사회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폐해는 [그림 1-12]와 [그

림 1-13]을 통해 드러난다.[그림 1-12]리처드 미즈락(RichardMisrach)

이 은 미서 부의 활한 풍경사진 속에서는 황폐한 풍경에 정갈하게

배열된 탁자와 의자라는 제재를 발견할 수 있다.이 작품은 같은 작가의

다른 사진들과 작품에 한 몇몇 로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이

작품은 <사막의 노래(DesertCantos)>라 불리는 연작 하나로 연작의

다른 작품들처럼 함께 미 서부의 야외풍 에 을 맞추고,빈 의자와

탁자가 놓인 풍경의 기이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사막의 노래>시리

즈들은 미 서부의 풍경이 인간의 행 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보

여주고 있으며,그 하나에는 핵실험 부지에서 폭발로 생긴 폭탄 구멍

도 보인다.[그림 1-12]를 포함한 <사막의 노래>모든 작품들의 의미는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종속시켰고,이러한 행 의

지속은 자연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마 하게 될 것이라는 생

각을 하도록 만든다.소비 인 사회 속에 드러나는 문명의 피상성

은 키치 성향의 술가 제 쿤스(JeffKoons)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13]<토끼 Rabbit>의 주인공 토끼는 량생산된 소비재인

비닐의 번지르르한 외양과 포장을 주재료로 한다.토끼는 마일라115)

(Mylar)풍선을 본뜬 것으로, 을 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으며

술가 쿤스는 의도 으로 상업제품의 요란한 번쩍거림을 기 모더니즘

미술이나 일상용품을 주제로 한 팝아트 조각에 나타나는 매끄러운 택

과 뒤섞어서 보는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유명인사의 싸구려 미니어

처나 키치(kitsch)장난감 같은 실제 상업 생산물을 유해 새로운 매체

로 다시 제작 후 정교한 사치품으로 돈 많은 컬 터들에게 매하곤 했

던 그의 다른 조각들처럼 <토끼>역시 특유의 이 성을 드러내고 있

다.116)<토끼>는 우리의 일상인 소비 심 생활양식을 따뜻한 으로

포용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가 결여된 문명의 피상 성

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115)마일라(녹음테이 · 연막 용,폴리에스테르 필름;상표명)정의,출처:두산동아

라임 어사

116)문혜진,op.cit.,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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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압 없는 선

억압이 사라진 사회에서 선한 모습의 인은 자기 자신과 모든 세계를

신성하게 만든다.자기 자신의 정은 고귀한 것과 비열한 것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정하는 것이다.117) 정의 모습,선하고 순결한 모습을

해서 인이 가져야 하는 덕성은 원회귀를 한 필수 인 요소로서

“ 지,기쁨,건강,성 사랑, 와 투쟁,경외,아름다운 몸짓,태도

상들,강한 의지,높은 정신성의 훈육,권력에의 의지,지구와 생명

에 한 감사.”118)등을 포함한다. 술이란 본질 으로 삶을 정하고 축

복하며 신격화하는 것이므로, 와 같은 신성화하는 덕성을 술에 도입

하는 것은 자기극복을 한 길이며,삶을 원 하는 방법이다.119)니체

의 정하는 감정들,덕성들은 생명과 삶의 풍요로움을 한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이며,본성은 선하지만 공격 이고,내면은 부드럽지만 투박한

것이다.이러한 이 성격을 드러내는 선한 모습의 인간,즉 인은 자

신의 몸과 그를 감싸는 지구로 표 되는 삶에 해 범세계 ,범우주

으로 표 하면서 악에 맞서는 강한 힘을 지닌다.

술로 돌아가 인이 사랑하는 지와 지구의 모습은 자연 그 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은 천둥과 홍수,벼락,화상,산불,지진 등의 자

연 상까지도 사랑120)한다. 인이 추구하는 우주 삶은 사회 으로 구

속받지 아니하고,무의식 속의 수만 가지 감정에 솔직하며,일 되지 않

고 월 인 스스로의 사상을 믿는 모습이다. 술에서 자아의 오류를

발견하고,‘나’와 ‘’의 이분법 인 분별을 괴하며 우주 으로 느끼고

소통해야 한다는 선한 모습121)은 배경과 그 안에서 행 하는 술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우주, 지는 배경으로서 꿈,환상,환각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선한 모습은 술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

타난다. 인은 스스로가 믿는 월 실,우주,지구를 상상하고,스스

117)이진우,op.cit.,p.146.

118)Ibid.

119)Ibid.,p.146-147.

120)Ibid.,p.190.

121)김정 ,『니체,생명과 치유의 철학』,책세상,2006,p.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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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상 이라 생각하고 그리는 우주를 창조하여,그 안에서 디오니소스

욕망을 실 시킨다.창조된 상상 세계는 스스로 이상 이라 상상하는

세계이므로 반드시 우울하거나 어둡지 않고,생을 지향하는 비 실 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다.

에릭 라벨로의 라나수트라(Lana Sutra)작품 [그림 1-4]는 베네통

(benetton) 랜드와의 업 시 작품 하나이다.다양한 색상의 울 가

닥을 이용하여 제작된 이 작품은 컬러와 울의 조합을 통해 사랑에 한

경외,동등하고 평등한 사랑에 한 열망을 표 하고자 한 것.각기 다른

문화,그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업 랜드인 베네통이 추구하는 ‘인류는 하나다’의 메시지

와 일치한다.122)작가는 두 개의 다른 색상의 울 가닥들은 인체형상을

감싸 얽 있으며,인간,색깔로 표 된 상충된 두 분야가 서로 만나 새로

운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달하고 있으며,인류를 하나로 묶는다는

상징성을 나타낸다.작품의 제목인 라나수트라는 카마수트라(K masūtr

a)123)의 용어와 사랑(love)를 결합된 용어로,작가는 카마(Kama)는 즐거

움,수트라(Sutra)는 하나 됨의 연결고리,하나의 가닥으로 정의를 내리

고자 시를 비하 다고 말하 다.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비디오

(makingfilm)에서도 실제 남녀인체를 성행 자세로 얽히게 하고,비닐

과 석고를 이용하여 본을 떴으며,이를 다양한 색상의 실을 이용하여 표

하 다.인종,국가,성별,종교,나이,가치 등에서 생긴 편견을 타

하고 다양성에 한 인정하며 궁극 인 화합에 한 이야기를 달하고

자 하는 술가의 인 인 모습과,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여 극복

하려는 모습은 니체의 인을 가장 많이 닮아 있으며 가장 선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재닌 안토니(JanineAntoni)의 <보살핌 LovingCare> [그림 1-28]은

작가의 직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작가는 정신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122)패션비즈,2011년 12월 19일 기사

출처:http://www.fashionbiz.co.kr/TC/main.asp?cate=2&idx=125101

123)카마수트라 정의:산스크리트로 쓰인 고 인도의 성애(性愛)에 한 경 이자 교과

서,출처:두산 백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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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육체를 통해 발 됨을 나타내기 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행

를 함으로써 정신 수련,명상을 시행한다.본인의 머리카락에 잉크를

묻히고,새하얀 종이 에 진한 선을 그려나간다.자신의 머리카락을 재

료로 사용하여 의도된 행동인 ‘선 그리기’행 를 펼치지만 그려진 선은

우연 이고 의도되지 않은 형태를 띠게 된다.같은 작가의 퍼포먼스로

등장하는 타기 행 [그림 1-29]도 존재하는데,작가에게 있어 하나의

신체 행 라기보다는 명상 행 에 가깝다. 타기 퍼포먼스와 수평선이

교묘하게 ‘ ’하는 순간에 해 작가는 모든 사고와 에 지가 한데 모

이는 명상의 최고 극 이라 설명한다.124) 에서 느낄 수 있는 수평선은

작가에게는 상상과 미래의 장소,희망의 이미지이자 객에게는 명상과

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니체는 아름다운 인간이란 힘이 넘치는 인간이라 하 다.육체 으로

아름다운 몸은 이제는 없다.아름다운 몸이란 고 비율을 지닌 은

몸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고 공격 인 태도를 취하는 몸이다.125)몸이

사회에서 폭력이나 출산,섹슈얼리티(sexuality),아름다움 같은 이슈

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진정한 이유는 그 자체가 작품을 한 제 1의 장

소이고,힘의 원천이며,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스스로 자신의 몸의

일부나 체에 집 하고,무언가의 행동을 실행할 때 진정한 ‘몸’이 나타

나고,힘이 실 된다.재닌 안토니의 행 는 몸이 실연을 잘 보여주고 있

다.작가는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즐기며

본능을 추구한다.몸은 인간자신의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다.몸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자아이며 근본이므로 곧 제유다.비록 불완

하고 유한하지만 허무주의 안에서 술가들에게는 몸 자체가 술이자

허무함의 극복이다.

124)ArtinCulture기사,출처:http://www.artinculture.kr/content/view/667/32/

125)Ibid.,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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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재

1)인간 몸

니체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실의 허구를 폭로하고 비 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장이다.몸은 의식보다 우 에 있으며,엄청난 살아있는 생명의

통합126)이다.니체에게 철학 으로 향을 아리스토텔 스(Aristotel

es)는 몸과 혼의 계를 분리가 아닌 결합의 차원으로 근한다.그는

혼은 질료이며 몸은 형상으로 이들의 결합으로 실재 는 진리를 발견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 다.127)

[그림 1-8]마크 퀸의 <Self>은 아 젝시옹(abjection)128)의 개념을 가

지고 있는 작품이다.아 젝시옹은 ‘오스러운 것에 한 거부반응으로

신체가 상실의 상태에 이르며 원래 고유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며,

작가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고통과 육체 과정을 통해

자아를 찾으려고 하 다.<Self> 작품은 작가 자신의 피로 이루어졌다.

같은 양의 피를 몸에서 주기 으로 뽑아 사용하 다고 하며,그 수집된

피가 자신의 두상모양에 채워져서 형상을 가지고 냉동보 이 되었다129)

고 한다.그러므로 오직 고체 상태이고,냉동장치 안에서 보 될 때만 형

상이 유지될 수 있다.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피는 선명하고 붉은 색을

지니고 있어 아름답기도 하지만, 람자가 작가의 피 뽑는 과정 인 면

을 상상했을 때에는 굉장히 오스럽고 괴이한 느낌으로 이어진다.작가

는 냉동박스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하는,존재의 유한함에 의학과 과학을

의존하는 인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으며,인간 신체의 물리 측면의

불완 함,나약함을 말하고 있다.

재닌 안토니의 <Moor>130)[그림 1-15]작품은 작가자신의 머리카락을

126)이진우,op.cit.,p.233.

127)강미라,『몸,주제,권력 메를로 티와 푸코의 몸 개념』,이학사,2011,p.28.

128)조 아,op.cit.,p.63.

129)Ibid.,p.63.

130)Moor정의:황무지(미),늪지 ,수 (독)의 의미,출처:OxfordUniversityPress,

작가의 ‘Moor’작품은 얽 진 천과 머리카락이므로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다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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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색깔 천과 함께 엮은 모습을 한다.작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양한 색상의 천들과 얽히게 하고 길게 꼰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몸을 나타냈다. 술가의 신체는 하나의 통로이자 매개자로 기능하며,이

로서 통 으로 샤먼,주술사의 역할인 신을 행한다.131)

에이드리언 이퍼(Adrian Piper)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What

willbecomeofme?> [그림 1-14]에서 작가는 1985년도부터 모은 자신

의 머리카락과 손톱,각질을 꿀통에 담았다.자신의 신체흔 들, 편은

그 동안의 일생에서 학 되고 찢겨진 모든 것을 상징한다.정형화되고

논리 인 사회 속에서 술가 자신은 성 하게 사회화되었고,정체성을

잃었으며,이의 회복을 하여 자신의 신체 편을 어보아 재구성하

다.공동체 인 정체성을 거부하고,선천성을 강조하며,각자 고유의 특

징과 경험을 원 부터 다시 검토하는 경향은 니체가 말한 개별성의 강조

원리에 입각한다. 이퍼를 포함한 1970년 와 1980년 술가들은 특

정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던 작가들은 보다 포 이고 결속력 있는 연

합을 구축하기 해 구성원들 사이의 구별을 없애려는 경향을 보

다.132)개인의 정체성은 고정 이지 않으며 개인,사회,문화에 의해 유

동 133)으로 변화되지만,이로 인해 구별되었던 개개인의 차이는 해체되

었다.‘정상’이라고 가정되는 주류의 정체성도 역시 구성되므로,인 양

식의 산물인 정체성들은 서로의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이 가 편화

시킨 몸의 일부는 우연한 손이 아니라 고의 인 것이다. 단되거나

부분 으로 보여주는 신체의 일부는 술로 형상화되었으며 과거 세 가

지녔던 미와 완 함에 한 확고한 이상을 무 뜨렸다.134)

이외에도 실제 인간의 피 이외에 인간간의 해골을 이용한 경우는 앞서

설명한 폭력·죽음과 련한 작품 [그림 1-6]과 [그림 1-1]이 있었다.

한 [그림 1-1],[그림 1-2],[그림 1-3],[그림 1-4]모두 실제 인간의 형

체를 본떠 만든 것으로 제작과정을 그린 비디오 등에서 확인하 다.

음.

131)ArtinCulture기사,출처:　http://www.artinculture.kr/content/view/667/32

132)문혜진,op.cit.,p.80-81.

133)Ibid.,p.88.

134)Ibid.,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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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식물과 인공품

인간 몸에서 나온 물질 외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동·식물 혹은 인공품은

허무주의 술가들의 다른 표 재료이다.주 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쓰임에 따라 오스럽게 변하는 일상 재료는 새로운 사회질서

에 부 응하는 술가의 잃어버린 의미(meaning)이다. 로이트는 이에

해 언캐니(uncanny)라 하여 낯익은 것의 소외,억압에 의해 낯선 것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한다.135)언캐니의 독일어인 운하임리히(unheimlich)

의 두사 운(un)은 억압의 상징136)으로 실주의에서도 언캐니스러운

것에 한 것은 불안스러운 모호함,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구분 모호,장면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 등137)이라고 말한다.자본주

의가 만들어낸 “ 오스러운 변화”,구식 물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재를

괴하는 힘을 가지는 언캐니 재료들138)은 허무주의 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차이궈창(CaiGuoQiang)의 <99마리의 늑 (TheAllegoryof99Wolves)>

[그림 1-23]은 실제 죽은 늑 99마리를 이용하여 미술 의 홀부터 계단

까지 역동 으로 배치시켰다.마치 죽은 늑 가 살아 움직여 홀과 계단

을 질주하는 느낌을 갖게 하며,죽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동감을 실감

있게 표 한 작품이다.앞서 언 된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의 공포>

[그림 1-16] 한 동물,벌 의 사체를 이용하 다.과거 1992년작 인 <신

의 사랑을 하여> [그림 1-6]과 상반된 작품이다.<신의 사랑을 하

여>에 나타났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해골과는 달리 <죽음

의 공포>에서는 죽은 리 떼들이 해골을 두르고 있다.과거 다이아몬드

로 장식한 해골작품을 통해서는 죽음과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것을 면

시켜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었지만,죽은 리 덩어리와 죽음이미지를

135)Freud,『TheUncanny』,in Studiesin Parpsychology,ed.PhilipRieff,NY,

1963,p.53,『욕망,죽음,그리고 아름다움,할 포스터』, 백과 미술연구

옮김,아트북스,2005,p.38재인용.

136)Ibid.,p.39.

137)Ibid.,p.38-39.

138)Ibid.,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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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한 <죽음의 공포>는 삶과 죽음에 해 보다 직 으로 다루

고 있다.139)이는 해골의 이미지를 죽음에 직 으로 결부시켜,사람의

유골, 리를 통하여 기괴하면서 끔 하고 섬뜩한 이미지를 표 하 다.

데미안 허스트의 <러 라독스(Love'sParadox)>[그림 1-17]은 실제

동물인 소를,포름알데히드를 채운 큰 수조 속에 넣은 작품이며,<A

ThousandYears>[그림 1-18] 한 잘린 소머리와 계속해서 번식해 나

가는 살아있는 리 떼, 기충격으로 죽은 리 떼를 이용하 다.

샘 테일러-우드(Sam Taylor-Wood)의 <정물화 StillLife>[그림 1-26]

은 실제 싱싱한 과일을 시에 두고 자연에 방치하여 부패해가는 과정을

그린 상작품이다.시간이 흐른 뒤 힌 작품에는 썩은 과일과 함께 구

더기,벌 의 모습도 함께 찰할 수 있다.박재웅의 <고구마 기>[그

림 1-27] 한 싱싱한 고구마 기 무더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비틀

어져 가는 모습을 표 하 다.단계별로 말라가는 고구마 기는 살아있

는 것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며,그 모습이 처참해짐을 역설 으로 드러내

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허무주의 술가들은 동물과 식물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품을 재료

로 이용하기도 한다.인공품은 인간이 만들어냈지만,인간의 생동하는 삶

과 건강,자연을 해하는 것들로 주로 표 되거나,역으로 인간 신체의

물질들을 형상화하여 허무주의 사회의 실을 폭로하기도 한다.[그림

1-19]는 폴 매카시(PaulMcCarthy,1945-)의 <부시 버거(BossyBuger)>

작품으로 월경을 상징하는 첩과 정액을 상징하는 마요네즈를 사용하여

그것을 삼키고 토하는 그로테스크한 행 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사회

신체 권 에 도 한다.140)사회 신체는 유기 신체라는 말과 유사의

미로 술가들에게 주로 쓰인다. 술가들은 유기 신체의미를 부인하

고 신체 경계를 해체하는데 이에 한 표 은 구토,배설,신체의 분비

물,피,음식 꺼기 등으로 나타난다.유기 신체란 팔,다리,기 등

139) Artinpost2009년 4월 기사,

출처:http://www.artinpost.co.kr/bbs/view.php?id=preview_exhi&no=812

140)김륜아,“신체 이미지로 재구성된 계:신체담론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학원,석사학 논문,2004,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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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되고,팔과 다리,몸통 모두가 연결된 신

체의 일부분으로서,한곳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 변화가 다른 부분들에도

향을 미치는 계를 가진 몸,신체를 뜻한다.폴 매카시의 이 퍼포먼스

는 오물과 음식물들을 이용하고,음식물 꺼기가 신체분비물을 만든다

는 맥락에서 신체의 외부와 내부의 구분을 말살한다.141) 한 가면을 사

용한 쇼 형식으로서 오스러움을 가진,그로테스크한 성격의 작품을 유

머러스하게 환기한다.[그림 1-20]은 독일 설치 술가 하 슐트(HaSchult)

의 <쓰 기 인간(TrashPeople)>이다.1996년부터 18년째 이집트의 피

라미드, 국의 만리장성,붉은 장 등 유명장소에 1000명의 인간군상을

연출하 다.인간 군상은 캔,고철,컴퓨터 등의 폐품이며,엄청나게 자연

에 버려지는 인공품의 잔해인 쓰 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

품은 우리의 환경에 향을 미치고,인간은 결국 쓰 기 사회,쓰 기 세

계에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142)

3.형식

1)극 와 극소

허무주의 술에서의 작품의 고정된 형식은 없다.캔버스의 최소와 최

크기,조각의 규격 등은 무의미하다.최근 많은 비평가들은 술,

특히 미술 안에서 가장 향력이 없어진 장르는 회화라고 평가한다.

회화는 포스트모더니즘시 가 도래하고 반항 인 술가들이 등장하면서

고정된 캔버스에 그려진,고정된 화법으로 그려진 회화에 해,닫힌 정

신의 산물이라며 비난받았다.143)1970년 비평가들은 회화는 죽을 것이

라 견했던 것과는 달리 잠시 1980년 신표 주의 작가들의 담하고

제스처가 담긴 강렬한 회화가 부흥을 리긴 했으나,비 자들은 신표

141)Ibid.

142)이 희,『여성을 한 디자인』,이화여자 학교출 부,2005,p.358.

앙일보,2005년 4월 1일자 신문기사 재인용.

143)이 래,심명숙,『미술의 종말과 엔드게임;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 해체주의까

지』,미술문화,2009,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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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화가들에 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감정을 조작하는 기

회주의자’라며 비난하 다.144)1990년 에 이르러 신표 주의의 여세가

사그라졌지만 신표 주의가 일깨운 회화의 부흥은 팝아트의 연장,자본

주의 리얼리즘,사회 리얼리즘,소츠 아트(SotsArts145)등의 풍자화 등

으로 변모하 다.146) 에 이르러 회화는 드로잉이나 조각 같은 다른

통매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경계가 확장되고 새로운 기법이 투여되었

다.회화는 조각이나 설치미술과 겹쳐지게 되었고 꼴라주 되었다.사진과

합성되기도 하고 조각처럼 확장되기도 하 다. 술에 나타난 허무

주의는 회화를 넘어서 조각,사진,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형식을 규정하는 것보다 형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

가 있다.

허무주의 술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 형식의 없음이다.정해진 규격,

정해진 장소,캔버스는 없어졌다. 술가들은 평면보다는 입체형식인 3D

나 4D로 작품을 제작한다.허무주의 술은 포스트모더니즘 술의 한

종류이므로 형식 측면에서 형식 거부와 타 등의 특징을 가지는 포스

트모더니즘 술의 하나이다. 기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의 정치 행

동주의 미술은 은 작가들에 의해 변형되었다.작품의 형식 괴 이유는

정치나 이데올로기 반항심이 아니라 주제 달을 한 단순한 충격 효

과를 내기 함이 더 크다.147) 한 다수의 작가들은 사회 ·정치

제도와 습에 도 하기 보다는 의 심을 받고 싶어 한다.특히

에 띄는 경향은 작품의 특 화(극 화)와 특소화(극소화)이다.스펙터클

한 작품들은 고도로 정교하고 기술 으로도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는 많은 조수와 문 컨설턴트,거액의 산이 필요하다.

특소화형태도 마찬가지로,과학과 결합하여 최종결과물이 어떻게 공식

144)문혜진,op.cit.,p.40.

145)소츠아트(SotsArt):1972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양식,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양식

특징을 따르면서도 이를 역으로 비트는 풍자를 특징으로함,미국의 팝아트,독일의 자

본주의 리얼리즘과 유사한 략을 취한다고 미국의 철학자 아서 단토(ArthurDanto)

가 지 한바 있음,출처:아서단토,이성훈,김 우 옮김, 술의 종말이루,미술문화,

2006,p.244.

146)문혜진,op.cit.,p.140.

147)Ibid.,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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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될지는 모르나,제작환경의 구성단계에서 이미 술가의 혼이

담기게 된다.이 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이를 해 많은 인원이 필

요한 작업이다.이런 거 한 로젝트형식의 술은 허무주의 술 표

방법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에두아드로 칵(EduardoKac)의 <여덟 번째 날 TheEighthDay>과 차

이궈창의 <어 난 타이 :1단계 Inopportune:StageOne>[그림 1-21]

한 여러 컨설턴트와 조수들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다.에두아르도 칵의

<여덟 번째 날>은 일종의 ‘유 자 변형’생명체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생

명공학으로 탄생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동식물과 바이오 로 (bibot)

을 반경 1,2미터의 투명한 럭스 라스(flexglass)돔 안에 함께 넣

어두었다.유 자 변형인지 잘 모르는 객의 입장과 차이가 있겠지만

술가는 식물의 유 자 추출단계에서부터 술 감각을 발휘한 것이

다.반 로 거 한 형태의 설치 조각 작품도 많다.차이궈창의 <어 난

타이 :1단계> [그림 1-22]는 같은 모양의 아홉 의 흰색차가 공

에 매달려 설치되었다.폭탄테러로 차가 폭발하면서 튕겨 나가는 단계를

연속 으로 연상하게끔 배치한 작품으로,자동차 창문에는 사방으로 꽂

힌 긴 막 가 번쩍거리면서 색색의 빛을 내뿜고 있다.차이궈창은 국

의 표 인 실험 술가로,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시각특수 술

총감독으로 활약한 바가 있어 이미 세계 으로 명성이 나 있다.그는

2012년 구겐하임 미술 에서 국인 최 로 회고 을 열었으며,작품

들의 특징은 굉장히 역동 이며,폭발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그림

1-23]<99마리의 늑 >는 늑 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구겐하임 미술

의 홀,계단을 포함한 구석구석에까지 서로 엉켜 뭉쳐지고 흩어져 있다.

그의 작품 에서는 호랑이는 공 에서 꿈틀 며,자동차는 폭발한다.그

는 자발 이고 측 불가능하며,통제할 수 없는 매체인 화약을 잘 사용

하며,그 화약에서 나오는 격렬함으로 에 지를 승화시켜 스펙터클함을

고조시킨다.148)작가는 불(火)과 약(藥)이 합쳐진 화약은 ‘치유의 잠재력

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미술계는 차이궈창의 작업에 해 폭

148)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 장 2010.10.25기사,

출처: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1_5&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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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성격으로 장엄한 술성을 오버랩한다고 평가한다.

한 를 보면 서도호의 <카르마(Karma)> [그림 1-24]는 양복바지

에 검은 정장 구두를 신은 남자의 거 한 다리 아래 바 바 모여 있는

두 무리의 미니어처 인간 모형으로 이루어진 조각이다.거임은 발아래

무리를 짓밟기 직 이고,이에 사람들은 형을 벗어나 도망치기 시작한

다.이는 국제 자본주의의 힘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균질화 시켜 개인의

정체성을 부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체주의 정권이 시민들을 억압

하는 상왕에 한 은유로도 읽을 수 있다.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인간

모형들이 모두 같지 않으며 각기 다른 옷과 세부 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젠더와 유형을 표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작가는 세계

화 시 에 살더라고 정체성 간에 내재된 차이를 끊임없이 분간해 내는

것이 이 시 사람들의 의무라고 제안한다.149)[그림 1-25]<바닥(Floor)>

라는 작품은 서도호의 표작으로 유리바닥을 지나가는 객들로 하여

,바닥에 깔려있는,유리천장을 받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을 보

고 놀라게 하여 죄책감을 들도록 한다.서도호의 작품들은 ‘소통과 계’

라는 평화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부(富)를 만들기 해 희생된 수많

은 사람들,묵살된 개개인의 삶을 집단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한다. 객 스스로 짓밟는 주체가 되어보도록 기회를 주고,나도 모르게

밟아버린 계가 없는지,잔혹하지 않았는지를 체험하도록 하여 생각하

게 만든다.

2)부패

부패란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악취를 내며 분해되는 상을

말한다.150)허무주의 술가들이 행하는 부패 술들은 곰팡이 등을 이

용하여,서서히 사라지는,생(生)을 잃어버린 부패함을 나타내는 극사실

기법을 사용한다.주로 짙고 캄캄한 배경을 뒤로 하고,각종 채소,과일

그리고 고깃덩어리를 등장시키기도 한다.소재는 의 작품처럼 식물일

149)문혜진,op.cit.,p.100.

150)부패 정의,출처:두산 백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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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동물, 는 사람일 수도 있다.

허무주의 술가들의 부패 작품들의 주제는 주로 ‘죽음’이며,그것이 사

물이든,동식물이든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정지된 이미지나 오 제로

달하고 있다.죽음으로 부패되어,변형되어 나타나는 작품들은 죽음이라

는 기존이미지가 자기는 폭력성이나 잔혹함보다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

는 생명체를 나타낸다.허무주의 술가들은 죽음과 련한 불편함을 아

름답게 치장하면서 고통과 아름다움의 공존을 역설 으로 표 하는 셈이

다.

[그림 1-26]샘 테일러-우드의 <정물화> 한 상작업을 가속기법으로

제작하기 해 속도 촬 사진을 이용하 다.작품은 썩어가는 과일이

담긴 우아한 시를 앞에서 보여주는데 과일은 썩어서 결국에는

구더기가 잔뜩 낀 한 무더기의 썩은 부스러기만 남게 된다.151)정물이라

는 것은 죽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죽은 사

물에서 살아있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샘 테일러 우드의 작품의 이름

“StillLife”의 의미는 ‘움직이지 않는 자연’,‘죽은 자연’이라는 의미이며,

‘바니타스(vanitas)정물화’라는 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되었다.샘 테일러

-우드의 정물화도 ‘바니타스’장르의 어둡고 한 메시지를 달한다.

[그림 1-9]샐리 만의 <Untitled> 한 연구소의 뒤뜰에 놓여있는 인간

의 시신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촬 을 하 다.시신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처참한 정물,혹은 서정 인 풍경152)이라 묘사되면서 작

품의 흑백 린트를 통해서 피의 붉은색은 가려지고 사체의 질감은 부각

되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샐리 만의 작품사진들은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태학 측면에서 바라보게 한다고 한다.시신이라서 그로테

스크하고 잔혹해보이긴 하지만,한편으로는 죽은 인간의 모습을 화학약

품으로 처리하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한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그림 1-28]은 박재웅의 <고구마 기>도 ‘시간의 표피’의 작품들

하나이다.작가는 싱싱한 상태에서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고구

151)Ibid.,p.192-196.

152)윤진 ,“신곰팡이를 이용한 그로테스크 사진의 미학 연구:<TheRemains>展에

한 작품론을 심으로”,홍익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3,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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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를 방치된 시간별로 시하 다.‘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선천

인 조건으로 시간에 지배를 받아 모두 변할 수밖에 없다’를 말하고, 객

들에게 냉혹한 사회의 메커니즘에 수동 으로 살아가는 인의 단

면을 은유 으로 보여주고,생로병사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을 깨닫게

한다153)고 평한다.

3)체험

(1)사실 상 체험

통 철학과 술에서는 인간의 불완 성,인간 신체의 비이성 인 면

을 강조시켜 신과 비를 시키었지만 허무주의의 원시성 안에서 인간의

몸은 이성을 능가하고, 체 신경감각을 도구삼아 가장 해지고 완

해진다.인간의 신체는 생존 기계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세계를 외부,타자의 세계로 오 하고,포옹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계를

설정하도록 해주는 존재이다.격양된 인간의 형상,원시 인 인간 형태는

객의 시선에 극 으로 항하고 투쟁으로 나타내어 질 수 있지만 단

순한 도취의 일부이며, 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과 욕망,자연스러운 것

이다. 술가들은 자신의 행 와 모습을 통하여 잠시 잊었던 인간 연

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객은 이를 통해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에

해 고민하고,단순한 감각,본능,무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1-28]<보살핌>의 작가는 몸 체를 움직여 머리카락을 붓 삼아

무의미한 선을 그린 퍼포먼스를 행한다.작가의 머리카락에서 종이로 묻

어난 거친 선과 형들이 이후 시기간동안 작가의 행 를 증명하게 한

다.몸을 이용하여 선을 그리고,세상과의 틈 사이를 균형 있게 조율하기

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삶이나 술에서 균형의 순간은 존재하지만

짧은 시간이므로, 원한 행 와 안정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지 재

153) 훈갤러리,2010,독서신문,

출처:http://painterpark.com/bbs/board.php?board=boards&category=1&command=

body&no=50



-63-

행 에 집 하고 몰입하여 으로 승화된 행복을 느껴야 하고,불완

한 인간상에 해 계속 인 질문을 던지는 끊임없는 실험의 과정154)을

객 한 느껴야 함을 말한다.그 행 가 감각 충격을 던져 주는 신

체이든,사유하는 몸이든, 는 하나의 통로로서 타자와 세상과 소통하는

몸이든, 요한 의미는 인간 주체가 명료하거나 완 하지 않음을,타자와

의 계에서만 그 의미를 부여받으며 죽음과 소멸을 안고 사는 불안정한

주체임을 지속 으로 환기시킨다.

[그림 1-10]마리나 아 라모비치의 <Rhythm 10>의 비디오 작(作)로,

여러 종류의 칼을 앞에 놓고 작가 자신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를 계속해

서 빠르게 르는 행 를 한다.155)반복되는 행 속에서 손가락을 르

게 되면 그 칼을 버리고 다른 칼로 체하여 다시 행 한다.작가는 자

신의 몸을 메시지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실에 바탕을 두어 몸의 내면

에 귀를 기울인다.가학 이고 자학 인 행 들은 수많은 통증을 극복해

야 하는데,이런 극한 인 상황들은 객들에게 과격함으로 다가온다.신

체의 훼손도 불사한 아 라모비치의 행 는 자신의 삶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작가 자신의 출신과 혼란한 발칸의 실은 작업에 내재된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극한의 행 를 수행함으로서,스스로를 더욱더

민하게 자각시키고,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순수한 내 치유의 의

미156)로 풀고자 한다.고통의 반복재 으로 실에 안주하지 않는 민

함을 유지하여 작가자신의 행 에 한 필연성과 의무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행 의 수행은 치유로서의 작업이며,오히려 명상

이고 심오하기까지한 극한의 도취행 라고 할 수 있다.

(2)가상 환경 체험

술가는 아폴론 인 것을 통해서 꿈을 꾸고,디오니소스 인 것을 통

해서는 도취를 느낀다.본래 빛의 신인 아폴론은 꿈과 표상을 통해 아름

154)ArtinCulture기사,출처:http://www.artinculture.kr/content/view/667/32/

155)조 아,op.cit.,p.77.

156)Ibid.,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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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며,이에 니체는 “아름다운 가상의 신은

곧 참된 인식의 신이기도 해야 한다”말한다.157)디오니소스는 인간을

자기 망각에까지 이끄는 도취의 신이다.도취의 상태에 이르면 ‘개별과의

원리는 완 히 깨지고,주 인 것은 가장 일반 이고 가장 인간 인

것 앞에서 사라진다.158)

인간이 아폴로 인 것을 통해 상징과 표상의 술가가 된다면,디오니

소스 인 것을 통해서는 스스로 자연의 술 작품으로 변한다.159) 술

가들은 스스로 자기의 실존을 목 으로 스스로 행하는 술을 정당화하

기 하여 “자기 자신 개별화의 고통”160)을 경험한다.이는 니체의 디오

니소스에 한 정의와 일치한다. 한 니체는 근본 으로 심미 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상(schein)”161)이 갖고 있는 정당화의 힘을 발견한다.

가상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두 신의 결합

으로 포착하고자 했던 상이며, 체로서 온 히 나타나는 심미

상162)이다.

니체에 의하면 환상은 두 가지 종류를 가진다.하나는 인간의 비극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상이며,다른 하나는 인간의 비극성을 철

히 인식하고 이를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환상이다.니체에 의하면

자는 문화의 두려워하고 피하는 특성을 반 한 것이고,후자가 진정

한 술방법이라 말한다.163) 술가가 스스로의 고통과 비극을 직면하고

이를 꿈속에 배치시켜 승화시키는 방식은 실주의의 방법과 비슷하

다.니체는 술가의 근본상태를 허무함으로 생각하 으며,허무주의 상

태의 극복을 해서 도취의 감정을 정화하고,이로서 병 해방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하 다.이 해방은 완 함,풍요로움,충만함이며,이를 해

서는 고통이 뒤따르고,온 신체감성을 자극하여 고통과 울분을 폭발시킬

157)이진우,op.cit.,p.64.

158)Ibid.,p.65.

159)Ibid.,p.66.

160)Ibid.,p.68.

161)Ibid.,p.72.

162)Ibid.

163)Ibid.,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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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술이 창조되고 실 된다고 하 다.인간은 자신의 보호막,방패막의

틈 사이에 외부 자극이 과잉 유입되면 흥분상태가 증가되고,발생한

트라우마 상태164)의 극복을 해서는 깊숙하게 각인된 상처와 죽을 때

공존,생존하는 고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 다.

병 해방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없음에 한 것이 아니며,사 정

의에 의하면 “정상을 벗어나 불건 하고 지나친”165)해방 감성을 말한

다. 술가는 정상 수 에서 벗어난 지나친 집착과 불건 하고 비도덕

인 방법으로 다다르는 희열과 도취더라도 이를 통해 본인의 허무함의 감

정이 정화되고 치유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환각(幻覺)이란 감각 기

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

함. 는 그런 지각.환시(幻視),환청(幻聽),환후(幻嗅),환미(幻味)따

166)들을 말한다.5가지 감각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시각 인 부분

이며,작품에서는 화려한,형형색색의 색의 사용,보색 조화,유기 으로

흐르는 곡선들, 집된 구성,추상 인 패턴 등으로 표 된다.167)

환각성은 본인이 제한된 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그리

고 꿈(망상,환각)속에서 ‘이상’을 이루어 가는 과정 반에 여한다.히

피문화에서 심지어 환각세계로의 경험은 ‘자신의 내면세계로의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표 했었으며,환각경험 후 황홀하고 유쾌했다면 이것을 환

상여행(goodtrip),두렵고 불쾌했다면 이를 공포여행(badtrip)이라고 표

하 다.168)여행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개인별로 상상하는 내면세계의

상상 스토리를 의미한다.

상상 스토리의 개는 객에게 선명한 이미지의 표 으로서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끔 한다.쿠사마 야요이(KusamaYayoi)의 <셀 리지스

쇼 도우 디스 이(SelfridgesShow Window Display)>[그림 1-30]

은 집착과 환각의 이미지가 자기증식으로 이어진 것169)처럼 보이는 작품

164)조 아,op.cit.,p.80.

165)병 해방 정의,출처: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166)환각 정의,출처: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167)서 옥,“샌 란시스코 록포스터(RockPoster,1965-71)의 환각성 연구”,숙명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4,p.51.

168)Ibid.,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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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런던 옥스퍼드 심가의 형백화 쇼 도 안에서 쿠사마는 명품

랜드(LouisVuitton)와의 콜라보 이션으로서,도트무늬의 빨간 원피스

의 본인 모습을 크고 작은 사이즈 별로 시시켜 무한증식을 표 하

고,복제된 모습과 벽 면에 린트된 빨간 배경의 도트무늬들은 괴기

스럽게 보이기도 하 다.작가는 편집증으로 인한 반복의 이미지를 표

하 고,혹자는 이를 로이드의 죽음충동 이론인 타나토스(Thanatos)로

설명하면서 억압된 술가 자신의 과거가 극도로 팽창해가는,끝이 없는

도트로 인해 이미지 확장에 성공하 다고 평한다.이런 집착 인 표 은

분명 치유에 도움이 되며 ‘작업 안에서 자신을 무로 돌아가게 하여,자신

의 존재를 다시 유지하게 만드는’170)것이다.

환각상태에서 일어나는 상은 에 지 이미지 가시화와 함께 회상능

력,노스텔지어(nostalgia) 상171)이다.회상으로 인해여 술가는 과거

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의식 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잊 사라진 어

린 시 은 물론 출생자체를 다시 기억한다.이러한 경험에 의거한 기억

은 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극히 행복할 수도 있다172)고 하 다.

술가는 출생 자체를 기억하려 애를 쓰며,이와 동시에 인종이나 성,공동

체 안에서의 역할 등 정체성을 의심하고,이러한 혼란을 작가본인의 외

형 모습들의 변형과 교체로 표 한다.‘정체성 변화와 이동’은 이미 많

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는 주제 으나 허무주의 술가들은 특

히 시각 으로 두드러지고 극히 행복함과 두려움을 표 하도록 노력한

다. 한 환각의 경험은 이 이다.환각 인 경험은 지극한 행복과 황

홀한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공포와 두

려움을 수반한다.173)행복과 슬픔,기쁨과 고통,이완과 긴장,사랑과 질

투 등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은 환각성을 지닌 작품에서 붕괴된 상,

169)Ibid.,p.83.

170)Ibid.,p.85.

171)HillebergWagner,권순경 옮김,『환각제』,녹지사,1981,p.156-157.

172)서 옥,op.cit.,p.61.

173)AldousHuxley.TheDoorsofPerception and Heaven andHell,New York:

Harper& Row PerennialLibraryedition.1963.p.133,서 옥,opcit.,.p.68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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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듯한,용해된 물체들,두 가지 이상 물질들의 결합 등으로 나

타난다.

환각 인 경험은 작가와 객을 일치하게 만들기도 한다.[그림 1-31]

은 리 바스티유 근처의 시 공간인 ‘메종 루즈’에서 2013년에 열렸던

<underinfluences>라는 시의 한 작품인 카스텐 횔러(CarstenHöller)

의 <하얀 복도(SwingingCorridor)>이다.이 시의 기획자는 마약사용

자들과의 이 잦은 독학자이다.이 시에 해서 미디어는 술가

와 환각제의 계를 총망라했다는 평을 가지고 있다174)하겠다는 시 의

도는 이 시를 통하는 키워드이다. 람객은 이 작품에서 피어오르

는 아편 냄새와 함께 하얀 복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간 인 환각경험을

하게 된다. 실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아편의 냄새와 환상,그것에 수

에 빠지지 않기 해 객은 정신을 집 하여 복도를 지나가게 된다.환

각상태를 통하여 술가는 객과의 소통,일치를 꾀하고,나와 타인,나

와 자연,나와 우주와의 경계를 허문다.모호함과 유동 인 정신을 투입

하여 작가자신과 함께 연속하고 화합하는 신비 인 교감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174)경향신문,문화면,2013년 3월 19일 기사,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10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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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배설행 1

키키스미스,

<소변보는 몸,1992>

[그림 1-2]

배설행 2

키키스미스,

<꼬리,1992>

[그림 1-3]

성 행 1

제 쿤스,

<제 가 에서,1991>

[그림 1-4]

성 행 2

에릭 라벨로,

<라나수트라,2011>

[그림 1-5]

[그림 1-4]

라나수트라의

MakingFilm

 

[그림 1-6]

인간의 탐욕

데미안 허스트

<신의 사랑을 하여,2007>

[그림 1-7]

스타·유명인 죽음

에르빈 울라 ,

<왕실의 피,2000>

[그림 1-8]

피를 이용한

자신의 두상

마크퀸,

<셀 ,1991>

[그림 1-9]

시체

샐리만,

<무제,1990>

[그림 1-10]

자해,폭력

마리나

아 라모비치,

<리듬 10,1973->

[그림 1-11]

범죄 실세계

록시 페인

<수확,1998>

[그림 1-12]

인간에 의한 자연폐해

리처드 미즈락,

<사막의 노래,1979->

[그림 1-13]

소비 심생활

제 쿤스

<토끼,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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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머리카락,손톱,각질 이용

이퍼,<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1985>

[그림 1-15]

머리카락 이용

재닌 안토니,

<Moor,2001>

[그림 1-16]

죽은 리떼

데미안 허스트,

<죽음의 공포,2007>

[그림 1-17]

소의 시체

데미안 허스트,

<러 라독스,2011>

[그림 1-18]

소 머리,살아있는 리와 죽은 리

데미안 허스트

<1000년,2011>

[그림 1-19]

첩과 마요네즈 사용

(생리 과 정액상징)

폴 매카시,<BossyBuger,1991>

[그림 1-20]

캔,고철,컴퓨터 등을 이용한

쓰 기 인간과 쓰 기 세계

하 술츠,<쓰 기 인간,1996->

[그림 1-21]

식물의 유 자 사용

에두아르도 칵

<여덟번째날,2001>

[그림 1-22]

매달린 자동차

차이궈창

<어 난 타이

1단계,2004>

[그림 1-23]

99마리 늑 의 질주형상

차이궈창,

<99마리의 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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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거 한 인간 발

서도호,

<카르마,2007>

[그림 1-25]

미니어쳐 인간

서도호,

<바닥,2007>

[그림 1-26]

부패된 과일정물화

샘 테일러-우드

<정물화,2001>

[그림 1-27]

고구마 기

박재웅,

<고구마 기,

2009>

[그림 1-28]

술가의 선그리기 행

재닌 안토니

<보살핌-선그리기,1992>

[그림 1-29]

술가의 타기 행

재닌 안토니

<보살핌- 타기,1992>

[그림 1-30]

술가의 가상 실 체험

쿠사마 야요이

<셀 리지스 쇼 도우

디스 이,2012>

[그림 1-31]

객의 환각체험

스텐 휠러

<하얀복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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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 표그림과 설명)

주제

소재

인간 몸 동식물과 인공품

그림 형식 그림 형식

원

욕망

직시

배설하는

인간 몸을

형상화하여,

극사실 으

로 표

첩과

마요네즈를

생리 과

정액으로 표 ,

남녀성을 의미

폭력

죽음

괴

실제 부패된

인간 시체와

피를

이용하여

극사실 으

로 표

동물시체와

리를 이용,

인간 심

괴와

폭력상징,

부패와

극사실 표

허무한

실과

불일치

서로 짓밟는

인간

실폭로,

인간형상을

극 극소화

식물 이용,

범죄와 유혹

실 표

억압

없는

선

남녀 몸을

사실 으로

이용,

사랑과 선

표

부패된 과일을

사용하여

자연=선함=없

어짐을 표

비 실 /사실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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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과 의미해석

제 1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경향과

분석의 틀

1.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경향

니체는 허무주의 상의 극복을 해서는 술이 필수 이라 하 다.

술은 신이 인간을 해 창조행 에 필요한 도구로서,감성 인 것이

감성 으로 환되는 운동이다.허무주의의 표출은 기존 통 진리

개념의 특징들 즉,고정성,정확성,일의성,동일성이 괴되는 것이며 존

재자체의 한계이자 틈인 술이 발 되고,존재 속에 내재하는 본능

창조의지인 술성이 나타나는 것이다.허무주의 술가들은 니체의 허

무주의 개념에 의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창조해 왔으며,기존

술에서 미(美)로 규정되던 것들을 괴하고 괴된 가치,사상,진리

등을 작품에 투 시켜 진정한 술을 찾고자 하 다.

20세기에 들어서 패션은 불안정한 사회 환경의 향으로 다양한 변화

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패션쇼의 주제는 사회 상을 담아내기 시작하

다.패션쇼들은 차 퍼포먼스로 변형되어 더욱 강력한 젠테이션

이 되었고,사회 주제들에 상응하여 어두움의 분 기를 표 하 다.175)

1990년 의 패션쇼와 패션은 패션디자이 에게 있어 사회 실이나 내

의지를 표출하는 극 인 표 의 장이 되어176),많은 선행연구들에

175)황혜진,“ 패션에 나타난 카니발 스크의 이미지와 의미해석: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3,p.83.

17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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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연구되어 왔으며,특히 표 인 패션컬 션으로 알 산더 맥퀸의

컬 션이 많은 비 을 차지하 다.177)

알 산더 맥퀸은 허무주의를 표 하는 표 인 패션컬 션 디자

이 이다.그는 1994년 “Nihilism”이라는 이름으로 컬 션을 개하 고,

허무주의 주제에 맞게 피가 튀고 오물이 잔뜩 묻은 의상들을 등장시켰

다. 한 의상의 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가슴과 둔부 같은 성 인 신

체부 를 고의 으로 노출되도록 하 다.이 컬 션 이후에도 맥퀸은 강

간,폭력,죽음, 령 등의 주제를 사용하여 컬 션을 펼쳤고,이를 통해

본인의 본능 인 우울한 감성을 사회 주제와 결부시켰다.알 산더 맥

퀸을 비롯하여 많은 패션 디자이 들이 이후 허무주의와 련한 컬 션

을 펼치게 되었고,허무주의 술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제들에

해 고민하며,불안한 인간의 심리와 상황, 실세계를 직설 이고 극

으로 호소하 다.

허무주의 술과 패션컬 션은 유사한 작품 창작과정을 통해 주제를

달한다. 술에서의 창작과정,즉 술가가 작가의 본능과 욕구에 의거해

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정하고,제재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며 객

과 소통하는 과정은 패션쇼가 행해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패션컬

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쇼에 선보일 의상과 타깃

인 객 즉 고객들에게 맞추어 패션쇼의 주제 콘셉트를 설정하는 것

으로 시작되며,주제 콘셉트는 상황에 따라 명확하거나 추상 이며

디자이 의 패션철학과 개성이 담긴다.주제 콘셉트 설정이 완료되면

패션쇼 연출을 한 기획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에 쇼의 목 과

디자이 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공연이 반 으로 설계

된다.이 단계에서는 연기,장치,의상,분장,소도구,조명,음악,효과 등

의 종합 인 내용이 디자이 가 설정한 개요(synopsis)와 결합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설정된 주제와 기획방향에 마주어 의상을 표 하는

177)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검색(http://www.riss.kr/search/Alexander+McQueen)

자료검색일:2014.05.19

� 검색키워드 :AlexanderMcQueen

� 검색결과 :총 120건 검색

� 학 논문(30),국내학술지논문(31),해외학술논문(16),단행본(4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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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실제 인 디자인이 개되어 샘 이 제작이 된다.마지막의 패션

쇼 진행단계에서는 모델들의 연기,배경,음악,조명 등이 한데 어우러져

무 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과거와 미래,허구와 실을 넘나드는 다

양한 차원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구 된다.이 단계에서는 패션쇼의 요소

와 구성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었는지, 체 으로 메시지를 제 로

달했는지 등 객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178)패션쇼의 본 속성은 상

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나,반드시 ‘객’이라는 행동의 상이 있

어야 하고,이들의 참여가 디자이 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패션

쇼는 일방 으로 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객들과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 인 특성을 지닌다.179)선행연구에 의하면 패

션쇼의 요소는 연출을 한 요소와 무 제작을 한 요소로 나뉘며,연

출을 한 요소로는 의상,모델,장소,안무를 포함하는,쇼의 주제를 상

징 혹은 직 으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무 제작을 한 요소는

무 를 디자인하고 세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말하며,무 ,음

악,조명,특수효과가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180)컬 션은 디자이 의 의

상들뿐만 아니라,의상들의 시개념인 쇼를 통해 나타나고,한명의 디자

이 의 무의식에서 출발한 종합 인 구성으로 작용하므로 작품의 제작과

정은 술가 비슷하나 객과의 소통의 장인 ‘쇼’혹은 ‘쇼 장’이 있으므

로 더욱더 사실 이고 직설 이며 극 인 방법으로 술을 창조한다.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들과 허무주의 술가들은 작가의 주제에서 작품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과정과 과정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틈

속에 자신의 무의식을 심어낸다.틈에 해 니체는 허무주의 술을 구

성하는 제조건이라 하 으며,이에 패션컬 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허무주의 패션컬 션에서도 간과해서 안 되는 요소이다.틈

은 술이 작품으로 실 되는 모든 과정 즉,창작에서부터 평가까지 이

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술가가 정해진 주제 아래,제재를 이용

178)성유정,“패션쇼를 한 패션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 활용 특성”,경북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9,p.28-29.

179)Ibid.,p.22.

180)Ibid.,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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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품을 만들고,이를 객을 통하여 단 받으며 이로써 술가와

객의 일체가 되는 기본과정은 허무주의 술 체계 뿐만 아니라 패션컬

션 안에서도 유사하게 허물어졌다.패션컬 션에서 제작자인 디자이

는 본인의 의도에 따라 잠정 으로 정해진 컨셉 하에 스토리 개를

펼치며,작품 개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기법 혹은 구성기법,재료를 사

용하고,낯선 아이디어들을 용하여 기존에 고정된 의식들과 념을

괴한다.

2. 패션컬 션에 나타난 어휘 내용 분석

디자이 가 표 하는 허무주의는 인간의 심오한 내면세계,즉 주제는

컬 션의 의상 자체만으로 표출되지 않고,하나의 동일한 주제아래 꾸며

진 모든 구성요소들의 합인 쇼(show)를 통해서 표 된다.그리하여 패션

컬 션 분석의 범 는 컬 션 내에 등장하는 단일 의상들뿐만 아니라 디

자이 의 체 패션쇼 분 기까지 포함한다. 한 창작자인 디자이 부

터 감상하는 객에 이르는 과정을 총 으로 분석한다.

컬 션의 최종단계인 패션쇼는 술과는 달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술과는 달리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그러나 디자이 와

패션컬 션 연출자들은 제한 을 극복하는 최 한의 효과를 해 의상과

모델 외에 쇼를 구성하는 기타요소들(무 ,음악,조명 등)을 동원한다.

한 패션쇼에서는 객의 요도가 술보다 크며,무 를 구성하게 하

는 구성요소인 동시에 수용자의 입장을 가진다.쇼를 통해 디자이 와

객은 서로 간 빠른 의사소통의 상호교차를 경험한다.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허

무주의를 표 하는 패션 디자이 와 그들의 패션컬 션을 선정하 고,

선정된 컬 션들에 한 해석 비평에 한 내용을 구성단어를 통해

분석하 다.허무주의는 많은 선행논문들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혹은

해체주의의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는 계로,본 연구자는 포스트모더니

즘,혹은 해체주의 디자이 에 하여 언 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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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으로 허무주의 디자이 ,혹은 허무주의 련 컬 션이라 분석

된 디자이 들을 추출하 다.선정되어 분석에 바탕이 된 선행논문 20편

(논문 리스트-미주 별첨1참고)을 통하여 허무주의와 련하여 자주 언

되는 디자이 들 20명을 선정하 다.20명의 디자이 들의 컬 션

특히 허무주의와 련한 컬 션 41개를 연구 상으로 지정하여 본 연구

자가 직 상을 시청하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확인하 다.선정된 디자

이 는 알 산더 맥퀸을 비롯하여,존 갈리아노(JohnGalliano),메종 마

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꼼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eWestwood),장 폴 고티에(Jean

PaulGaultier),빅터 앤 롤 (Victor & Rolf),제 미 스캇(Jeremy

Scott),크리스찬 디올(ChistianDior),JunyaWatanabe( 야 와타나베),

가 스 퓨(Gareth Pugh),티에리 뮈 러(Thierry Mugler),이킹 잉

(Yiqingyin),로버트 캐리 리암스(RobertCaryWilliams),아카디어스

(Arkadius),헥사바이구호(Hexaby Kuho),티미스터(Thimister),Nina

Ricci(니나리치),올리비에 테스 스(OlivierTheyskens),헤미시 모로우

(HamishMorrow),이다.선정된 디자이 들의 컬 션 30개 알 산더

맥퀸의 컬 션은 1994년 S/S‘Nihilism’을 비롯한 13개로서 가장 비 이

높았다.컬 션의 분 기를 설명한 어휘 내용을 분석하기 해 패션

컬 션북 ‘Collezioni’와 알 산더 맥퀸의 작품을 다룬 단행본181)

『AlexanderMcQueen:savagebeauty』,Vogue의 인터넷 사이트인 Vogue.com,

Vogue.it(이탈리아),Vogue.uk( 국),Vogue.fr( 랑스),그리고 Style.com을

살펴보았고,이를 통하여 각 컬 션을 설명한 부분 단어와 어휘 내용

을 수집하 다.

컬 션,쇼의 분 기와 의상에 련하여 설명된 어휘들과 내용 수집 자

료는 [표 5]와 같다.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분석하기

한 시각의 틀을 구성하고자,[표 5]에 나타난 디자이 19명의 30개의 컬

션은 제 2장 제2 허무주의 술의 주제,재료,표 방식의 시각에 의

181)Andrew Bolton with contributions by Susannah Frankeland Tim Blanks,

『AlexanderMcQueen:savagebeauty』,photographybySølveSundsbø,American

Expres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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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주제에서는 욕망,폭력·죽음,허무주의 실,선한 모습(평화)

등으로,재료에서는 인간 몸에 련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으로,표 형

식에서는 크기 형태,부패 자연 변화, 술가나 모델의 행 표

등으로 분류하여 단어를 재배치하 고,이를 통해 술분석에서의 분류

형식과 유사하게 나 어 질수 있음을 확인하 다.재분류의 내용과 패션

컬 션 분석을 한 시각의 틀은 [표 6]와 같다.

패션컬 션의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욕망,죽음, 괴,역설과 련한

단어가 거 등장하 다.욕망과 련한 단어로는 자극,성욕,페티시 등

이 있었고,폭력 혹은 죽음과 련하여서는 성폭력, 괴,잔인 등이 있

었다.부조리한 실은 고 과 가짜,인간 모순,인종과 문화 등이 있었

고,선함 혹은 평화와 련한 단어로는 정직,자연회귀,종교 정,자

연주의 등이 있었다.재료로는 인간 몸과 련한 머리카락,피, ,해골

등이 있었으며,인간과 련 없는 동물의 사체,인공품에 한 단어들이

있었다.표 형식으로는 극 화,과장,비 칭 등의 단어들처럼 크기와

형태 괴와 련한 것,물들어가고 오염과 같은 자연 인 변화과정이

있었으며,마지막 체 컬 션의 분 기를 결정하는 쇼 인 요소들 즉,

모델의 모습과 배경 인 구성,음악,행 요소 등에 련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분석의 틀

술가와 패션디자이 는 직 혹은 간 .추상 인 주제에 본인의

철학과 무의식을 심어내고,이를 구 하기 하여 제재를 선택하여 작품

을 제작한다.패션에서의 제재는 의상(옷)을 구성하는 원단 는 기타재

료로 한정이 되어 있어, 술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제재에 비해

다소 제한이 있다.패션에서 작품단계에서는 단일 의상으로 표 된 특정

형식과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패션쇼이므로 술의 작품들보다 한

정 이고 고정 이다.패션이라는 장르특성상 한계는 술과 비되는

패션만의 특수성이다.패션은 다양한 형의 구 ,작품이 속하게 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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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시간과 이의 인 설정이 가능한 술보다 제한 이다.그러나

단일의상으로 나타나는 개별 작품들,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시

각 인 무 와 조명,청각 인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패션쇼는 객들

이 장에서 디자이 와의 상호작용을 직 으로 느낄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허무주의 패션 디자이 들의 창조의 시발 은 술가의 혼,본능,

무의식,그것들의 배경인 허무함이다.허무주의라는 공통된 개념 속에서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은 비슷하지만 독자 인 양식으로 작품을 창조

해 낸다.은유의 단계별 일어난 틈과 극사이로 본래 의도를 숨기고 감추

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 동일성,비동일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일반화시키기 한 제유성, 실과 가상의 경계를 흩뜨려 버리는, 실의

시간마 없애고 혼란하게 만들어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근본

성,모호성,마지막 술가와 객의 인식순환을 방해하고 분화된 해석과

인식조차 허무함의 주제로 승화시키는 의미의 유동성은 허무주의를 주제

로 하는 술과 패션의 공통된 특성이다.주제에 해서는 인간의 원

인 욕망과 련하고,죽음과 폭력이 드러나며,배경 인 허무주의

실 상황,극복의 결과인 평화,선한 모습이 공통으로 나타난다.주제를

표 하기 해 사용하는 재료,즉 제재로서는 인간의 신체 체나 부분

편이기도 하고 오스러운 낯선 재료를 사용하 다.그러한 제재로 만든

작품형식 한 괴되고 부패 는 변형되어 상상을 월하게 되었다.

재료는 인간 몸에 련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이 함께 나타나고,형식에

서도 크기나 형태와 련한 것,부패 혹은 부패처럼 변화하는 과정을 그

리는 것, 술가 혹은 모델의 행 를 포함한 쇼 인 요소들이 모두 비슷

하다.

허무주의 패션컬 션을 분석하기 해서 술과 구분되는 패션컬 션

만의 특수성을 살펴본 결과,패션컬 션은 타 술분야에 비해 ‘옷’이라

는 형태와 그것의 ‘입 짐’이라는 구체 인 실 이 있다. 한 모델이라

는 살아있는 인간의 사용은 허무주의 주제의 기 핵심인 인간의 몸에 더

집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디자이 는 모델의 몸을 통하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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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약함과 삶의 허무함을 표 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의 혼

란을 표 하 다. 술에서의 폭력과 성 인 원 욕망은 패션에서 모

델들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성 상화로 나타났고,이와 함께 간

인 성폭력도 나타났다. 술에서 허무주의 실과의 불일치하는 부분은

실의 부조리함을 폭로하는 의상표 과 퍼포먼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억압 없는 선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으로의 회귀 는 동경의 표 으로

나타났다.재료에서는 술과 마찬가지로 물질화된 인간의 몸, 는 부분

인 신체 부산물들이 동일하게 나타났고,그 외에는 동물의 사체와 상

업 ·공업 사회의 인공품들이 함께 사용되었다.표 형식으로는 극

화,왜곡,생략되는 의상들을 거 등장하 고,자연 으로 변화하는 의

상,즉 곰팡이에 의해 부패되어 가는 과정이나 의도 으로 설치한 장치

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의상도 등장하여, 객들이 컬 션 쇼에

서 직 목격할 수 있도록 하 다. 술에서의 술가 스스로의 행 는

패션컬 션에서는 모델의 행 로 나타났고,모델과 더불어 음악,무 ,

조명등의 모든 쇼 인 요소들이 비 실 이고 몽환 이며 환상 인 패

션컬 션의 분 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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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 시즌 어휘·내용 참고문헌 사이트

AlexanderMcQueen 1994S/S 니힐리즘,빅토리안,털,틀을 깨다,규칙,러버,퍼스펙스,덩어리,찧어진,투명,성욕자극 savagebeauty,Colle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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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패션컬 션에 나타난 어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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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보는 시각

술에서의 구분방식에

따른 단어 분류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련 주요어휘들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를 보는 시각

주제

욕망
욕망,자극,성욕자극,페티시,나약함,강간,성폭력, 괴,칼집, 쇄, 험,잔인,악

몽,멸망,살인,인간소외,의심,인간 모순.폭탄테러, 쟁, 항군,총살,처참 등
주

제

� 성의 상화와 폭력

� 인간 삶과 죽음의 비

� 실의 부조리함

� 자연으로의 회귀

폭력·죽음

실

선(평화) 정직,우아함,자연회귀,종교 정,자연주의,환상,자연과의 조화,뮤즈, 월

소재

인간 몸과 련 피,몸 부분,보철다리,해골, 래지어,털,심장,출 ,핏 ,
소

재

� 인간 몸

� 동물과 인공품
인간 몸과 련하

지 않은 것

덩어리,투명,뿔,깃털,발톱,내부가 보이는,보석,십자가,붉은 실크,비닐,매탈릭

새틴,못과 핀,거즈,실,오염 자수,산업재해물,꽃왕

형식

극 ,극소
인체를 고려하지 않음,엄청난 볼륨,비 칭가운,되감기, 이어링,과장된 실루엣,

역설,무질서,틀을 깨다,역설

형

식

� 극 ,왜곡,생략

� 자연 변화과정

� 비 실 쇼 분 기

부패 자연 변

화
조개,부패,냄새,물들어감,오염,얼음,보라색염료,액체

체험
,지구,정신병원,툰드라,북극,엔터테인먼트,음악,명상,무용수의 움직임,미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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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표

1.주제

1)성의 상화와 폭력

보드리야르(JeanBaudrillard,1929-2007)는 고도화한 소비자본주의 사

회에서 신체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상이라고 언 하면서 “신체는 의

도 으로 경제 의미에서 투자되며,동시에 심리 인 의미에서 물신숭

배 된다”182)고 하 다. 물신주의와 소비사회 안에서 남성 심의 문

화는 여성들에게 신체 능을 요구하 다.미디어에서는 “ 고 섹시한

몸이 경쟁력이 있다”183)며 끊임없이 여성의 성 상화를 요구한다.

생리 인 신체가 갖는 가장 원 인 본능은 성 쾌감이다.니체가 말

하는 술의 가장 근본 조건은 아폴론 인 신체기 과 디오니소스 인

원 욕망이다.성기는 물리 기 으로서 정신 인 행복을 주는 요

한 형식이며,그로 인한 성 쾌감은 인간이 갖는 가장 근본 인 기쁨이

자 즐거움이다.인간의 신체는 그 존재만으로 생명성을 가지고,힘의 느

낌을 발 한다. 사회 속에서 성은 니체가 말한 본연의 ‘이성’ 의미

를 상실하고 상화되었다.여성과 남성의 성은 에로티시즘을 불러일으

키기 해 상화,상품화 되었고,인 인 폭력행 를 서로 행함으로써

비정상 인 쾌감과 흥분을 유발한다.몸 이성은 인간 욕망의 기호로서

원 인 충동과 본능,무의식을 바탕으로 하고,이에 표 인 감정이

성 쾌감이다.하지만 생리 본성은 사회 속에서 규율화 되고 권력화

되었다.184)생리 인 몸 개념,즉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 인 것,성기에

182)JeanBaudrillard,『소비의 사회』,이상률(역),문 출 사,1997,p.188.

이성희,“패션과 신체 담론 연구 :2000년 속옷의 겉옷화를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9,p.30재인용.

183)“코드명 ‘섹시’… 거리가 뜨겁다-디자이 들이 말하는 노출패션”,(2003.6.23),한

국일보,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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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가시 차이,생식의 기능과 련된 차이를 언 하는 성(sex)

등은 남성 인 것과 여성 인 것에 한 사회문화 구분185)에 따르게

되었고,‘작은 이성’인 머리에 의해 가려지고 은폐되었다.규율 인 사회

속에서 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회 체계 내의 윤리와 도덕에 완강

히 항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강렬한 집착을 유발한다.이는 페

티시즘(Fetishism)의 부상을 야기하고 보편 인 재화와 물성에 한

욕망보다도 더 강렬하다.186)

허무주의 디자이 들은 성이 상화되는 사회 실과 고정 념들,남성

주의 주류문화들에 반항하여 직 인 성 폭력과 행 ,혹은 그것을

반 한 의상을 컬 션에 등장시킨다.가장 성 상화와 폭력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델들의 직 행 이다.[그림 2-2],[그림 2-3],[그림

2-4]는 2004S/S 제 미 스캇의 컬 션 내 모델들의 행 이다.[그림

2-2]에서 핑크 의상의 귀여운 머리스타일의 모델의 손은 자신의 성기 쪽

을 향하고 있고,[그림 2-3]에서의 상체노출의 여성과 남성모델은 바닥

에 워 을 감고 스킨십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 [그림 2-4]의 두

여성 모델들은 복장도착자의 표 인 아이템이 검은 가죽 소재의 바디

스(bodies)를 착용하고 있다.한 모델의 목을 끈으로 묶은 후에 다른 모

델이 이를 잡고 동물 행 를 요구한다.신체행 외에 의상으로 성

상화와 간 폭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림 2-5],[그림 2-6],[그림

2-7]은 의상을 착용했음에도 남성 혹은 여성의 성 신체 일부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이다.[그림 2-5]과 [그림 2-6]의 비닐로 된 바지와 겉

옷은 소재의 투명성으로 인해 감추어져야 할 몸이 그 로 드러나 있다.

비닐,특히 투명한 비닐은 신체를 보호하고 커버하는 소재로 부 하게

인식187)되지만,그러한 물질성으로 인간의 몸은 타자로 하여 더욱 에

184)강미라,op.cit.,p.135.

185)정세희,“ 패션에 나타난 탈 심화 상에 한 연구”,숙명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8,p.71.

186)이구하,“에로티즘(Erotism)과 미술 연구:1960년 이후 미국미술을 심으로”,

강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2007,p.38-39.

187)박월미,“ 미술과 패션에 나타난 추(醜)의 상 성 연구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용”, 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1,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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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틱하게 느껴진다.[그림 2-7]의 남성모델은 남성에 어울리지 않는 새

하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며,착용한 상의의 가슴부분의 일부가 여성의

신체사진으로 린 되어 있다.188)남성 모델에게 여성의 큰 유두사진

이 부착이 되었으므로,비정상 인 성 념을 직 으로 드러내고,양

성 인 추한 결합이 주는 오감과 충격을 객을 느낄 수 있다.

성 상화 되어 에로틱함을 드러내는 모델들은 자신의 신체 노출에

해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 고,주로 드 톤의 타이트한 소재의

의상을 착용하여 최소한의 성 신체부 만 가림으로써 자신의 몸 윤곽

을 그 로 그러냈다. 상화된 모델의 몸은 컬 션 내에서 객을 향한

보여주기의 몸이었을 뿐 아니라,몸을 통해 드러나는 당당함과 본능의

솔직함,자연스러운 쾌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컬 션에서는 성 폭력 한,폭력을 당하는 이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

하는 이까지 함께 을 맞추었다.성 폭력을 행하고 당하는 모델,그

모든 것들을 유발한 디자이 의 괴성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객에게

달되어 오와 두려움,수치심등의 모든 원 감정을 유발하 다.

2)인간 삶과 죽음의 비

(1)물리 고통과 죽음

몸은 니체에게 제 1의 이성이었으며,몸은 이성을 능가하는 것으로써

가치 립 이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외부를 감싸는 나약함을 스스로

괴하거나 죽임을 당하여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죽음은 삶의 반 개념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인간은 살면서 자

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사회는 욕망과 욕망의 투쟁이 난무하게

된다.욕망의 충돌로 인한 타인에 한 폭력 죽음은 불안감을 야기하

며 자기보존의 강한 원 욕망을 발동 한다.이러한 힘에 해 니체

는 도덕이나 법과 같은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189)하지만 시간이 지

188)Ibid.,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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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새로운 욕망과의 충돌로 인해 끊임없는 ‘죽음들’과 그에 따른 폭

력,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지속된다.

인간은 고통에 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 으로 수용

하거나 정하지 못한다.고통과 죽음은 아 고 괴롭다는 이성논리에 따

는 사고행 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도록 하

고,이성능력에 의해 인간은 필연 으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죽음,고통

등을 여긴다.190)니체에게 고통이란 비극이 아니며,그것을 피하려는 생

각자체가 비극이었다.디오니소스 삶은 인간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발

생하는 고통과 죽음 등을 기꺼이 삶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며,이는

역으로 생명 정을 한 최고의 술이라 하 다.191)

허무주의 술에서의 죽음의 표 은 뒤따라 발생하는 어둠과 공포,불

안 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인간들이 느끼는 직 인 죽음의 상인 해

골,피,폭력, ,피 등의 이미지로 나타났다.인간의 유골과 피를 사용

하거나,잔인함으로 인한 공포심을 부여하기 한 스스로의 폭력행 를

표 하 다.허무주의 패션에서도 이는 유사하게 표 된다.패션에서도

죽음과 련한 이미지는 폭력과 억압,죽음의 행 재 ,해골이나 의

이미지로 사실 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 인간의 물리 인 약함을 괴,혹은 죽음을 나타내는 방식은

타자에 의한 폭력으로 주로 나타나며,폭력을 당한 인간이 표 하는 고

통 한 함께 드러난다.[그림 2-8]은 알 산더 맥퀸의 마우스피스

(mouthpiece)로,길고 뾰족한 실버스 이크에 의해 목이 찔리는 폭력

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일반 인 액세서리의 개념을 뛰어넘은 이 장

신구는 상 방에게 고통을 주어 아픔을 주고,두려움과 공포심을 야기함

을 나타낸다.폭력성은 [그림 2-10]에서도 발견된다.황 비 이스로 된

의상이 신체와 얼굴 체를 덮고 앙상하게 여 손가락 가 마치 얼굴을

189)김용신,『 술의 정신분석학 해석』,나남,2009.

재인용:선민아,“ 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 특징과 심리학 개념에 한 연

구”,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p.30.

190)정혜진,“니체미학에 나타난 「호모크 아토」연구”,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

문,2006,p.89.

191)Ibid.,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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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퀴는 듯 움켜쥔 형상이 얼굴한쪽을 덮고 있는 이 의상은 생활 안

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폭력성과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피학 이고 오

스러운 이미지로 강조하 다.192)[그림 2-9]는 메이크업을 한 모델

이 블랙의상을 입고 이와 조되는 황 빛 인간의 해골을 함께 등장시켰

다. 인 모델들은 회 목마를 타면서 그들만의 티를 하는 듯 춤을

추었고,암울한 분 기 속에서 인 모델에게 구걸하듯이 발목을 잡고

있는 해골을 무시하면서 퍼포먼스를 행하 다.

폭력과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해골형상은 에 와서는 희화화되었고,

이는 알 산더 맥퀸의 표 이미지로 까지 화되어 쓰이고 있

다.[그림 2-1]의 해골형상은 알 산더 맥퀸의 해골이미지로 여러 종류

의 패션 아이템에 응용되어 무늬로 용이 되었고, 일상복에도 많

이 사용되고 있다.원래 의미의 해골(骸骨)은 죽은 사람의 살이 썩고 남

은 앙상한 ,살이 부 썩은 죽은 사람의 머리 193)이며, 다른 의미

로는 생각하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194)이다.알 산더 맥퀸의 지난

컬 션들의 자료를 토 로 살펴본 결과 해골은 매 시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형상이다.해골의 사용은 컬 션마다 세부 주제는 조 씩 다르

지만 인간의 고정 념, 통 인 아름다움, 술체계와 억압 인 사회에

한 반발이 큰 주제아래 의상 디자인의 패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났

다.맥퀸이 사용한 해골은 물리 인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성 인

즉,생각하는 머리를 속되게 비 하고 희화화하는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컬 션에 나타나는 해골은 허무주의 사회의 부정으로 인해 규범

화되고 속되게 변한 인간의 머리를 뜻하며,인간 삶을 죽음으로 몰아치

는 상징이다.죽음을 유발시키는 폭력과 괴,고통을 다시 인간에게 되

돌리는 불행한 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약한 인간을 나타낸다.

192)김선 ,“알 산더 맥퀸 작품의 그로테스크 특성”,복식,58(8),2008,p.114.

193)해골 정의,출처:국립국어원.

19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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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신 혼란과 죽음

패션컬 션에 나타난 죽음은 물리 인 것 외에 정신 인 죽음이 함께

해당된다.정신 인 죽음은 인간의 정신의 주축을 이루는 자아 정체성

(ego-identity)의 괴이다.자아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자아의 존재

본질195)이며,스스로 ‘나’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의 견해,이상,

기 ,행동,그리고 사회 역할 모든 것을 포함한다.자아 정체성은 사

회 실 안에 있는 자기 실재에 한 느낌이며 이에 개인의 직업,성

별,사회 지 등 모든 것에 의한다.196)허무주의 실상황에서는 개인

의 삶을 이루는 모든 정신 인 주축물들,즉 종교,도덕,진리 등이 사라

졌다.인간은 신체 인 고통과 함께 정신 고통과 괴가 유발될 때 더

큰 혼란을 겪는다.특히 모델의 워킹과 의상으로 인해 구성되는 컬 션

에서 이의 표 은 술보다 다양하다.

패션 역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의복을 포함한 외모를 심으로 형성된

다.얼굴과 함께 의복,의상은 자아이미지 형성에 매우 요한 부분이며,

개인의 정체성이나 태도,분 기, 는 자기가치(self-worth)를 나타낸

다.197)외모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얼굴,신체,의복 등이 있으며 패션컬

션에서 주로 외모 인 정체성표 의 괴를 표 하는 방식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얼굴은 한 개인의 정체성의 표식이자 문화 ,사회 징

후이며,얼굴을 가리는 행 는 본성을 버리고 자기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다.198)[그림 2-11]과 [그림 2-12]의 모델의 얼굴은 가려져 있다.메종 마

틴 마르지엘라의 [그림 2-11]가면은 모델의 얼굴 체를 화려한 보석과

액세서리로 뒤덮인 형태로 뒤덮어 버렸고,화려한 착장의 범 를 얼굴에

까지 확장시켰다.반면 알 산더 맥퀸의 [그림 2-12]가면은 의복확장형

으로서 의복과 마스크를 하나로 되듯 연결하여 모델 얼굴의 장식 인 면

195)자아 정체성 정의,출처:정신분석용어사 ,2002,서울 상 계정신분석연구소 [한

국심리치료연구소]

196)Ibid.,p.105.

197)서성은,“퍼스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서울 학교 학

원 박사학 논문,2014,p.27.

198)황혜진,op.cit.,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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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렸다.모델의 얼굴의 가림으로써 객들은 디자이 의 의상에 좀

더 집 할 수 있게 되었지만,개인의 정체성은 철 하게 무시되었다.

패션 역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괴는 ‘미’를 기 으로 하는 장르의 특

성상 아름다운 신체,외모 인 고정 념 괴를 내용으로 한 컬 션 등

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특히 외모 인 고정 념을 해체시키는 방법으

로 개인 인 성 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의 괴를 시행한다.

알 산더 맥퀸의 S/S컬 션에 등장한 뚱뚱하고 못생긴 [그림 2-13]의

여성은 세계 모든 객에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유리 큐 안에 거

한 몸을 이고 몸에 살아 있는 나방을 붙인 채 튜 를 끼고 있는 큰

몸짓의 모델은 아름다움의 사라짐,무의식 불안,패션쇼장의 배경으로

모티 가 된 ‘정신병동’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정신 고통과 충격을

고스란히 표 한다.디자이 는 기존 모델들,혹은 일반인들에게 통상

으로 기 되는 사회 인 미의 기 은 사라지고,낯설고 추해보이는 인체

를 통한 고정 념의 괴199)와 진정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장폴 고티에의 2011년 S/S컬 션에는 의 맥퀸의 쇼와 마찬가지

로 [그림 2-14]와 같은 뚱뚱한 모델이 등장하 다.이 컬 션에서는 보

통 일반인의 모델들이 거 등장하 다.다양한 사이즈의 여성과 남성,

백발의 노인,온몸을 문신에 새긴 사람들을 모델로서,보통 사람들이 가

지는 개성을 존 하고,그들 신체의 아름다움을 객에게 일깨워주었다.

진정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한 고정된 사회 자아 괴는 2006년

존 갈리아노의 컬 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200)‘모든 사람은 아름답

다.’(Everybody'sBeautiful)를 주제로,성장 장애자,비만 여성,시각 장

애자,노인 등 [그림 2-15]와 같은 사회 약자들을 컬 션 무 로

데려와 기존과는 다른 컬 션 모델 개념을 세웠다.추하게 생기거

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 당했던 사람들

은 특정 집단에 조직 인 편견과 억압의 근원,소수에 한 사회 심

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디자이 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1)

199)박월미,op.cit.,p.48.

200)Ibid.,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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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의 허무함

(1)물신주의

물신주의(fetishism)란 인간이 상품이나 화폐 따 의 생산물을 숭배하는

상을 말한다.202)물신주의의 비 은 니체가 말한 ‘지의 병인’203)이

된 인간과 인간사회를 비 하는 것이다.니체는 인간이 지 에서 자

신의 사고와 행 의 결과로 빚어낸 문명의 자기 산 해체의 기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204)인간은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물리 상

을 생산하고 사용하 지만,기계 인 사회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하

고,물건에 의해 지배되었으며,소외당하 다.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소

비재 같은 상품 혹은 랜드,미디어,그리고 인간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

다.물신주의는 소비사회에 인간이 주변사물에 해 갖는 태도로 ‘무엇인

가를 사는 것’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사물이나 소유에 한 집착 태도를

말한다.205) 한 물신주의의 상물은 신의 힘이나 사랑,권력 등 환상의

일부분과 제유 인 의미를 포함하며,환상에 한 욕구는 상물에 한

집착으로 실화되어 물신구조를 이루므로 허무주의와도 연 된다.206)

물신주의는 성 물신주의와 물 물신주의로 구분된다.207)성 물신주

의는 로이트의 이론에서 남근의 부재로 인한 모순으로 출발하며,이러

한 결핍을 리물로 체하는 부인과 승인이 동시에 일어날 때 나타난

다.208)패션에서의 성 물신주의는 주로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표 되

201)Ibid.,p.50.

202)물신주의 정의,출처:고 복,『사회학사 』,사회문화연구소,2000.

203)“······ 지는 하나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 피부는 병을 지니고 있다.이

러한 병들 하나가 를 들자면 ‘인간’이다.”F.Nietzsche,ZaⅡ,KSA 4,p.168,

김정 ,니체,생명과 치유의 철학,책세상,2006,p.293재인용.

204)김정 ,op.cit.,p.294.

205)정기성,“ 패션에 표 된 욕망의 미 가치”,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13(4),

2013,p.49.

206)Ibid.

207)서기숙,“패션에서 페티시즘 (Fetishism)의 정신분석학 ･사회경제학 에서의

연구-성 이미지와 소비문화를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9.

p.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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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그림 2-16]처럼 여성의 몸을 죄는 코르셋 등의 형상과 가슴이나 성

기 노출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2-16]은 티에리 뮈 러(Thierry

Mugler)의 1995년 F/W 컬 션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이다.모델은 세

기사의 갑옷과 같은 알루미늄소재의 딱딱한 로 수트를 입고 있다.이

수트를 입은 모델은 컬 션에서 실재 로 과 같이 경직되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하고 등장하 다.이 컬 션의 주제는 슈퍼히어로:패션과

타지(Superheros:FashionandFantasy) 으며,뮈 러는 여성 몸으로

재 되는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을 등장시켰다.그들은 매혹 인 몸매를

가진 여성을 사회 히어로로 지칭하면서 [그림 2-17]의 배트 걸(bet

girl)과 같이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여성 히어로들을 표 하 다.의

상은 메탈릭한 반사소재와 타이트한 가죽과 PVC팬티들로 이루어져 있

었으며,남성 심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한 성 환상을 극 화시켰다.

물 물신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상품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가 생산자인 인간과의 계에서 복된 상태를 말한다.209) 사회

에서 소비자의 상품에 한 맹목 인 의존은 늘어나는 소비와 사치,인

간소외를 야기시켰다.이에 따라 패션에서의 물 물신주의 비 의 표

은 사치 인 상품이나 악세사리,고 랜드나 고 상징을 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그림 2-18]의 모델은 왕 모양의 헤어악세사리를

착용하고 크게 국국기가 그려져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디자이 인

꼼데 가르송(CommedesGarçons)은 국 국기(유니온 잭,UnionJack)

를 국 왕실과 그의 권 가 아닌,하나의 모티 의 개념으로 끌어왔으

며, 이고 하 문화의 표 인 아이템인 티셔츠에 목하 다.

한 왕 에는 보석 신 구로 장식하여 높은 지 와 권 에 반발하고 불

필요한 계 과 권 를 과감히 해체시키고 있다.210)[그림 2-19]은 2014년

메종 마틴마르지엘라의 S/S컬 션에 등장한 한 모델의 모습이며 이는

사치스러운 보석은 단순히 조잡한 악세사리 일뿐임을 증명한다.부의 상

징인 보석 등은 이제는 단순한 장식거리로만 그치게 되었고,정돈되지

208)정기성,op.cit.,p.49.

209)Ibid.

21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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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조잡함과 함으로 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미 스캇의 2014년 S/S에서는 [그림 2-20]과 같이 TV 스크린의 테

스트화면에 나타나는 칼라와 무늬를 그 로 의상으로 용한 디자인들이

거 등장하 다.같은 컬 션에서는 ‘I’m aMess’,‘EarthSucks’라는 직

설 인 텍스트를 넣은 의상까지 함께 등장시켜 미디어로 인간 인간소외

와 정신 인 불안,자연성의 해체를 표 하 다.이후 제 미 스캇은 같

은 해 F/W 시즌에서 다시 한 번 [그림 2-21]와 같이 인 소재를

이용한 의상을 내보 다.이 컬 션의 주제는 ‘맥도날드(Mcdonald’s)’이

며,다이어트에 고통 받고 ‘제로 팻(zerofat)’을 외치는 사람들의 불안,

정신착란을 표 하기 함211)이었다. 콜릿,맥도날드의 음료수와 감자

튀김과 같은 패스트푸드, 크셰이크,치토스 같은 과자들,그것들의 칼

로리 표를 크게 의상에 새겼으며,극단 인 소비와 상업주의로 인한 신

체건강의 불균형을 그들이 즐겨먹는 음식들로 직설 으로 표 하여

인들의 날씬한 몸을 가지기 한 욕망과 이로 인한 건강의 피해를 드러

내고 있다.

(2) 쟁과 범죄

허무주의의 극복방법으로 괴,죽음,폭력 등의 오용은 실제 사회 속에

서 쟁과 범죄라는 폐해를 가져온다.허무주의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숭고한 것으로,허무함과 부당한 생의 없어짐(無)으로 인간자아를 실 한

다는 뜻을 지닌다.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은 부정보다는 정의 의미를

지니고,창조의 원천이 되며 인간 내면의 본능을 찾는 매개체 역할을 한

다.

허무주의 실 안에서 인간 서로간의 괴와 폭력,죽음과 죽임이 과

해지면 쟁과 범죄가 발생한다.특히 사회 속에 내재하는 민족 간

문화 간의 갈등으로 빚어 지는 범죄들,그로 인한 테러,사라지지 않는

211)FashionWow Magazine기사,

출처:http://fashionwows.com/blog/2014/02/23/fast-food-on-the-runway-mosch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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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허무주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며,모순

인 상황들이다.상 방이 조 만 자극하면 ‘피의 복수’를 외치고 쟁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인간사회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게

술가와 디자이 들은 반 를 외치며 쟁과 범죄의 험성을 작품에 반

한다.[그림 2-22]은 2013년 F/W 헥사 바이 구호(hexabykuho)컬

션의 의상이다.디자이 정구호는 지스탕스(resistance, 항군)를 재

해석하여 쟁에 사용되는 미사일,어뢰,무기설계도 등을 실리콘 린트

와 이 커 ,자수 디테일 등으로 표 하 다.212)[그림 2-23]은 티미

스터(Thimister)의 2010년 S/S컬 션의 모습이다.이 컬 션은 재와

과거 러시아 역사를 통하고 있는 유 사태와 반군이라는 주제를 가지

고 있다.컬 션에 등장한 티미스터 디자인에 련된 이미지는 러시아

로마노 왕조의 마지막 황태자이자 13살의 나이에 살해당하고 평상시에

군복을 즐겨 입었던 타세르비시 알 시 니코라 스키(TaserevishAlexei

Nikolaevich)의 사진에서 강조되어 시작되었다.213)티미스터는 “제가 제1

차 세계 의 반향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모더

니즘의 시 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재

쟁,슬픔,그리고 괴를 경험하고 있는 이지요. 한 창의력과 혼

의 부재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하 다.214)의상들은 쟁에 참여 인 군

인들의 모습과 닮은 리터리룩 스타일이 많았으며,피를 연상시키는 붉

은색이 주요 색상이었다.혹자는 티미스터의 디자인이 9.11사태이후 붕

괴된 패션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의미를 가진다215)고 하면서 더 이

상 기억하기 싫은 쟁과 그로 인한 범죄들을 비 하고 있다.[그림

3-24]는 존 갈리아노의 2008년 S/S 시즌, 쟁의 죄수들(Prisonerof

War)이라는 주제 하에 꾸며진 컬 션 장면이다.모델들은 문신과 피어

싱으로 가득 꾸며졌고, 쟁에 한 모든 물건들이 총 동원되어 의상

에 부착되었다.실제 이 컬 션은 리의 한 교회에서 시행되었고,컬

212)삼성그룹 매거진,삼성의 경 활동 기사,출처:http://blog.samsung.com/3313/

213)스타일닷컴 컬 션 리뷰 내용,

출처: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028

214)Ibid.

21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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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무 바닥에는 매쉬(MASH)(한국 쟁을 배경으로 어느 미국 야 병

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코미디)스타일이 스 이로 뿌려져 있었

다.컬 션에 등장한 모델들은 모두 진흙을 뒤집어 쓴 병사들로 꾸며졌

으며,배경음악은 헬리콥터의 시끄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로 구성되었다.

4)자연으로의 회귀

허무주의의 극복방법 하나로 자연으로의 회귀와 순수성 회복이 있었

다.니체는 형이상학 진리,주체성,자기보존의 원리,문명의 몰락 과정

과 인간 본능의 퇴행과정을 비 으로 고찰하며 디오니소스의 원리,즉

술을 통해 탈 심 인 주체성의 으로 근하 다.니체는 주객

이분법의 허구를 지 하며,인간이란 자연과 하나이고,인간의 삶은 거

한 우주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을 요청한다.216)자연의

세계는 이성에 의해 형식화,체계화,범주화,논리화할 수 없는 생명의

세계이며,인간의 내면 본능의 세계도 끊임없이 유동하며 움직이는 살

아있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 세계다.자연,세계,우주란 이성의 형식에

의해 각인할 수 있는 수량 이고 기계 인 고정된 타자가 아니라,시바

신의 춤추는 모습처럼 다양하고 유동하며 움직이는 생성의 제2의 자아이

다.인간이란 의식의 개별화 작용에 의해 구 되는 개채 인 것이 아니

라,생명의 자연과 생성의 우주가 내면화되는 자아이다.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들은 이성 심주의에 한 비 ,

형이상학과 주체의 해체,비동일성과차이의 사유, 술 치유가능성,무

의식 주체의 형성 등 탈 근 인 성향을 가지고 자신만의 철학

안을 제시한다.217)탈 근 성향을 띈 술에서도 형식 인 것을 해체

하고,인간의 본연의 생명성을 찾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화’의 표

을 나타내고자 하 다.

니체의 허무주의 술 안에서의 진정한 자연화는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

216)김정 ,op.cit.,p.135.

217)Ibid.,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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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인간과 자연의 유기 인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근 화,산업

화,자본주의와 과정 속에서의 환경 괴와 생명의식의 부식,인간성의 상

실은 술과 패션에서의 허무주의 상황극복을 한 최종의 목표,즉

원회귀를 달성하기 한 방법이다.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의미하는 ‘자

연화’의 표 방법은 자연과 닮은 인간의 모습을 표 하는 방법과 자연을

해친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윤리 문제 폭로 등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의 자연화 표 ,자연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모습은 재의 허

무주의 환경을 만들어낸 인간의 환경 괴 성향을 비 하는 방법과,

자연주의 성향을 가진 인의 모습 표 으로 나타난다.자연을 괴하

는 상업 ·공업 인 모든 것과 물질만능주의 환경을 비 하는 방법은 산

업개체에서 발견된 여러 물질들,인공품들을 바로 의상재료로 용하고

혹은 괴되어가는 자연재료를 그 로 사용하여 괴로 인한 인간사회에

하여 반성을 일으킨다.[그림 2-37]의 모델의 의상은 산업폐기물로 구

성되어 있다.산업화와 기계화로 늘어가는 폐기물과 쓰 기를 직 의상

에 부탁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괴와 생태계의 요성을 역설 으로 달

하고 있다.[그림 2-25]의 모델은 깎아 낸 잔디를 성 게 짠 매트에 넣

어 둘둘 감아 등에 짊어졌고,잔디를 뿌리며 걸어 나갔다. 한 이 모델

뒤로 떨어지는 잔해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서,

자연을 이용하면서도 훼손하고,훼손된 자연을 다시 보존하는 모순된 인

간상을 표 하 다.218)버려진 자연의 일부인 잔디와 바디스에서 등까지

연결된 소용돌이 상은 복잡한 인간사회의 모순과 혼돈을 상징한다.

자연과 우주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주의 성향을 가진 인의 모습

표 은 자연,즉 곤충이나 식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의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티에라 뮈 러의 1997년 F/W 컬 션의 [그림 2-27]여성모델은

키메라 가운(TheChimeraGown)을 입고 있다.키메라는 사자의 머리에

염소 몸통에 뱀 꼬리를 단 그리스 신화 속 괴물219)이며,모델은 컬 션

에서 기이하고 신비한 몸짓을 하며 객들을 응시한다.신화 인 괴물형

상이지만 모델의 드 스는 환상 인 형형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소재는

218)권자 ,op.cit.,p.72.

219)키메라(Chimera)정의,출처:Oxford 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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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하고 반사 인 비즈들과 알루미늄,깃털들로 이루어져 있어 뱀의

비늘이 반사된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으로 달하고 있다.[그림 2-26]

의 모델들은 알 산더 맥퀸의 2010S/S컬 션에 등장하 다.이 컬 션

쇼의 시작은 뱀이 몸 에서 꿈틀거리는 가운데 모래 에 벗은 몸으로

모델이 워있는 장면으로 시작하 고,컬 션에 등장한 모델들의 머리

스타일은 곤충의 더듬이를 닮아 있었으며,의상과 구두에는 충류 가죽

무늬가 린트되어 있었다.맥퀸은 이 컬 션의 주제는 ‘커뮤니 이션’이

며,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연결시켜 바다 속의 충류 뮤즈를 표

했다고 하 다.220)그는 미래에 인간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체로 변화

하고,빙하가 붕괴되면 인간은 다시 바다로 복귀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연과 미래를 결합시켜 실 인 디자인을 펼쳤다.[그림 2-28]은 니

나리치(NinaRicci)의 2007년 F/W 컬 션에 등장한 모델들과 그의 헤어

스타일이다. 체 컬 션은 모델의 머리스타일부터 의상에까지 부드러운

소재인 니트와 실,가느다란 깃털 등을 사용하 다.디자이 는 빙하가

녹아내린 곳에 드러난 자연의 지층이나 물에서 감을 받아 소재나 니

트의 텍스쳐 감으로 유기 인 형태를 표 하 다.221)이 컬 션에서의

의상들은 지의 무채색 톤에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자연의 상들을 표

하기 해 벌키하게 짠 니트로 구성되었고,주름이 층층이 겹친 효과

의 트 스트 된 니트의 구조로 원시 이면서도 인 자연의 형태를

보여주어 새로운 텍스쳐 형상을 제시하 다.

자연으로의 회귀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인간자아의 회복

을 한 월 인 방법으로 작용한다. 에 인간을 이롭게 하는 생태

계들은 괴되었으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은 여 히 의문사항이다.기

계주의 물질문명에 의한 비인간화와 자연환경의 괴로 인한 허무주의

상황은 디자이 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해 지각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 하는 발 이 되었다.

220)맥퀸의 인터뷰 출처:스타일닷컴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2002

221)박규리,“ 여성 패션에 나타난 신자연주의의 표 특성”,한양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2011,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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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재

패션 디자이 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분 기에 걸맞게 통 요소

를 깨버리고 새로움을 항상 추구한다.디자이 들은 의상의 형과 색,실

루엣을 포함한 컬 션 쇼 인 요소 모두 통 인 기능과 경계를 탈피하

여 모호하게 하 다.창작방식이나 의복 요소들 간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배치방식을 택하면서,‘의복’이라는 고정된 념에 반항하는 공격 인 표

으로서 색상이나 소재 형태 등의 조화와 통일을 추구했던 기존 체계를

부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창의 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222)

허무주의 패션 디자이 들의 ‘허무한’패션 만들기의 가장 기본 인 단

계는 낯선 소재의 사용이다.이미 에 의복소재의 역은 직물이나

실,가죽 등의 일반 인 소재뿐만 아니라 동식물에서 생된 재료나 종

이, 라스틱, 속 같은 산업소재,흙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소재,무기

물과 자, 기,컴퓨터 로그램에 이르는 첨단기술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더 구체 으로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들은 인간과 동물의 실제

편을 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재 되는 기괴하고 오스러움을 연출하

여 단일의상뿐만 아니라 패션쇼 체의 분 기를 음산하고 우울하며 허

무하게 만든다.감상하는 객은 이런 패션에 해 거부감을 일으킴과

동시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는 카타르시스를 디자이 와 함께 공유한

다.223)낯선 재료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충격 달의 진정한 목 은 역사

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통 인 상 개념을 붕괴시키고 형식의 개념을

참신한 의미로 풍부하게 함이다.니체가 말한 진정한 술이 삶의 원동

력이 되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낯설게 하는’ 술의 역할은 ‘삶에 한

감흥을 되돌려주는 것’224)이라 정의된다.

패션제작과정에서의 낯선 소재의 사용과 이를 통한 낯선 형상은 모두

인간이 일상을 탈피하여 새로워 지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기존의

222)소운서원 역,「들뢰즈와 meta-physica의 귀환」,『들뢰즈 사상의 분화』,서울:

그린비,2007,p.126.

223)권자 ,“컨셉추얼 패션에 한 연구”,홍익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08,p.

71.

224)Ibid.,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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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다른 각도로 찰하고 해석하려는 지 성향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허무주의 안에서의 술과 마찬가지로 패션의 표 한 단편화된

분해된 육체와 이의 재배치,의외 인 부분으로의 결합,우연 인 결합을

통하여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인간사회와 그에 바탕이 되는 고정 가치

에 해 반항하고 뒤틀도록 한다.지극히 실 인 기되었던,두려움의

상들이었던 낯선 소재의 드러냄은 이미 당연한 것을 회피하는 인간들

에게 가장 요한 문제인 인간의 생과 사에 해 다시 생각토록 하고

이에 허무함의 극복 노력을 제기하도록 한다.

1)인간 몸

복식에서의 아름다운 몸의 요성과 사실성은 20세기 이후에 사라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이상화된 몸에 한 양식을 거부하고 몸 자체를

편견이 아닌 자율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225)자율 개념으로 해석

되는 몸은 니체에게 있어 모든 철학의 시작이었다.몸을 고려하지 않으

면 삶과 실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고 추상 이며 공허하다.인간의 몸

은 힘에의 의지와 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힘을 얻으려 한다.몸의

부분 에서도 힘의 강약차이는 존재한다. 술가들은 인간이 죽으면 보

통 썩어 없어지는 살들을 약한 것으로 간주하 고,이후에도 남아있는

,머리카락 등은 강한 부분으로 인식하 다. 한 인간 몸의 생명을 유

지시키는 피 한 강한 의지의 산물로 간주하 다.

술가들처럼 패션 디자이 들에게 인간의 몸은 요한 재료가 된

다.허무주의 패션컬 션에서도 술분야에서 그러하듯,인간의 몸의 일

부,잔재들이 재료로 사용되었다.특히 인간의 머리카락,피 등은 객으

로 하여 충격과 오감을 주기에 주로 선택되는 재료이다. 를 들어

실의 형태와 비슷한 머리카락은 천의 올 풀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거

나,인공 모피나 인간이 아닌 동물의 털의 형상으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

다.액체인 인간의 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짐의 성질을 가지므

225)임은 ,“ 패션에 표 된 몸의 편화”,복식,57(6),2007,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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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액체일 당시의 염색의 재료로 사용되거나,장식 효과로서의

피의 흔 이나 의 형상을 나타내기 해 피와 비슷한 붉은색 실을

작품에 이용하기도 한다.

피에 한 형상의 는 [그림 2-29]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드색의 드

스에 붉은 색의 실들을 무작 로 흩뜨려 놓아 마치 인간의 처럼

사실 으로 표 하 으며,모델에게는 그러한 이 머리 쪽까지 뻗어

나가 감싸 안은 것처럼 표 되었다.[그림 2-30]는 흰색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칼라(collar)장식으로 신체와 분리되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오

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진 섬뜩한 분 기의 액세서리다.인간의 일

부 을 때는 당연시되지만 분리되어 나왔을 때는 괴기스러운 것으로 변

화하는 인간의 편화된 몸의 일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

2-31]은 1994년 S/S알 산더 맥퀸의 니힐리즘(Nihilism)컬 션의 의상

의 일부로 인간의 실제 머리카락을 의상안쪽에 삽입하여,겉으로는 보이

지 않지만 들여다보면 오스러움과 섬뜩한 느낌이 들도록 한 안감장식

이다.

디자이 는 인간의 몸의 부분들을 통하여,꽉 찬 인간의 몸을 표 하고

자 하 다.이러한 표 을 통해서 몸의 부분 인 것들의 차이들은 결합

되어 하나가 되고,각각의 구조의 의미를 부여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개별화,다양화가 성취된다.

2)동물과 인공품

허무주의 패션 디자이 들이 선택하는 낯선 재료는 오스럽거나 기

된 소재들로,인간의 부분 편(ex:머리카락,손톱 등)외에도 동물 박제,

가공되지 않은 가죽,피( 는 피의 형상)등을 직 으로 사용한다.

동물의 사체나 무기물,물질의 직 이용도 나타난다.[그림 2-32]는

1996년 S/S알 산더 맥퀸의 컬 션에 등장한 지 이 뷔스티에(bustier)

이다.시즌 제목인 “TheHunger”에 걸맞게 탐닉하는 인간의 욕망을 지

이의 꿈틀거림으로 표 하 고,투명한 라스틱 뷔스티에 안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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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몸 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주어 더럽고 추한 오

제를 직 으로 사용하 다.226)[그림 2-33]은 만 남은 새의 사체를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 다.동물 의 사용은 비인간 이고 이질 인 느

낌을 들게 한다는 고정 념을 깨고,사실 인간은,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

물과 비슷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에 와서 생긴 이런 고정 념은

사실 고 에서 인간이 자주 사용하던 장식기법이었으며 동물과 인간의

신체는 유기 계로서 원시 이고 본능 이며 종교 이기까지 했던 옛

취향을 반 한다.[그림 2-34] 한 악어의 머리 와 등가죽의 일부를

떼어내어 장식한 가죽 재킷이다.시즌 주제인 “It'saJungleOutThere”

라는 주제에 맞게 원시성을 가지는 인간과 정 처럼 자연 인 것과 분리

되지 않은 인간세계를 함께 표 하고 있다.이는 모든 것이 혼성되고 미

분리된 세계를 나타내고,소외되고 억압되어 상업화된 모든 생명의 존재

에 의문을 던진다.227)

인공품의 사용으로는 비닐,폐품,쓰 기 등이 있다.존 갈리아노의

2001년 S/S컬 션에 등장한 [그림 2-35]의 신문지 재킷과 드 스는 실

제 신문지를 소재로 쓰지는 않았으나, 린트된 원단으로 클래식한 재킷

과 이 닝드 스를 만듦으로써 취향을 한층 승격 화시켰다.[그

림 2-19]는 2014년 메종 마틴마르지엘라의 S/S컬 션에 등장한 한 모

델의 모습이다.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모델들은 아무 게나 만들

어진 듯한 찢어진 모양이 장식된 새까만 천을 머리에 두른 채 공포스

러운 분 기를 연출하 는데 특히 머리장식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비즈와

체인을 재료로 정돈되지 않고,아무 게나 배치되어 다소 복잡하고 징그

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228)이는 사치품의 상징인 보석의 과한 사용이

조잡하고 아름답지 않은 형태임을 객에게 일깨워주면서 함께 착장한

코트의 소재인 PVC비닐처럼 버려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그림 2-36]은

가 스 퓨의 2014년 F/W 컬 션에 등장한 모델들의 모습으로 과격한

국의 클럽문화에서 감을 받아 제작된 의상들이다.가 스 퓨는 이

226)김선 ,op.cit.,p.113.

227)Ibid.,p.117.

228)매경닷컴 MK패션 기사,출처:http://fashion.mk.co.kr/view.php?no=1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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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션에서 형태와 볼륨에 한 실험정신을 발휘하 고,특히 재료로 의

복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특이한 재료들,즉 PVC소재의 비닐,반사되

는 디스크들,낙하산 원단, 기 충 된 라스틱 등을 옷의 재료로 사용

하 다.컬 션에 하여 디자이 는 자신의 디자인은 밝음과 어둠사이

의 투쟁이라 말하 으며,이에 걸맞게 컬 션에 나온 의상들 모두 화이

트와 블랙,실버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2-37]의 모델은 버려진

튜 와 지퍼, 기선과 끈 등 산업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의상을 입고

있다.디자이 는 낡고 훼손된 소재를 덜거리도록 겹치고 불규칙 으

로 나열하여 미와 추의 계구조가 없는 불완 한 형상을 창출하

다.229)이는 기계와 물질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인간의 삶의 터 인

생태계를 하는 모든 사회 인 것들을 비 하는 의미를 가진다.

3.형식

1)극 ·왜곡·생략

허무주의 패션에서는 허무주의 술에서의 특징과 유사하게 형(形)이

변화된다.통상 으로 아름다운 패션의 형태는 인간의 몸에 맞거나 몸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고된다.허

무주의 패션에서는 그러한 형과 아름다움에 한 고정된 사고를 탈피하

여 고정된 ‘심’을 거부하고 비 230)한다.디자이 들은 스스로 생각하

는 각기 다른 아름다운 형의 재 을 해 기존의 고정된 형의 고정 념

에서 벗어나기 해 노력하며,형에 한 사고를 개방시켜 여러 방향으

로 변화시킨다.그들은 과는 의복창조를 한 모든 제작방법을 완

히 사용하지 않고,필요 없다고 단되는 부분은 미완성시키거나 없애고

생략하기도 한다.그러므로 허무주의 패션의 틀 안에서의 실루엣 형

은 극 화되거나 극소화되어 없어져 생략되고, 다른 모양으로 왜곡

229)Ibid.,p.73.

230)정세희,op.cit.,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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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난다.

[그림 2-38]은 주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풀린 과장된 칼라장식이며

[그림 2-39]는 어깨의 직각 장식을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 어깨장식의

첩된 과장을 보여 다.디자이 들은 의복의 앞과 뒤에 꼭 맞게 재단

되어 인간의 얼굴과 몸을 강조하던 형식을 무시하 다.디자이 가 원하

는 부분의 극 화된 형상은 객들에게 모습과는 다른 커져버린 부

분디테일을 입체 으로 드러내도록 하여 충격을 다.이는 인체와 의복

과의 자연 인 계를 무시하고,무정형의 실루엣을 재 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2-40]의 상의는 마치 모피로 완성되어야 했을 부분에 모피를 생략

하고 그것의 실루엣을 연상시키는 철제 틀이 자리 잡고 있다.그 자리에

없어도 철제 틀만으로도 객의 상상 속에서는 풍성한 모피로 인식할 것

이므로 과감히 주요 소재를 생략하고 틀의 가장자리에만 모피를 치시

킴으로써 실루엣만을 재 하고 있다.[그림 2-41] 한 모델이 착용한

스커트의 게일 에 가죽천은 미완성인 채이며, 게일의 철제가

그 로 드러나 있다.[그림 2-41]의 컬 션의 주제인 ‘정 ’의 콘셉트에

맞게 동물의 가죽을 사용한 이 드 스는 굳이 스커트의 완성형을 해서

일부러 가죽을 덧 지 않았으며,자연스러운 소재의 느낌과 체분 기

를 살리고자 완벽한 드 스형의 제작 과정을 생략하 다.

[그림 2-42]는 체 인 의복의 외형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의복

의 각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 있어서 의복구조와 착용방법을 악

하기가 어렵다.의복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비례와 조화,균형은 모두

무시되었으며,인체는 이러한 의복제작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그림

3-43]은 의복 안에 타원의 큰 보형물을 삽입하여 실루엣을 기형 인 모

습으로 재 하고 있다.어깨패드나 스커트의 게일이나 패치코트처럼

통상 인 모습의 보형물과 그를 이용한 부풀림이 아니라 의외의 부분인

몸통부분에 각선으로 크고 괴상한 보형물을 삽입하여 인체를 기형 이

고 비정상 인 모습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고정된 형을 기하여 체나 부분을 극 화 는 극소화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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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인 축소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거나 생략하며,무정형으로 일그

러트리는 왜곡은 균형과 안정,조화를 추구했던 기존의 패션의식을 해체

시키는 것이 진정한 미를 인식하기에 합한 방법임을 역설 으로 드러

내는 것이며 동시에,디자이 의 무의식 속 항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2)소멸과 생성과정 기록

소멸과 생성 과정은 패션컬 션에서 많이 목격되지는 않으나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들은 컬 션 내에 변화 요소로 소멸과 생성과정을 기록하

는 행 를 펼친다.소멸과 생성과정의 기록은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

에서 추구하는 속도감에 한 반발을 상징하고,미완성에서 완성이 아닌

거꾸로 완성에서 미완성으로 역행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곰팡이를 이용한 부패는 가장 자연 으로 소멸해가는 방식으로 술에

서도 사용되었던 방법이며,부패된 재료를 이용한 컬 션 의상에서 발견

할 수 있다.미완성 인 부패의 모습은 물리 인 힘에 의해 괴되거나

자연 인 요소에 의해 스스로 소멸되는 모습이며,우연에 의해 변질되는

과정으로 시간의 흐름과 외부의 향에 의해 의복의 성질이나 색,재질,

형태 등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노출시킨다.디자이 들은 자연의 힘

에 의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패션의 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객

의 시각뿐 아니라 각,청각에 이르는 오감을 자극시키고 그러한 자극

의 반응,변질되어가는 시각 인 변화와 기억의 잔재까지 진정한 패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림 2-46]은 생고기를 엮어서 만든 드 스로 당시 처음 제작되었을

때의 모습과 달리 이후 부패되어 변질된 모습이다.이는 허무주의 술

에서 사용했던 부패의 방식이었던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이 드 스는 여성의 신체를 날고기로 비유하여 여성을 식욕과

련지어 표 하고 있으며,여성의 신체를 단지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한 성 소모품임을 직 으로 나타내고 있다.231)일반 으로 쓰는

천이 아닌 죽은 동물이 살 을 재료로 사용한 것은 일반 으로 쇠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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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인 신체를 그 동안 장시키던 패션의 역할을 빼앗은 것으로 신체

를 있는 그 로의 비천한 존재로 표 하고 있다.232)[그림 2-47] 한 비

슷하게 곰팡이를 극 으로 이용한 이다.마틴 마르지엘라는 1997년

로테르담 시에서 곰팡이 박테리아를 심은 의상을 일정기간 시장에

방치하여 오염되고 부식되는 과정을 선보 다.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패션의 속성을 뒤엎고 미완성에서 완성으로의 과정이 아니라 완성

된 형태를 기시키는 순서의 역행을 설명한다.233)[그림 2-48]과 [그림

2-49]는 2001년 알 산더 맥퀸의 S/S컬 션의 의상이며 두 그림 모두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 드 스이다.드 스는 모델이 움직일 때마

다 짤랑거리고 덜컹 는 소리를 유발하 고,동시에 변질되어가는 자연

조개껍데기의 부패되는 냄새까지 재료로 함께 활용한 이다.디자이

는 물질 인 것뿐만 아니라 감각과 무기물까지 재료로 수용하고 청각이

나 후각과 같은 감각을 시각 으로 표 하 다.

외부 인 장치에 의해 오염되거나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하여 소멸 후에

도 존재의 잔상의 기억해 생성의 의미를 재고하기도 한다.[그림 2-44]

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얼음목걸이로 모델의 체온에 의해 녹아내리면서

흰 블라우스에 물들이는 과정을 볼 수 있다.무 를 나갈 때쯤에는 이미

목걸이는 사라지고 객은 옷에 물든 흔 만으로 목걸이의 형상을 기억

하게 된다.남겨진 흔 과 의식 속의 잔상으로 사물을 지각할 수 있게

만든 이 목걸이는 얼음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이용하여 패션은 불완 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주체와 객체의 감정 융합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과정도 작품의 일환으로 생각하도록 패션의 확장된 개념을 보여 다.234)

[그림 2-45]는 우연의 장치를 인 으로 무 에 설치해 놓아 변화하

는 과정을 나타낸 이다.해미쉬 모로우는 컬 션의 무 뒤에 얕은 보

라색 잉크가 흐르는 웅덩이를 설치해놓았고,흰 색의 의상을 입은 모델

231)윤 ,op.cit.,p.46.

232)RebeccaArnold,『Fashion,Desireand Anxiety:Imageand Morality in the

TwentiethCentury(London& NewYork:I.B.Tauris,2001)』 p.87.

233)CarolineEvans,『FashionattheEdge:spectacle,modernityanddeathliness』,

(New havenandLondon:YaleUniversityPress,2003),p.47.

234)권자 ,op.cit.,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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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를 반드시 지나가게끔 하여 워킹 도 에도 물들어가는 형상

을 표 하 다 모델들은 흰 무 를 걸을 때마다 보라색 잉크가 나타

나는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그 흔 을 통해 객들은 모델이 지나간 자

리를 엿볼 수 있게 하 다.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 같은 의상과 무

를 움직이는 보라색의 붓처럼 변화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냈고,없음(無)에서 생성(生)을 연출하여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노

출시켰다.

3)비 실 쇼 분 기 연출

오늘날의 패션쇼는 과거와는 다르게 공연 술 요소들이 많이 삽입되

는 경향이 있다.1990년 반 이후부터 패션쇼는 장르의 구별에 의미

를 두지 않는 총체 술의 구 으로 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왔고235) 술

성과 더불어 성을 갖추기 해 즐거움을 동반한 오락 인 기능 즉,

객의 주의를 끌만한 이벤트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236)패션 퍼포먼

스의 사 정의를 살펴보면,“패션 퍼포먼스에서 퍼포먼스 즉,공연이

란 연기·흥행·행 ·동작’이라는 뜻으로,원래 패션은 쇼나 시 형식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것인데 그 쇼 형식이 종래의 것과 비교해서 참신한데

서 이 게 부르게 되었다”237)고 설명한다. 한 향유자들은 공연 요소가

가미된 패션쇼를 통해 연극,무용,음악회 등과 같은 일반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유사한 심리 감흥을 받는다.238)이처럼 패션쇼는 마 측

면 외에도,등장인물인 모델이 행하는 시각 이고 창작 인 행 와 그를

즐겁거나 충격 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객이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성공 이라고 평가된다.

니체가 술의 궁극 가치를 디오니소스 인 것에 두었듯이 허무주의

235)장안화,박민 ,“ 패션쇼에 나타난 퍼포먼스 요소-1990년 이후 리·런던

컬 션을 심으로”한국복식학회,51(4),2001,p.71-80.

236)Diehl.M.E.『How toProduceaFashionShow?』,New York:Fairchild,1976.

237)출처: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Databank/Encyclopedias/FashionDictionary

238)성유정,op.cit.,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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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 들에게도 패션쇼의 요한 부분은 춤과 음악,퍼포먼스,배

경(무 )에 있다.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술의 구원자 역할을

한 사티로스의 기는 디오니소스 기가 강하게 깃들어 있는 것이었

고,인간내면의 세계를 변해 다고 하 다.239) 술의 구원자인 사티로

스는 합창단원으로,노래와 춤을 함께 보여주어 비극 이고 감각 인 디

오니소스 술의 추종을 보여주었다.니체는 춤이 갖는 가지는 주

내면의 생명력 있는 생생한 표출로써 삶을 정 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라 하 고,무아지경의 굉장히 숭고한 단계에 이르 을 때 인간과 자연

이 합일되고 스스로를 악하며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 다.무아지경의

상태를 엑스타시스로 기와 도취가 자기 월 극 흥분상태, 혼 정

화단계인 카타르시스의 경험단계라 하 다.240)

앞서 허무주의 술에서 이 단계에서는 작가의 망각,무의식,카오스

인 감성이 얽 ‘꿈’(환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비 실 상상세계의 연출

이라고 설명하 다.허무주의 술가들은 본인의 허무극복을 해 병

인 방법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며,환각 인 희열과 도취로 인해 감정의

정화와 치유를 이끌어내었다.패션디자이 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패션쇼

를 통하여 환각 인 분 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이를 모델에게 행하게 하

며,다시 객에게 보여 으로써 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를 잠시나

마 꿈꾸게 하여 황홀하고 유쾌함을 다.T자나 I자로 나온 런웨이가 아

닌,공연무 같이 꾸며진 패션쇼장에서 모델들은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

럼 무 를 날아다니거나 춤을 추고 연기한다.모델들은 인간이 아닌

기계나 죽은 사람(시체나 좀비),인형,복제인간처럼 분장되고 행동하며,

이들이 입은 의상들은 실세계와 멀리 떨어진 가상세계에의 것처럼 느

껴진다.배경음악으로는 쇼 장이 치해 있는 나라(유럽)의 분 기에 맞

지 않는 지극히 동양 인 음악이거나 극지방의 이나 세찬 바람소리,

소름끼치는 공포 화를 보는듯한 긴장감 있는 음악,의상이나 주제와 상

없는 아름다운 클래식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239)박미 ,“니체의 “디오니소스 인 것”과 한국무용,움직임의 철학”,한국체육철학회

지,19(2),2011,p.220.

240)Ibid.,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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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에서의 환각 인 것은 암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보다는 도

취에 이르기 한 막연한 느낌,망각,복합 인 감성에 바탕을 두고 있

다.인간(작가, 객)인 술가는 스스로의 실세계에서는 도 히 이룰

수 없는 무언가에 한 동경과 이에 한 막연한 망상을 결합시키고 이

를 비 실 인 아름다움으로 표출한다.아름다움의 표 은 작가 개개인

마다 다르고,그것이 각기 달리 생각하는 이상 ‘색,형,분 기’와 결합

되는데, 술과 패션에서의 이러한 표 은 실제 객 으로 아름답게 표

되기도 하고,모호하게 추상 으로 표 되거나 무섭고 두려운 분 기

로 표 되기도 한다.

[그림 2-50]의 쇼의 무 는 스노 로 (snow glove)큐 이다 어렸을

뒤집으면 로 안에서 이 휘날렸던 것처럼 실제 쇼 장 안의 큐

에서는 이 내렸다.패션쇼의 공식 주제는 “TheOverLook”으로 쇼 장

내에 시된 큐 안의 쇼 스토리를 바라보는 객에게도 이 맞추어

져있다. 객은 마치 어린 시 로 돌아간 듯한 추억에 잠길 수 있었고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과 연상되어 쇼를 감상했을 수도 있다.배경음악

한 내리는 소리와 혼합되었고 모델들은 과 얼음나라에서 사는 인

형처럼 하얗게 쌓인 을 밟으며 등장하 다.일반 패션쇼장과는 달리

큐 밖의 기자와 객들은 상 으로 멀어진,보호막(큐 유리)안에 있

는 모델들을 비 실 으로 바라보게 되었고,하얀 니트 소재의 드 스들

과 철로 된 코르셋,검정의상들이 조 으로 착용되어 나왔다.마지막

피날 에는 모델들이 스 이트를 타고 나와 스노 로 안에서 돌아

다니며 노는 모습이 있었다.그러나 이 비 실 인 아름다운 스노 로

큐 의 패션쇼는 디자이 가 ‘Shining’이라는 스탠리큐 릭 감독의

1980년 작 공포 화에서 향을 받았다고 하 으며 내용이 굉장히 상반

되는 공포 호러물이다.주인공이 한겨울 고립된 호텔에서 서서히 미쳐가

는 기를 섬뜩하게 그려낸 화로,패션쇼의 배경인 과 겨울,고립된

큐 ,그 안에 갇 서 밖의 객을 바라보는 모델의 행동들과 연결이 되

어 있다.실제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기,공포는 비 실 인 아름다움

으로 포장이 되었고, 객은 큐 밖에서 노스탤지어에 잠기었겠지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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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는 그를 통해 다시 되돌아 갈수 없는 허무함,잊고 싶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창조하 다.

[그림 2-51]는 “Voss”라는 주제로 기괴함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아름

다움을 표 한 패션쇼로,쇼 안의 분 기는 정신과 병동의 보호구역 이

미지를 가진다.하얀 형 등과 차가운 느낌의 기둥들로 이루어진 큰 큐

와 그 안에 하나의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큐 가 무 에 꾸며졌

고,모델들의 행동은 무 의 거울에 몸을 짓 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기이한 몸짓을 행했다.의상은 기괴함 속에서 나타나는 로맨틱함을

연출하기 하여,러 이나 깃털을 이용한 칵테일드 스,스커트 등이 있

었고,박제된 동물들과 미니어처 성(castle)등이 독특하게 모델들의 어깨

에 얹 졌다.피날 장면에서는 무 가운데의 큐 의 사면이 열리며

나방들이 날아가고,그 안에 드여성이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로 소

에 앉아있는 오달리스크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이때 배경음악은 소 라

노의 고음소리이며 산소호흡기의 드여성의 분 기와 어울려 소름끼치

는 충격 인 분 기를 연출하게 된다.알 산더 맥퀸은 단 된 공간 속

에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 으며,모델들은

머리를 부여잡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발길질하거나 실없이 웃는 기이

한 행동 등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를 연기하 다.살 고 거칠게 숨을 쉬

는 드여성은 인 미의 념에서 추한 비극 인간모습이었고,패

션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 념을 깨는 추의 미학을 진정으로 보여주

었다.241) 한 패션쇼가 시작되기 직 과 피날 가 시작되기 에 잠시

큐 의 임시암 은 쇼가 행해지는 큐 를 바라보고 있는 기자와 객을

역으로 비추게 하여 정신병동안에 실제로 있어야 하는 사람은 패션을 고

정 념을 가지고 보는 그들 자신들이라는 것과 오히려 그들이 큐 안의

여성처럼 비극 이고 모순 임을 일깨워 다.

[그림 2-52]의 쇼는 “Scanners”라는 제목으로,황량하고 고독한 공간의

이야기가 패션쇼의 주제이다.의상은 티베트,러시아,일본 등 유라시아

통의상에서 감을 받은 것들이 많으며,펑크스타일과 모터사이클 스

241)출처:퍼스트룩 매거진,그로테스크,오달리스크:알 산더 맥퀸의 베스트 컬 션

<VOSS>,1stLookmagazine,http://firstlook_b.blog.me/901576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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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결합한 새로운 유목민,방랑자 스타일이 연출되었다.엽기버 의

마이 웨이(MyWay)음악이 쇼의 시작부터 나왔으며,무 상단 천장에

는 유리터 이 설치되었고, 내린 황량한 지와 원,차가운 동토의

이미지를 연출하 다.피날 에는 화이트 가죽 스키니 의상에 낙하산을

연결하고 힘겹게 바람에 항하며 유리터 을 걸어가는 퍼포먼스와

폭풍을 헤치고 가는 긴 기모노를 끌며가는 모델이 등장하 다.모델은

자신을 향해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에 맞서 앞으로 비틀거리면서 나아

가고,이를 보는 객은 차고 황량한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기모노의 펄

럭임을 모순 으로 보게 된다.맥퀸은 “툰드라를 헤쳐 나가는 유목여행

자가 되고 싶었다.”242)고 말하 으며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간의 운명을 비극 으로 표 하 다.

[그림 2-53]의 주제는 “It'sOnlyAGame”이며,배경은 인간 체스 이

다.6종유의 스타일을 입은 모델 36명이 스타일별로 지어 서서 인간

체스게임을 결하는듯한 퍼포먼스를 연출하 다.패션쇼는 조명이 꺼지

면서 무 바닥의 체스 이 격자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게임이 시작되었고

배경음악은 록(Rock)과 테크노(Techno)의 음악을 사용하 다 기계음으

로 체스게임이 진행되었고 지시에 따라 모델들은 실재 결을 펼치는 듯

연기하 으며 체스게임에 등장하는 기사와 여왕의 분 기를 나타냈다.6

가지 스타일은 일본의 기모노 드 스를 포함한 동서양의 비가 나타났

다.이 패션쇼는 1975년 오스트리아 화 “PicnicatHangingRock”과

그림형제 이야기 요소를 혼합하 고 이는 부드러운 포크로어(folklore)

스타일과 라틴드 스 스타일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노스탤지어 인

화에서 감을 받았지만 맥퀸은 기계 인 음을 배경으로 하여 조종당하

고 기계 인 사회,상 를 없애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화된 인간사회

를 체스에 빗 어 해석하고 있다.

242)출처:http://thefashionarchive.blogspot.kr/2010/03/alexander-mcqueen-arch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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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골이미지
Alexander

McQueen

[그림 2-2]

성기 노출
JeremyScott,

2004S/S

[그림 2-3]

성 행
JeremyScott,

2004S/S

[그림 2-4]

성 폭력
JeremyScott,

2004S/S

[그림 2-5]

신체 노출1
ChristianDior,

2004S/S

[그림 2-6]

신체 노출2

GarethPugh,

2007F/W

[그림 2-7]

부 합 신체
VivienneWestwood

2008/2009F/W

[그림 2-8]

폭력과 고통

AlexanderMcQueen

마우스피스

[그림 2-9]

죽음의 노 ,구걸하는 해골

AlexanderMcQueen

FW 2001

[그림 2-10]

나약한 인간

AlexanderMcQueen

FW 1996

[그림 2-11]

정체성은폐-마스크1
MasionMartin

MargielaFW 2013

[그림 2-12]

의복확장과

얼굴무시-마스크2

AlexanderMcQueen

FW 2010

[그림 2-13]

추한 모델
AlexanderMcQueen

FW 2010

[그림 2-14]

일반인

(뚱뚱한사람)모델

JeanPaulGaultier

S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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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일반인(사회 약자)

모델

JohnGalliano

FW 2006

[그림 2-16]

성 물신주의

-여성 슈퍼히어로1

ThierryMugler

FW 1995

[그림 2-17]

성 물신주의

-여성 슈퍼히어로2

ThierryMugler

FW 1995

[그림 2-18]

물 물신주의

-왕실상징 강등

CommedesGarçons

SS2006

[그림 2-19]

물 물신주의

-보석의 조잡함

MasionMartin

MargielaSS2013

[그림 2-20]

물 물신주의

-미디어의 인간소외

JeremyScott

SS2014

[그림 2-21]

물 물신주의

-패스트푸드와 신체건강 폐해

JeremyScott

FW 2014

[그림 2-22]

쟁과 범죄

비 1

HexabyKuho

FW 2013

[그림 2-23]

쟁과 범죄

비 2

Thimister

S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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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쟁과 범죄 비 3

JohnGalliano

SS2008

[그림 2-25]

버려진 자연

Arkadius

SS2001

[그림 2-26]

곤충 인

Alexander

McQueen

SS2010

[그림 2-27]

신화 속 괴물

인

Thimister

FW 1997

[그림 2-28]

자연 텍스쳐

NinaRicciFW 2007

[그림 2-29]

피와 의 형상 재 ,yiqingyinFW 2013

[그림 2-30]

머리카락 칼라(callor)

AnnHamilton,2000

[그림 2-31]

머리카락 안감장식

AlexanderMcQueen,SS1994

[그림 2-32]

동물의 사체

-지 이

AlexanderMcQueen

SS1996

[그림 2-33]

동물의 사체

-박제된 새

AlexanderMcQueen

SS1999

[그림 2-34]

동물의 사체

-박제된 악어와 등껍데기

AlexanderMcQueen

FW 19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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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인공품-신문

사용

JohnGalliano

SS2001

[그림 2-36]

인공품-PVC사용

GarethPugh

FW 2014

[그림 2-37]

기계와 물질 비

RobertCaryWilliams

SS2004

[그림 2-38]

형의 극 1

JunyaWatanabe

FW 2000

[그림 2-39]

형의 극 2

Viktor& Rolf

FW 2010F/W

[그림 2-40]

형의 생략1

JeanPaulGaultier

SS2008

[그림 2-41]

형의 생략2
AlexanderMcQueen

SS1999

[그림 2-42]

형의 왜곡1

Oliver

Theyskens

FW 1999-2000

[그림 2-43]

형의 왜곡2

Vivienne

Westwood

RedLabel

FW 1999

[그림 2-44]

녹아내리는

얼음목걸이

MaisonMartin

Margiela

SS2006

[그림 2-45]

오염되어가는

흰 드 스와 흰 무

HamishMorrow

S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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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생고기가

부패된 드 스

JanaSterbak

[그림 2-47]

곰팡이에 의해

부패되어 가는 옷

MartinMargiela

exhibtion

[그림 2-48]

부패의

자극(시·청·후각)1

AlexanderMcQueen

SS2001

[그림 2-49]

부패의

자극(시·청·후각)2

AlexanderMcQueen

SS2001

[그림 2-50]비 실 아름다움

고립된 스노우 로 큐 ,갇 진 모델,겨울날씨의 재 ,스 이 퍼포먼스

AlexanderMcQueenFW 1999,

[그림 2-51]비극 인간 상황

정신병동 큐 ,추한 오달리스크,모델행 ,암 으로 인한 객 거울형상

AlexanderMcQueenSS2001

[그림 2-52]고난과 역경의 극복과정

황량한 보라바람과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모델의 행

AlexanderMcQueenFW 2003

[그림 2-53]인간의 기계화와 게임 사회

인간체스 과 동서양의 싸움,지시를 받는 모델

AlexanderMcQueenS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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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의미해석

1.공포성

허무주의 상황에 놓인 인간은 상황극복을 해 극 인 노력을 펼치

고,회피보다는 직시하여 맞서는 태도로 나타난다. 극 인 인간의 태도

는 상 인 힘을 괴하는 폭력성이 드러나고,그로 인한 죽임과 죽음

의 행동,행동을 실행한 인간들의 공포성은 인간내면에 자리잡은 불안의

방어기제이다.인간본능에 공존하는 죽음 본능과 삶 본능의 충돌은 불안

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불안의 실제 원인은 인간 내면에 있다.자아는

불안에 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불안의 원인을 외부세계의 체물에

치시켜 구체 인 ‘공포증’이라는 형태로 두려움을 발산시킨다.243)공포

증은 내 험에 한 경고인 불안이 리표상에 원인을 가하여 에

지를 분출하는 것으로 불안의 양태가 변형된 것이다.244)허무주의가

정 인 이유는 삶의 정을 한 최후의 실존 결단인 괴와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인간 스스로 능동 이고 극 인 태도로 공격 인

힘을 상 으로 약한 자에게 행사하므로 과정과 결과는 불완 하고 처

참하지만 그 의미는 창조 이고 생산 이다.

술에 나타난 공포성은 인간생애와 련할 수도 있고,고정되어 있는

술과 사회의 고정 념이 될 수도 있다. 술가들에게 정신,이성들을

괴하고 부셔버리는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공포’는 비록 잔인해보

이고 비도덕 이며 폭력 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생(生)을 향한 극

인 힘에의 의지이며 그를 통한 자유정신과 해방의 방법이 된다. 술에

서 죽음과 공포는 지극히 잔인하고 자학 으로 표 되거나, 오스러운

술가의 행동 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반 된 작품으로 나타났다. 한

자연스럽게 죽는 것보다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 더 많은 인간 세계 이므

243)선민아,op.cit.,p.35.

24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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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무주의자들은 죽음과 폭력을 함께 연 시키기도 했다.스스로 칼과

같은 무기로 자신을 해하고 피를 보이게 하 고,피나 인간의 분비물( :

생리 이나 정액)의 상징을 지닌 물질을 뒤범벅 시켜 오스럽고 두려운

것들에 한 방어기제로 사용하 다.인간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 ,해

골 등은 인간의 유한한 삶을 상징하 고,피의 형상도 극사실 으로 붉

은 액체상태를 그 로 사용하거나,비슷하게 재 하 다.

패션에서도 죽음과 두려움,공포심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와 해골, 등

의 소재사용에서 두드러져 나타났다.실제 사람의 피로 보이도록 붉은

색상의 핏 을 그 로 재 한 실을 사용하거나 실제 피로 물들인 안감을

사용하여 극사실 으로 묘사하 다.죽음의 결과인 해골과 는 의상의

액세서리나 소재로 사용되었고,무 장식으로도 꾸며졌다.컬 션 쇼 분

기 한 마치 실제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꾸며 의 형상을 가진 나무

상자들을 치해놓고,모델들은 스스로가 죽은 것처럼 연기하기도 하여

스산한 공포스러운 분 기를 연출하 고,컬 션 내에 등장하는 모델들

의 의상들 한 체 분 기에 어울리게 죽음의 악령이나 시체처럼 작용

하 다.디자이 들은 괴와 폭력의 행 를 그 로 모델이 재 토록 하

고,이미 죽임을 당한 해골형상을 컬 션에 자주 등장시켜 객에게

섬뜩함을 달하 다.컬 션의 쇼 인 부분은 공포와 오,섬뜩함의

분 기를 배로 증가시키고자,무 는 정신병동, 쟁터,장례식장 등으로

연출되었고,우울한 분 기의 무 와 어울리도록 조명 한 어둡고 느리

게 환되었다.음악은 주로 섬뜩한 기계음,강한 보라와 바람의 자연

소리,포탄 소리처럼 들리는 강한 록 음악이 컬 션 배경음으로 되었다.

인간 몸을 이용한 것 외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그 로 사용하여 인간의

몸에 부착하거나 의상의 일부분으로서 용시켜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성

을 간 으로 직시하도록 하 다.

니체의 허무주의 이론에서의 죽음은 인간 내면과 외면 모두의 죽음이

다.허무주의 시 안에서 스스로 믿어온 진리와 이성,그것을 믿고 있는

나 자신과 타인을 죽이고 월 인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은 허

무주의를 극복하기 한 극 인 방법이다.니체는 비록 죽음,죽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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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끔 한 것이지만,이러한 고통은 감내해야만 유의미함을 찾을

수 있으며,공포심을 갖는 것은 괴단계로 나가가기 한 방어기제이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하 다.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와 같은

오스러운 물질들은 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이해해야하며,진정한 힘에

의 의지 발 에 불가피한 것이므로 필연 인 고통을 있는 그 로 느끼고

표 해야 한다.비록 죽음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지만,인간의 삶은 죽음

으로 연결된다.

술과 패션에 나타난 죽음과 공포성은 비록 객에게 낯설고 오스럽

게 다가가지만 작품의 소제로 쓰인 진짜 의미의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

니라 정 인 것이다.죽음에 련한 것은 인간자체의 죽음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았던 악한 것들,허무 이고 비극 인 것들,억압

인 것들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무언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은 비

도덕 이지만,니체의 이론 안에서 도덕과 진리,종교는 이미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인간 스스로 정 인 삶의 의지를 갖기 한 수단으로

괴 인 본능과 폭력성,잔인함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죽음이란 사

실상 역설 인 것으로,불행한 실극복을 한 생으로의 의지이며,힘에

의 의지의 상승을 한 필연 이다.

2.자연성

허무주의 극복 의지,즉 힘에의 의지는 ‘충동 세계 근 에 놓여있는 생

명의 기형태’245)이다.자연과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의지가 있으

며,이러한 의지와 힘은 삶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Dietreibende

Kraft)’246)이다.이러한 허무주의 극복의지는 인에게까지 이어져 자연

회귀 이고 생명 시의 삶을 추구하는 요한 거름이 된다.니체의

‘디오니소스 찬가’에는 “매 우연마다 모든 원시림에서 냄새 맡으면서,

는 원시림에서, 부신 털 지닌 맹수사이에서,죄 범할 만큼 건강하고 아

245)백승 ,『니체 디오니소스 정의 철학』,서울:책세상,2005,p.335.

24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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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답게 그리고 부시게 달린다.”라는 구 이 등장한다.니체는 니체 철

학에서 표 되는 디오니소스 인 것,힘에의 의지와 힘에의 의지의 실

인 인을 원시 인 것으로 표 하 다.원시림의 본 모습은 진정한 진

리이자 니체가 지향하는 정당한 도덕과 진리의 세계이다.그 안에서 ‘뜨

거운 가슴’을 가진 인이야 말로 진정한 철학가이며 술가라 하

다.247) 인의 자연 심 이고 원회귀 인 성격은 술방식에도 향

을 미친다.특히 인간 심 인 아폴론 형식과 디오니소스 감정이 만

나 1차원 인 원 욕구와 본능을 시하게 되고,이에 원시 인 형태

의 동물 인간의 모습은 술과 패션의 창조방식에까지 이어졌다. 술

에서 자연성은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태

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생리 인 욕구 충족에 한 행복,그들의 삶의

가장 요한 역할을 했던 생리 인 행 들은 술작품으로 드러났다.원

시 인 형태이외에 인의 형상을 자연 으로 표 하기도 하 다. 괴

된 자연을 그 로 그러내거나 이상향 비 실 세계에 살고 있는 술가의

실 행 , 술가뿐만 아니라 객에게까지 환각상태로 병 월

을 경험토록 하 다.

탄생 기의 인간은 외부 세계에 한 인식 능력과 방어 능력을 담당하

는 자아가 미발달해 있었다.이로 인해 외부 세계와 계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된다.이처럼 ‘힘에의 의지’가 축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삶의 숭고한 목표와 질서 규칙을 제시하여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니체가 주장한 생명과 치유,즉 자연성이다.니체의 허무주의

안에서 생명,건강이란 물리 ,외면 인 건강이 아닌,내면의 모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건강한 자연성은 규범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진행하면서 동시에 언제나 새로운 그리고 개인 으로 다양한 균

형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다.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은 이러한 자연

성을 지향하 으므로,그들이 사용하는 소재는 자연 상태,일상 인 모습

그 로 나타났고,형식 한 매우 사실 으로 표 되었다.

패션디자이 들은 술가들과 비슷하게 문명에 노출되지 않았던 원시시

247)강연계,op.cit.,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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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억하며 본연의 인간성 회복을 원하 다.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성

은 사회에 의해 학습되고 규범화된 것이 아닌,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의 모습에 기 한다.그러므로 인간성 회복

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의 악한 것들,패션에는 계속되는 민족·종교간 갈

등으로 일어나는 쟁,그로 인한 테러와 범죄들을 포함하여 성 ·물

물신주의 등은 철 히 부정되었으며,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연 인 것들,

즉 자연 그 로의 모습으로 오스럽고 징그럽지만 인간과 함께 상생하

는 곤충,지 이 등의 벌 들,나무,잎사귀 등의 식물 등은 의상과 함께

모델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의 일환으로 사용되거나 의상의 패턴으로 용

되었다.

자연성은 소재사용 외에 모델의 행 에서도 나타났다. 술에서 그러했

듯이,인간성회복,즉 인간의 자연성회복에 인간의 원 욕망 직시가

요했으며,컬 션에서도 인간의 원 감정,성 쾌감은 모델들의 성

행 연상행동으로 그 로 재 되었다.이성 혹은 동성 서로에게 채

질을 가하거나 자신,혹은 타인의 성기에 손을 두어 심을 끌도록 하

다. 한 인간의 성기는 옷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고,가려지더라고 소재

의 투명성으로 인해 그 로 드러났다.이와 더불어 모델들도 본인의 가

슴과 엉덩이가 그 로 드러나는 의상을 착용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당당한 표정으로 런웨이를 걸어 나와,참석한 객들을 당황 하

다.

자연 인 인은 자연으로의 회귀이자 선한 모습을 하는 인간이라고 하

다.진정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한 인간, 인은 실재하는 실을 직시하

고,자연으로 돌아가며, 실을 넘어 월하는 인간이다.인간 최종의 목

표는 인 인 삶이며 인이 살고 있는 지와 지구는 곧 자연이다.

무 사실 으로 드러나 거부감도 유발하 지만 허무주의 안에서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은,인간의 욕망이 혼에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인지하고,욕망의 가장 원 인 부분을 드러내어 진정한 술과 술가

의 모습을 찾고자 하 다.그들의 작품으로 객은,인간의 가장 원

인 욕망이 재의 허무주의 상황인 이념과 이성과 진리의 충돌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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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오한 것임을 깨닫는다.

3.환상성

니체는 진리에 하여 “환상에 한 의지의 형태”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환상이라면 그것은 허무주의 범주에 속한다248)고 하 다.환상(幻想)이란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형상,덧없는 상249)이다.즉 실 기 도,가능

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망상을 말하며,환상이 반 된 형상은 환

(幻影)이다.무의식,꿈과 련하여 니체의 이론과 같은 정신분석학자

로 거론되는 로이드는 니체의 사유에서 의식 으로나 무의식 으로

향을 받아 정신분석학을 확립한 학자이다. 로이드에 따르면 ‘쾌락,유

희,꿈,신화,상징,환상,표상’은 이제 더 이상 본연의 생에 해 보완

이며 미 장식품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드

러난 것이라 하 다.250)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사랑,고통,죽음,불

안’은 허무의 시발 으로 철학가와 술가들의 무의식 속에서 문학이나

술작품 등으로 시각화된다.결과 으로 환상성은 허무주의 상황에

도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나,사실은 내면에 깃든 허무와 련한 병

심리와 불안한 정서는 부터 표 주의 화가들( :반 고흐,뭉크

등)에게 요한 정서 환경으로서 술창조에 한 극 인 자극이 되

었다.허무주의자들의 표 으로 환상성은 허무극복을 한 한 가지 방법

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세계를 연출하고,스스로 자발성251)을 가지

고 재 하여 흥분을 증가시키고 고통과 울분을 폭발시키는 것이었다.허

무주의 술가들에게도 환상성은 스스로 자발 인 퍼포먼스로 나타났다.

패션컬 션에서의 환상성은 패션디자인의 의상이 연출되는 환경인 무

의 비 실 이고 환상 인 분 기 조성으로 주로 나타났다.컬 션에서

248)강연계,op.cit.,p.67.

249)환상 정의:새우리말 큰사 ,서울:삼성출 사,1991.

250)KarstenHarries,『 미술』,오병남,최연희(역),1988,p.191,

선민아,“ 미술에 나타난 불안의 표상 특징과 심리학 개념에 한 연구”,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2009,p.34재인용.

251)선민아,op.cit.,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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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쇼를 구성하는 의상,모델의 연기나 행 ,동작,그와 어울리는 음악

과 무 들,조명이 한데 어우러져서 환상 인 분 기로 연출되었다.패션

쇼장에 자리한 객들과 디자이 ,패션디자인을 연출하는 주인공 역할

인 모델들은 분 기에 이끌려 흥분상태를 느끼고 인 술 감흥을

공유하고 경험한다.환각 인 분 기의 연출은 주제를 반 한 패션쇼를

한 스토리에 어울리는 무 제작과 몽환 이거나 동양 인 음악,빠른

기계음이 섞인 자음악,자연 소리(ex: 보라,물소리,인간의 숨소리)

등이 섞인 효과음 등의 사용이 있다.인간이 아닌 유령이나 괴물,혹은

인간이더라도 비정상 인 상태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델들과 그들을 향한

조명은 객에게 비 실 인 환각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과학과 자본주의의 결합에 의해 인류는 외부 세계를 인간의 의지 로

정복하고 리하는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한다.인류에게 외부 세계가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상이라고 자각한 순간,인간에게는 원

욕구를 비하하고 억압하던 형이상학 가치 에서 벗어나 실을

왜곡 없이 직면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생한다.그러나 실을 방어 없이

면하는 인간은 형이상학 환상 없이 직면하는 ‘사실(fact)’들이 아름답

지도 유쾌하지도 않다는 뜻밖의 자각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허무

주의 술가들은 더 많은 환상 인 힘과 명정의 감정을 해서,환상으

로 극복된 ‘병든 술’252)을 지향한다.니체에 의하면 병든 술은 피상

이고 일면 으로 병들어 있는 것으로 통 인 정상상태인 ‘고양된 힘

의 감정을 동반하는 명정,특정한 감각의 극단 리함,그리고 상징이

나 기호에 의해 상태를 드러내고 표 하는 모방’등과는 다른 외상태를

이야기하고 통 술을 부정하고 괴하는 창조 이고 역동 인 술을

말한다.253)

환상을 통한 병 해방은 인간에게 무한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가져다

다.환상성은 내면 이고 사색 인 역으로 투입하여 분노,불만,증

오,비장한 슬픔 등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며,이로서 내면의 감정 폭발

로 인한 병 해방과 허무극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환상을 사용하는

252)Ibid.,p.62.

25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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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술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한 건강한 의지이므로

허무주의 극복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4.부재성

부재(不在)의 의미는 “그곳에 있지 아니함”254)이다.허무함은 있어야하

는 것이 없을 때 느끼는 허탈의 감정이다. 에서 허무주의 술가들에

게 틈,극은 매우 요하다고 하 다.틈과 극 자체는 술가들의 주제인

비어있고 없는,무의식의 공간이다.허무주의 작품들은 보통 기존 형식과

는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다.기존의 술작품들과 같거나 비슷한 재료

를 쓰지 않거나,쓰더라도 이미 재료는 변질되고 없거나 사라진 경우가

있다. 실에 남아있어야 하는 재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므로 작품은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경우도 많다.

재 의 상인 원본은 사라졌거나 희미해지고,생략이 되었다.이를 통

한 틈의 생성을 김정미255)의 논문에서는 부재(absence)라고 하 다.불완

인 제재를 사용하여 창작된 작품의 체 혹은 부분들은 제거되었거

나 변형되었고,부패되었다.생(生)이 ‘없어진’상태를 가진 작품이기 때

문에 없어짐조차 요하며,남겨진 부분들은 체 분 기를 나타내므로

니체의 제유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 게 제작된 작품은 본래의 의미

인 주제 즉 허무주의를 온연히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본연의 의미가 상

실되었고,이는 상이한 소재와 기술에 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시각

으로 유사한 형태이지만 다른 표 매체나 다른 기술,재료를 사용하여

원본과 닮아 보이나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어 차이를 생성한다는 것을 김

정미의 논문에서 유사(resemblance)성256)이라 정의하 다.니체가 말한

술의 특징은 의미상실,차이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본래 근원 인

힘을 바탕으로 한다.유사하지만 사실상은 다른 것들이 조합되어있고,실

254)출처:국립국어원.

255)김정미,김민자,“ 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변형과 혼성”,복식,60(7),

2010,p.47-60.

25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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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 제재들의 조합으로 서로 다름의 경계를 괴하는 것이 허무주의

의 모습이다.

부재상태를 만들기 해서 허무주의 술가들은 제재를 인 으로 부

패시키고 는 자연 으로 변형된 상태,사라진 상태를 찰한다.가장

쉬운 재료는 곰팡이,박테리아 등이 있으며,자연 인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생기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이들이 용된 상태는 주로 정지된 상

태,멈춰있는 시간이다. 술에서 ‘시간’은 핵심 인 주제로 많이 등

장하고 있다.작품에서 시간을 재 한다는 것은 작품이 그 자체를 넘어

선 어떤 주제를 언 하는 상징 과정257)이다.작가들이 시간을 작품에

끌어들인 주된 이유는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하기 한 욕구258)이며,작

가는 스스로의 개인 인 사건을 담거나,신화나 종교, 설,문학에 기원

한 사건을 묘사하기도 한다.주류 술가들은 주로 빠르게 돌아가

는 화사진 스틸 컷 작품들이나 비디오 로젝트로 정신없는 사회의

‘속도’를 표 하 지만 허무주의 술가들은 그들과는 달리 속도에 한

반감으로 ‘느림’을 표 한다.

부재는 없어짐이다.허탈의 느낌이며 병든 감정이다.병든 술을 행하

기 해 술가들은 이 ‘없어짐’을 허무함의 표 에 사용하 다.자연

으로 방치된 작품들과 소재는 썩어 없어지기도 하고 변질되어 다른 형태

를 띄고 있기도 하다.남은 것으로만 원본상태를 추정하게 되며,해석과

이해가 불완 하게 된다.그러나 허무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불완 함조차

허무주의의 일환이며,오히려 주제인 ‘허무’와 연 되어 완 한 틈의 채

움으로 생각한다.허무주의가 반 된 패션에서도 술과 비슷하게 썩은

재료들과 그를 이용한 냄새나는 작품,녹아내린 액세서리,오염된 의상들

로 원본의 없어짐을 나타낸다.인간(모델)이 입고 나오게 되는 의상이므

로 패션에서는 청각이라는 객의 감정이 더 추가가 되지만 부패와 변

형,변질과 련한 ‘부재’의 이해는 같은 맥락에 있다.

257)문혜진,op.cit.,p.174.

25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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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표 과 의미해석

주제
소재

형식 의미해석
인간 몸 동식물,인공품

� 성의 상화와

폭력

ü 여성과 남성몸의

상품화,성폭력

인간 몸을

이용한

성 행

지 이를

여성가슴에

배치 � 극 ·왜곡·생략

ü 체/부분의 형태

극 화

ü 체/부분의 형태

왜곡

ü 부분의 생략

� 생성과 소멸과정

ü 부패와 오염과정

� 비 실 쇼

분 기

ü 쇼 구성요소(음악,

조명,무 )의 활용

공

포

성

� 죽음은 삶과 연결고리.

� 죽음과 공포,두려움을 향한

불안 방어기제.

� 극 ,결단 괴의 행 자

인 모습.

자

연

성

� 생명의 기형태 지향.

� 본능(생리 욕구)에 충실하며

직 표출.

� 자연 회귀, 원회귀

인도달.

� 인간 삶과

죽음의 비

ü 물리 고통과 죽음

ü 정신 혼란과 죽음

인간의

물리

고통과

죽음을 묘사

아름다운

보석은

인간의

정신을 가림

환

상

성

� 사색 역의 표 으로 불안을

극복.

� 병 해방과 카타르시스.

� 환상 반 환경은 인이 사는

지구와 지모습.

� 실의 허무함

ü 물신주의(성 ,물 )

ü 쟁과 범죄

여성몸을

이용한 성

물신주의

기계부산물을

이용한

사회폭로

부

재

성

� 없어짐(허무)으로 생을 추구.

� 잔재로 원본추정.

� 약한 인간이 인으로 변한

(없어진)자리.

� 자연으로의 회귀

ü 자연성의 회복,

자연화된 인

극

인의

모습으로

극복

버린 자연을

다시 담는

행

자연성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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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비교분석

제 1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공유성

1.죽음·공포·두려움의 주제

니체는 술이 가진 근본 인 가치에 주목하 으며,이에 향을 받은

허무주의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은 근본의 가치를 탐구하 다.니체는

술 생산자와 소비자,혹은 생산자와 생산품 간의 어떤 분리도 무의미

하다고 하 으며,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행 가 술 활동으로 볼 수

있고,모든 사람이 술가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술과 술가 그리고

술 장르와 술작품에 한 경계의 괴는 이미 술,특히 실험

주의 성향이 강한 아방가르드 술에서 두드러졌지만,허무주의 술

장르 안에서는 반(反) 술성이 구체 이고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는 허무주의 련 주제의 혼합으

로 이루어진다.허무주의 상황에 직면한 인간과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

간의 의지,극복한 인 모습은 복합되어 작품으로 나타난다.허무주의

술의 주제는 인 특성과 연결되어 원 욕망의 직시,폭력·죽음·

괴,허무주의 실과의 불일치,억압 없는 선으로 구분하 다.패션컬

션에서는 인간의 원 욕망과 폭력성이 결합된 성의 상화와 폭력,

물리 ·정신 인간 삶과 죽음, 비, 쟁과 범죄 같은 실의 부조리

함,자연으로의 회귀로 구분하 다. 술과 패션컬 션에서의 주제는 니

체의 허무주의 술구성에 의거하여 나타난 인 특성에 기반한다. 술

가와 디자이 는 인의 궁극 목 인 원회귀를 하여 스스로 창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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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무주의를 극복한다.극복을 해서는 힘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극복의 목표달성을 하여 괴하고 죽이며, 월한다.

술가들과 디자이 들의 주제선택은 그들을 둘러싼 일상 사회 혹은

환경에 기인하 다.작가를 감싸고 있는 배경의 거짓,어리석음은 작가의

미 감각에 의해 재탄생되었다.재탄생의 모습은 인의 형상을 빌려

나타냈으며,그 모습은 폭력과 괴를 행하는 극 인 모습이다.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해서는 퇴락과 몰락이 필수 이며,이와 동시에

새로운 가치창조가 되었다고 말한다. 술가과 패션디자이 들은 새로운

가치창조를 하여 기존 고정 념들을 퇴락시키고 몰락시켜 괴하 다.

이런 괴를 통하여 인간은 바깥 세계,즉 형이상학 허구의 세계 신

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비록 처음에는 권력에의 의지

로 드러나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두려워 할 수도 있겠지만,인간 자신이

그 세계를 그 로 정하면 공허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산 가치

를 창조할 수 있다.인간을 둘러싼 공허한,허무주의 세계와 그에 한

공포와 두려움은 술과 패션에서 주제로 설정되어 표 되었다.사회문

화 인 상황 는 개인 인 허무함과 련한 추억 등은 체 주제로 설

정이 되어 그에 한 구체 인 상황설정을 스토리로 개하여 작품에 투

하 다.작가가 무의식 에 느끼는 허무함과 그의 원인인 죽음,폭력,

자연,억압, 괴 등은 창조에 시발 이 되어,구체 인 술형태를 지니

게 되는 기본바탕이 된다.선택된 재료와 주제표 은 개인차가 크지만

술을 창조하게 만드는 가장 첫 단추이다.허무함은 허무주의 상황에

처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 인 감정이므로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

의 첫 시작은 동일하다.

니체는 서양의 문명 내지 문화가 폐쇄 허구에 물들어있다고 진단하

다. 한 도덕,철학,종교, 술 등의 문화를 퇴폐주의로 만든 원인은 합

리주의 이성에 있다고 보았다.이 기 극복을 하여 니체는 힘에의

의지로서,다양성과 생동감을 바탕으로 도된 문화의 가치를 재 도 시

키는 작업을 시도하 고,그의 로 술창조를 들었다.허무주의 상황에

처한 인간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상황극복을 해 노력하며 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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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도구로 ‘창조’를 이용한다.창조자는 니체의 담론 안에서 ‘

인’으로 표 이 되며, 인은 기존의 나약한 인간들과는 달리 생을 극

으로 사랑하고 자기애를 강하게 드러내며 내 인 아름다움을 해 노

력한다.

2.인간 몸과 동·식물의 소재

허무주의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소재는 앞서 주제에서의 죽음,

폭력,공포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오 소재의 사용은 객에게 가

장 확실하게 인간 생로병사의 허무함을 나타내어 충격과 공포심을 달

하는 방법이었다. 술과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작품들의 소재

는 주로 낯설고 오스러운 것이 많았고, 사회에서 소 징그럽고

하찮다고 평가되는 재료들이 사용되었다.허무주의 술가들은 허무주의

상황을 주제로 설정한 후에 구체 인 작품구 에 필요한 소재선택과

정에서 비 허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구체 이고 직 인 소재를 선택한

다.소재는 인간 몸에서 나온 부산물들,즉 머리카락, ,피 등과 동식물

의 사체,인공품등이 있었다.가장 많이 주로 사용된 인간 몸의 물질은

자연 인 상태 그 로 사용되거나 실제 같은 극 사실 형상을 재 되었

다.주로 인간 몸은 에 들어와 기계 념과 결합하여 사회의 부속물

로 여겨지게 되었고,철 히 인격성은 몸에서 제외가 되는 경향을 보

으나,이는 허무주의 술이 추구하는 인간본실의 내면성 가치 추구에

어 난다.허무주의 술가들은 인간의 편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인

간의 아름다운 몸에 한 인식 환을 요구했다. 손된 몸은 우연한 것

이 아니라 고의 인 것으로,이는 비록 오스럽더라도 자연스럽고 생명

심 이다.

술가들은 소재 선택에 있어 인간 생활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 다.

주제가 허무주의 상황이며,모호하고 불투명한 무의식의 세계이므로

가상 인 주제표 을 해서는 구체 이고 뚜렷하며 직 인 소재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술에서의 소재의 로는 인간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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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락과 련한 마약(양귀비)을 사용하거나 배설이나 성행 를 하는

인간형상,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술가의 행

등이 이용되었다.패션디자인에서는 보통 의상 작품에 사용되는 아름다

운 천이 아닌 인간의 머리카락,피가 뭍은 안감,인간이 오스럽게 생각

하는 벌 들이나 지 이 같은 동물들의 사체를 사용하 고,썩어 냄새나

는 조개껍질들,인간이 음식으로 먹는 생고기 등도 사용되었다.과일이나

조개 같은 자연소재들을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어 거부감이 드는 냄새를

유발시키는 것 한 술과 패션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표 의 일환이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원시성을 표 한 인의 형상으로 원시종교인의 모

습,나체의 모습이 그 로 표 되기도 하 다. 술가와 패션디자이 들

은 실의 인간생활에서 드러난 허무함을 주제로 하 으며,이를 작품으

로 표 하기 하여 가장 인간 인 모습을 그 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

고 그를 해 가장 인간 인 재료를 선택하여 작품에 이용하 다.

3.왜곡과 부패 형태

허무주의 술과 패션은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제와 그에 한

구체 인 스토리 개를 통하여 작품을 창조시켰다.허무주의를 표 하기

한 방법으로 재료를 선택하고,작품을 구 하며,창조된 결과물을 객

에게 시하 다.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단계를 거쳐 창조가 되었으므로

표 방법 한 유사함을 지닌다.

허무주의 술 안에서 술가가 생각하기에 요하다고 단되는 필요

부분은 극 화되었고 이에 따라 거 한 형으로 창조되었으며,불필요한

부분은 극소화되었다.인간 존재의 보잘것없음을 표 하기 해 술가

는 실제 인간의 크기보다 거 하게 사물을 만들거나 장난감크기의 인간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 다.작품 자체의 유지가 필요없다고 느낄

때에는 자연그 로 방치하여 부패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 다.패션에서

도 디자이 가 생각하는 요한 부분은 극 화된 형으로 창조되었고,필

요치 않은 부분은 없어지거나 생략되고,왜곡되어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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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되었다. 술과 패션 모두 기존의 아름다움이라 생각되었던 고정된 형

태는 사라지고 괴기한 형태로 변하 다.아름다움의 명사로 불렸던 고

정된 황 비율은 괴되어 창작자의 개성에 따라 재탄생되었다. 한

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과 복합 인 무의식의 감정은 비 실 인

상상세계로 표 이 되어 술에서는 술가 스스로 연출한 상상의 환경

을 재 하고 그 안에서의 인의 역할이자 행 자로서 술을 표 하

다.패션에서는 쇼의 무 나 음악,조명등을 이용하여 비 실 분 기를

연출하고 그 안에서의 모델의 행 를 이끌어내었다.원시성의 표 으로

는 술에서는 원시 행 ,즉 성 행 나 배설행 등의 1차 인 인간

본능을 표 하 고,패션에서는 원시인의 모습이나 원시시 에 행해진

종교나 환경,그와 련한 연출된 액세서리 등을 의상과 함께 착용하

다.허무주의 안에서의 필수불가결하게 표 되는 죽음의 상징은 술과

패션 모두 유사하게 인간이나 동물 죽음으로 표하여 표 할 수 있는

피나 해골,장례식 등으로 연출되었다. 한 죽음을 이끌어내기 한 폭

력과 인간의 잔인성을 칼과 같은 뾰족한 살인도구 등으로 표 하 다.

이처럼 술과 패션 역에서는 허무주의의 완 한 극복을 한 창조를

표 하기 해서 유사한 표 방법을 사용하 다.허무주의라는 주제아래,

창조와 사유과정 안에 드러나는 ‘틈과 극’은 술과 패션모두 요한

제조건이었다.창조의 배경의 유사성은 창조방법의 유사성으로 이어져

공포성,자연성,환상성,부재성 등의 의미해석을 동일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허무주의 술과 패션에서의 아름다운 형에 한 고정 념은 괴되었

다. 술에서의 형은 미술 혹은 시 밖까지 확장될 정도로 극 화

거나 인간의 시야로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극소화되기도 하 다. 는

이 극 와 극소가 혼합되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 다.작품의 형태 구

에 규격을 없애고 2D를 넘어서 다차원으로 확장시킨 허무주의 술가

들의 상상력은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들에게도 유사하게 용되었다.인

간의 몸을 심으로 하는 의상은 철 히 괴되어 기형 으로 변하여

체 실루엣 혹은 부분 디테일은 극 화,왜곡,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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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의 극복방법의 일환인 자연스러운 유기체상태로의 회귀는 술

과 패션에서 ‘부재함’으로 나타났다.특히 형태 재 에 있어 ‘부재함’을

용시켜 부패된 소재를 사용하거나 작품을 인 으로 부패시켜 자연스

럽게 없어짐을 추구하 다.변형되어 왜곡되고,생략 혹은 부패되어 없어

진 작품은 남은 잔재를 통하여 술가와 디자이 작품의 원본을 생각토

록 하고,그들의 자유롭고 탈 정형화된 창조 본능을 상상하게 하여

의 환을 유도한다.작품의 창조당시의 형태를 오롯이 유지시켜 시

까지 이어가기 한 유지(生)장치는 말 그 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환되었고,작품이 비록 냄새와 변화된 형체로 인해 객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지라도 이는 부정 인 면보다는 술가와 디자이

에게는 정 인 힘에의 의지의 산물이므로 진정한 생명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패션컬 션과 술에서의 형식에서 ‘행 ’ 한 자주 등장하 다.행

를 통한 술가와 객의 경험, 그러한 소통방식을 표 으로 하는

술은 술가 자신의 직 행 와 객들의 직 체험이 함께 나타났다.패

션 컬 션에서는 무 밖에서 람하는 객의 특성에 따라 모델의 행

를 시각 으로 보는 간 체험으로 나타났다. 술은 시 장소에 객이

직 방문하여 람하는 과정을 거치므로,방문당시에 술가가 직 자

신의 허무주의 성향을 담은 행 를 펼치거나,행 를 함께 유발토록

하는 참여행 가 있었다.패션컬 션에서는 술보다 객의 치가 작

품인 의상,의상을 착용한 모델과 상 으로 먼 치에 있으므로 객

은 시·청각 으로 행 를 보고 듣는다.최근에는 부패된 소재나 의상 작

품으로 인한 후각 인 요소까지 포함되었다.컬 션 모델들은 디자이

의 허무주의 주제를 가장 잘 표 하기 해 표정부터 손동작,워킹태도

를 극 으로 실행하고, 객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

보면서 감정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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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패션컬 션에 나타난 허무주의 특수성

1.재 가능 환경으로서의 쇼

패션쇼는 패션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체와 같이 수행

되어야 체 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성공 인 연출이 가능하다.즉 패션

쇼는 인 구성요소인 디자이 ,연출자,패션모델 등과,물 구성요소

인 의상,무 ,음악,조명,효과등과의 계들의 조합이 서로 상호작용하

여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집 될 때 성공 이라 평가된다.259)디자이

한사람의 의도에 따라 철 히 세 되고 연출되는 쇼를 한 모든 장치

들,즉 무 ,음향,조명,특수효과 상 그리고 모델들은 디자이 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해 돋보이게 하기 함이며,쇼의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 종합 으로 조화되고 표 된다.

최근의 패션쇼들은 종합 술,즉 공연 인 개념으로서,디자이 와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첨가하기도 하여 극 으로 디자이 의 주제표

에 힘쓰고 있다. 한 이 행 요소들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며,쇼 장에 치한 객들과의 소통을 한 수단이 된다.

알 산더 맥퀸을 포함한 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들은 패션과 퍼포먼스를

융합한 쇼를 통해 런웨이를 작가의도 달의 총체 매개체로 승화시켰

으며,자신의 허무주의 상상력과 감성을 실체화하 다.패션쇼장은 디

자이 의 술 표 공간으로 컬 션 주제인 ‘허무’를 구체 으로 재

할 수 있는 배경 공간이다.무 와 런웨이는 컬 션의 주제 혹은 스토리

를 시각 으로 설명해주는 역할로 추상 ,혹은 구체 인 디자인으로 제

작된다.의상과 의상을 착용한 모델,모델의 워킹이나 행 나 안무,그것

들을 비추는 조명,쇼 과 쇼 의 상물 등은 시각 인 요소이며,쇼

의 체 배경음악,부분 효과음은 청각 인 요소이다.최근에는 알 산더

259)유 ,op.cit.,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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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퀸의 조개껍데기 의상처럼 부패되어 나는 냄새처럼 각 인 감각요소

까지 가미되었다.

패션쇼는 시·청·후각 등의 감각 인 모든 것을 포함한 종합 술인 동시

에,디자이 즉 술가의 표 장소로서,허무주의를 주제로 하는 디자

이 들에게 있어 패션쇼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

은 자신의 술 무의식을 재 하고,디자인으로 구체화시키는 요한

구성요소들이다.패션쇼의 주제,혹은 쇼 안에서 표 되는 배경과 스토리

가,허무주의 인 암울한 배경일 수도 있으며,허무주의를 극복한 상황일

수도 있다.허무주의에 직면한 인간들이 지향하는 허무주의를 극복한 강

한 인은 디자이 자신,혹은 모델이 될 수 있으며,투 되어 객에게

메시지를 한다.

니체는 진정한 술은 디오니소스 인 것과 아폴론 인 것이 융합되어

야 한다고 하 다.니체는 자신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

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닌,스스로 신화를 재탄생시키고 죽음을 직시

하여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즉 ‘음악 하는 소크라테스’가 되

어야 한다고 하 다.음악과 철학,혹은 술 인 철학자,그리고 디오니

소스 인 본능과 감정,도취들이 아폴론 인 것에 의해 완결되어 진정한

술로 탄생한다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술가와 패션 디자이 들의 쇼,

행 ,재 은 주제인 ‘허무’를 실화시키고,실재의 형태로 재 하는

극 이고 구체화된 힘에의 의지 표 이다.스스로 음악하고 춤추며 디자

인을 실 하는 디자이 들의 노력은 패션 쇼 안에서 아름답게 혹은 무섭

게 재 되었고,가상·환상 쇼를 통하여 디자이 스스로 철학자, 술

가로 인식되도록 하 다.

쇼는 필연 으로 오류인 가상(schein)이다.하지만 이러한 가상은 니체

가 인정하는 유일 실재,즉 힘에의 의지에 의해 의욕되고 산출된 가상이

기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실재( 실)의 기능

이며,가상은 실재에 의해 의욕되고 만들어진다. 실의 복잡함을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되어 재 하는 쇼는 본래 삶을 실로 고정시켜주므로 성

찰과 반성,즉 삶의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가상 인 쇼는 이해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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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고 틀이 없어진 확장된 해석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 다양한 반응

을 유발시킨다.

2.구체화된 인형상

니체의 이론 안에서 인의 존재는 요하다. 인은 생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이며,가장 자연 이고 가장 순수한 존재이다. 인은 신의

죽음,악인의 죽음으로서 탄생한 제 1의 인간,높은 유형의 인간으로,

인의 신체는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이다. 인의 역할은 삶의 창조성과

역동성을 하여 가치를 도하고,목 의지를 가지고 실존에 필요한 본

질 인 모든 것을 으로 정한다. 술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술

가 자신에게 반 되어 술가 스스로 행 술을 하는 경향으로 드러났

다.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제까지의 인간에 한 모든 인식이 허구로 밝 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험해도 된다.”260)라고 하 다. 술가는 자신의 신체를 실험삼

아 인을 재 하고,허무주의를 극복하고자 행 술을 펼친다. 다른

인간인 객들이 술가의 행 를 단하는 과정에 거부감이 생기더라도

술가는 자신의 상황 극복을 해 최선을 다한다.

니체에게 창조 술은 허무주의를 진단하고 타 하는 것이다.그 역

할은 창조자인 ‘인’으로 설정되었다. 인의 역할은 술에서는 술가

자신이며,패션에서는 패션디자이 이다. 술에서의 인이미지는 패션

보다 간 으로 표 되는 경향이 많다. 술의 소재와 만들어진 작품은

인간(모델),의상,패션쇼로 한정되는 패션 역과는 달리,보다 더 넓은

재료선택과 시환경,작품의 크기나 형태 등의 범 를 가지고 있다.작

품의 형상이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인의 이미지가 직 으로

반 이 될 수 있으나 다수의 술작품들은 인간의 형상이 아닌 사물이

나 자연 등의 비인간 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상 으로 간 인

이미지 반 이 되었다고 단한다.패션에서의 인이미지는 작품과 모

260)이진우,op.cit.,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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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게 동시에 반 되었다.패션에서도 술처럼 창조자인 패션디자이

스스로 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패션디자인의

결과물을 입고 있는 인간인 모델의 이미지를 통하여 객들은 더욱 직

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인의 모습을 닮은 모델이 그로테스크하

거나 원시 이고, 객의 이성 속에 자리 잡은 고정 념을 뒤엎는 의상

을 입고 있으면, 객은 충격과 당혹스러움,허무함,공포심의 다양한 감

정을 직 으로 느끼게 된다.

패션모델은 개발된 의상과 패션쇼에 한 구상에 해 악하여 무

에서 워킹,포즈,턴 등의 행 를 통해 객들에게 의상의 매력을 효과

으로 달함으로써,성공 인 패션쇼를 완성하는 데에 기여한다.패션

쇼의 모델들은 쇼의 진행 과정 안에서 디자이 가 의도한,자신에게 꾸

며진 모든 것들-의상,메이크업,액세서리 등을 아낌없이 발휘한다.모델

은 비록 패션쇼를 해 상화된 객체이지만,스스로 몰입하여 생생한

신체(LivedBody),생생한 체험(Livedexperience)을 객에게 보여주므

로,주체성을 지닌다.261) 객의 입장에서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쇼 주제에 맞게 분장한 모델이 생생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디자이 의

의도를 간 체험할 수 있다.

허무주의 디자이 들의 컬 션에서 모델들의 인형상은 다양하게 나타

났다.죽음과 멸,폭력을 행하는 악마의 형상이거나,죽임을 당한 나약

하지만 순수한 인간,원시인의 모습,자연을 지향하는 종교인,모든 것을

극복한 월 인 존재 등 없어진 ‘신’의 모습을 변한다.죽음의 변자

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고통과 공포,두려움을 선사하고,죽임을 당하는

모습에서는 잔혹하게 피를 흘리는 모습이나 이미 죽어 장례식장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비정상 혼의 부활로 형상화된 유령이나 좀비의

모습을 한다.원시인의 모습으로는 태 의 인간의 모습인 드인 상태,

생리 인 본능에 충실한 모습,원시인들이 믿었을 법한 종교와 종교인,

그들의 신 형상이 나타난다.나약하진 모습은 부패된 의상을 입고 있

거나 형태가 변질되고 없어진 모습으로 기형 인 실루엣이며,이 모든

261)유 ,op.cit.,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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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월한 인의 모습은 쇼 안에서의 다양한 퍼포먼스 등으로 드러난

다.

모델들의 구체화된 인형상은 패션쇼를 구성하는 술가인 디자이 에

의해 철 히 기획되고 연출된 것으로 쇼 체 분 기인 허무 인 모든

상황을 극복했거나 극복하고 있음에 집 된다.허무주의 술 역에서

이와 같은 인은 작품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술가의 행 로 재 되

었지만,패션쇼 안에서는 디자이 의 직 행 보다는 모델의 리행동으

로 투 되고 반 된다.의상,메이크업,액세서리가 완벽하게 착용된 모

델들은 쇼 안에서 스스로를 몰입하고, 객을 향하여 표 가능한 최

한의 도취감을 발산한다.

비 실 인,그러나 화려하고 웅장한 패션쇼 안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탁월한 신체비율을 가진 모델들의 완벽한 재 은 보는 객으로 하여

주객일치되는 정의 순간을 경험 하며,완벽한 신체(모델)과 정신 인

도취감,의식이 하나로 통합됨을 나타낸다.모델들이 나타내는 모든 표

은 디자이 의 허무극복의지의 구체화된 모습이므로,모델은 술의 첫

단계인 술가 혹은 패션 디자이 의 허무를 바탕으로 한 무의식,주제

가 마지막 객에게 이르게 되는 순환성을 이루는데 요한 역할인 인

으로 활약한다.

3.틈 발생단계의 명확성

허무주의 술에서 제조건을 틈과 극으로 두었듯이,허무주의 패션

역 안에서도 틈과 극은 요하다.허무주의 술표 에서는 니체가 주

장한 허무주의 극복과정 즉 술창조과정 반에 걸쳐 술가의 본능과

의지가 항시 직·간 으로 연 되어 나타나므로 틈과 극이 발생한 치

를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술 역 안에서 술가가 ‘허무’라는 주제

를 정한 후,제재를 선택하여 작품을 만들며 이를 시하여 객에게 다

가가 객과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비슷하나,어느 과정에서 틈과

극이 생기었는지는 이후 평론가들에게 각기 다르게 평가될 뿐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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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술을 은유 으로 해석하고 단해야 한다고 말한다.은유 으

로 해석하는 술 단은 술가의 본능과 무의식에 의거하여 결정되었

을 주제들과 이러한 주제가 반 된 다양한 제재의 이용, 는 고정 념

을 벗어난 형태의 작품을 보는 객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패션에서는 술과는 달리 ‘패션쇼’라는 형식을 포함하고,마지막 소비

자를 향한 상품의 가치까지 이어진다.패션은 술과는 달리 마지막 패

션작품이 나타난 패션쇼의 실행단계에서 쇼가 행해지는 그 자리에 참석

해있는 객뿐 아니라 참석하지 못했던 향후 소비자가 될 미래 고객에

이르기까지 더 긴 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술 창작 과정과는 달리 패

션 디자인의 창작과정은 패션쇼에서 끝나는 로세스가 아닌,이후 소비

자를 향한 마 의 효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는 술과는 다른

이며 술과는 달리 상 으로 분명한 단계별 특징을 가진다.처음에

디자이 는 패션창조과정 반에 스토리(story)를 담게 된다.디자이 에

의해 창조되는 허무주의 디자인들은 허무의 주제를 스토리로서 반 한

다.디자이 가 만드는 패션스토리는 구상된 주제를 토 로 디자인 아이

디어를 구상하고,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디자이 와 련한 모든 패션작

품과 그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 패션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향을

미친다.문학,연극과 유사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이

미 패션 역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으며,특히 패션쇼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디자이 들은 자신의 가치를 패션에 구축하기 해 스토리텔링을 극

으로 사용한다.스토리가 만들어내는 인문학 상상력과 그것을 가공

하는 술 심미안,가공된 의상들을 보기 좋게 보여주는 공학 기술

은 모두 디자이 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디자이 가 구상하는 패션 디

자인의 로세스는 3차원 구조와 공간의 의미를 가지며 디자이 뿐만

아니라 패션을 감상하고 착용하며 경험하는 객 미래 는 재 고

객들에게 미에 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한다.허무

주의 디자이 들은 본인의 무의식 속의 본능과 도취감정을 바탕으로 허

무주의 상황이나 상황에 한 극복 노력 등을 추상 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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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상 인 상황으로 구체화시켜 스토리로 꾸며낸다.주제와 콘셉트

의 설정이 끝나고,이에 한 스토리 구성이 완성되면 직 소재

(fabric)을 이용하여 의상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허무주의 술가들이

제재와 주재를 불일치 시켰듯이 허무주의 디자이 들도 제재 선택과정의

고정 념을 괴시킨다.

허무주의 패션 안에서의 틈 발생의 첫 단계는 디자이 가 큰 주제를 설

정하고 이를 스토리로 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허무라는 큰 틀 아

래 패션 디자인으로의 구 과 이 디자인들이 나타나게 될 쇼를 해서,

디자이 는 스토리 구상단계에서 구체 인 표 방법을 궁리한다.허무

인 상황은 죽음이나 공포와 련된 내용으로 표 되었고,허무의 극복은

인간의 자연 상태,본능상태,원시 인 상태로 표 되었다.죽음과 련

하여서는 직 인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간의 나 해골을 등장시

키고 인간을 해친 상태를 증명하는 피나 상처,그에 사용되었을 것 같은

폭력 인 도구로 나타난다.원시 인 것은 인간의 가장 기의 모습인

드 상태,원시 종교나 신앙의 모습 등으로 주로 표 되었고 그 로

정 에서 사는 원시인의 재 이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델,원시시

에 섬기던 신앙인을 재 시킨 온몸에 문신된 모델이나 아 리카의 라

오와 비슷한 모델 등이 있다.

두 번째의 틈 발생은 디자이 가 제재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허무주의 디자이 들에게 옷은 반드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한 수단

이 아니므로 선택된 제재 즉 소재의 특징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벗어난

다.이미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역 안에서 직물이나 천이라 불리는 소재

는 속이나 라스틱 등의 산업소재,흙이나 돌 는 나무와 같은 자연

소재, 자와 기 는 컴퓨터 로그램 등의 첨단기술에 이르기 까지

확장되어 있다.이러한 소재들의 사용도 물론 허무주의 디자이 들의 작

품 안에서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허무주의 패션 역 안에서의

소재의 특수성은 실세계에서 기시되거나 추하다는 고정 념을 가지

는 보다 충격 인 낯선 소재가 많이 쓰인다는 이다.낯선 소재는 구체

으로 동식물의 실제 사체를 포함하여 실제 인간의 해골이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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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락,피 등의 부분 편 등이며 이러한 소재의 사용이 체작품의 객

으로 평가되는 아름다움에 해가 될지라도 서슴지 않고 체주제의 틀

안에서 사용된다.

세 번째 틈의 발생은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서 형을 구 시키는

단계이다.허무주의 패션디자이 는 아름다운 패션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모든 부분들의 구성이 인간을 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고정

념을 깨고,실루엣을 괴한다. 체뿐 아니라 부분 인 형과 틀은 의

상을 입는 인간(모델)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디자이 의 상상 인 창

의력과 체 주제인 허무에 맞추어져 있다.부분 인 형인 칼라,어깨패

드,스커트 등의 고정 인 형태는 일그러지고,디자이 가 설정한 주제에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삭제되고 생략된다.극도로 커져버린 부분 인 형

들과 극도로 작아져 없어지고 생략된 형들, 는 이상하고 반(反)인간

으로 느껴지기까지 한 왜곡된 형은 모두 작품의 형태구 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고정 념의 틀을 깨버리고 그 사이에 인 으로 틈과 극을 만

들어 낸다.

네 번째의 틈의 발생은 작품이 유지기능을 기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다.패션 작품도 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한 후에 최

소한 객의 평가가 끝마쳐질 때까지 만들어진 작품그 로의 모습을 유

지시키고 리한다. 를 들어 자연소재(과일,동식물의 편,음식)의 사

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되지 않도록 인 으로 화학처리를 하거

나 폐 보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허무주의 술에서는

작품을 자연 흐름에 역행되지 않도록 인 인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

시켜 스스로 부패되어 가도록 만든 작품들이 거 있었다.허무주의 패

션 디자인에서도 술과 비슷하게 자연 소재(ex:조개껍데기,생고기)

를 그 로 자연스럽게 부패되도록 방치시켰으며 패션쇼에 등장해서 객

앞에 나아갈 때도 계속 부패되는 상태를 유지하 다.디자이 는 객들

에게 시각뿐만 아니라 각(썩은 냄새)까지 자극하는 부패된 작품에

해 충격을 경험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다섯 번째 틈의 발생은 패션쇼의 연출단계에서 나타난다.정해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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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런웨이의 치,모델들의 쁜 바비 인형 같은 메이크업,듣는 이로

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환상 인 음악,의상들에 더 집 할 수 있

게 구성된 조명은 사라졌다.패션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허무주의

의 주제 안에서 비 실 으로 조작되었다.디자이 는 허무함과 련한

주제와 그에 따라 만들어진 스토리에 맞도록 무 를 구체 인 비 실

장소(ex:체스 ,정신병동,러시아의 폭풍 속,어릴 가지고 놀던

스노 로 안)로 설정하고,그에 어울리는 모든 효과를 구성한다. 객

들은 패션쇼를 통해 단순히 공포심과 두려움, 오스러움,거부감을 느끼

는 것 이외에,극 인 흥분상태나 해방,극단 인 고통,환상 인 느낌,

무의식,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합 인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객들은

디자이 가 패션을 처음 창조할 당시 느 던 허무함을 패션쇼라는 종합

술을 통해 감각 으로 느끼고,이를 통하여 허무극복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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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인간은 나약하지만 강한 존재이다.강함은 스스로 허무주의 상황극복의

의지가 발 되고 행동할 때 나타난다. 술은 허무주의 극복을 한

정 인 수단이었으며,이에 최고의 행동가는 술가와 패션디자이 이다.

니체는 창조의 목 은 곧 삶,생동 혹은 생명이며, 술가와 같이 스스로

의 허무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창조로 연결하는 인간은 인이라 하

다.허무주의는 인간에게 실을 직시하게 하고 생명의 소 함과 생동하

는 의지를 가져다주었다. 인은 삶을 정하고 실의 고통에서 도피하

지 않으며 허무주의를 극 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하다.

허무주의 상황 발생은 기존 도덕 인 이상 사회의 틈 발생과 그 사이

에서 생기는 욕망에 기 한다. 인은 틈을 발견하거나 상황극복을 한

인 인 틈 발생의 주체이다. 인은 허무주의 술 안에서는 창조자,

술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의 특징은 술에서의 주제로 반 되

었다.

인의 특성은 인간 본연의 원 욕망을 직시하고, 실의 허무주의

유발 상황을 괴하는 폭력·죽음·공포의 성격을 지닌다. 술가가 지향하

는 지,세계,지구의 모습은 허무주의 상황과 불일치하며,최종 으로

술가는 모든 인간 삶을 정하는 선한,억압 없는 모습으로서 스스로

를 인화한다.패션컬 션에서의 주제는 원 욕망과 폭력·죽음· 괴

부분이 결합,세분화되었다.인간의 원 욕망은 성 에로틱함으로 연

결되어 성의 상화와 성 폭력으로 이어졌고,죽음은 물리 죽음과

정신 죽음으로 나뉘었다.허무주의 실 한 물신주의와 쟁 범

죄 등으로,좀 더 인간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 심으로 나

타났다.마지막 술에서의 억압 없는 선은 자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자연으로의 회귀,즉 인이 지향하는 목표인 원회귀 모습으로 나타

났다.

소재는 술과 유사하게 인간 몸에서 나온 머리카락,피, 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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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었고, 객이 작품 람에 있어 좀 더 오 이고 허무하게

느끼도록 동식물,인공품등이 함께 사용되었다.동물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함께 배치하기도 하여 생명과 죽음의 비를 확실하게 나타

내도록 하거나,죽은 사체를 역설 으로 단독 사용하여 죽음의 허무함,

폭력과 괴의 두려움,공포를 표 하 다.인공품은 인간 생명과 인이

사는 지,지구를 해하는 각종 공업,산업 자재들이 사용되었고, 쟁

과 범죄의 부산물들 한 미 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 로 이용되었다.

형식은 극 화를 공통으로 술에서는 극소화까지 해당되었고,패션컬

션에서는 왜곡과 생략을 사용하 다.극 ,극소,왜곡,생략은 인간의

고정 념 속에 자리잡은 미의 기 형태를 뒤바꿔 버렸다.바 형태는

객이 느끼기에 아름답지 않고 추하나, 술가와 디자이 들은 굳

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해명하지 않았고,있는 그 로 작가의 무의식이

반 된 상태 그 로를 표 하여 창조자로서의 극성과 담함을 나타내

었다.

패션 컬 션에 나타나 허무주의 표 은 공포성,자연성,환상성,부재성

의 의미를 지닌다.공포성은 죽음,폭력, 괴와 련한 주제에서 연결된

의미로서,두려움의 방어기제로 작용하는 인간의 감정에 기인한다.인간

은 죽음의 기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동시에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최

고의 실존의지를 가진다.공포성은 극 이고 능동 인 괴행 의

정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인간으로 하여 허무주의를 향한 힘에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한다.자연성은 인의 처음상태이자 마지막 모습이

다. 인은 생명성을 시하며,특히 인간의 1차 본능을 시한다.

인의 모습은 원회귀를 향한 월 모습이나,외형 인 모습은 원시인

간의 모습을 닮아있다.환상성은 허무주의를 극복한 모습의 인이 사는

지,지구,환경과 연결되며,극복과정에서의 병 해방,카타르시스의

모습이다.인간의 사색 역,무의식의 세계에 자리잡은 허무주의는 환상

이라는 가상을 통하여 인간 불안을 극복하고 잊게 만든다.환상이 반

된 술과 패션에서의 배경은 창조자인 술가, 인의 모습을 한 작품

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환경이며, 인이 지향하는 원회귀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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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다.부재성은 허무주의를 주제로 한 모든 역에 해당이 된다.허

무는 없어지고 비어있는 것으로,부재는 있지 아니함,사라짐이다.없어

짐으로 생을 추구하는 것은 허무주의의 극복방법의 핵심이며, 술과 패

션에서는 형태의 사라짐,부패됨,왜곡,형태의 극 ·극소화로 인해서 부

재성을 드러냈다.나약한 인간에서 인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흔 들,없어진 자리는 약함,악함,부정함의 없어짐을 생각토록 하고,이

의 잔여물들로 원본을 추정하여 허무주의 극복의 틀을 완성한다.

허무주의 표 에 있어 패션컬 션은 술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첫 번째 특수성은 재 가능 환경으로서의 쇼이다.패션컬 션

은 디자이 의 단일의상을 포함하여 모델,무 ,조명,음악 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 술의 성격을 지니며,컬 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

인 쇼를 통해 디자이 의 무의식,허무극복의 의지가 구체 으로 형상화

된다.창조자인 패션디자이 는 패션컬 션의 총 지휘자로 술가와 같

은 인의 역할을 행하지만,쇼를 통해 구체 인 허무극복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연출하며,이를 쇼 구성요소인 무 와 조명,음악,의상착장의

모델을 통하여 객에게 호소한다.

두 번째 특수성은 모델에게 있다.허무극복의 인간인 인은 모델에게

투 되고 구체 인 형상으로 나타났다.모델은 스스로 자신이 인의 역

할이 되어 행 를 하거나, 인의 모습이나 그런 미의식이 반 된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다.디자이 가 추구하는,진정한 허무주의를 극

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표 은 모델을 통하여 객에게 직 으로 달

된다.쇼는 이러한 달을 하여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방법에 의해

실행되며,모델은 순수의 인간 모습 즉, 인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디자

이 는 작품을 착용한 모델을 통하여 스스로 표 하고자 한 인의 형상

을 생생하게 객에게 달하고,허무를 주제로 한 체 쇼 연출을 웅장

하고 화려하며,우울하거나 황당하기까지 한 새로움과 충격을 최 한

달한다.

마지막,패션컬 션은 술 작품 창조보다 더 많은 구성단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허무주의의 발 기회가 더 많고 구체 이다.니체가 말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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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의 술의 제조건,틈의 발생은 컬 션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들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천을 재단하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컬

션의 쇼,그리고 쇼 장에 치한 객들에게로 주제가 달되기까지 디

자이 의 창조 본능과 허무극복의 의지는 모든 과정 사이사이에서 작

용한다.

본 연구에서 패션컬 션과 술에서의 허무주의를 니체의 허무주의와

술 이론 안에서 함께 분석하 다.특히 창조자인 패션디자이 와 술

가가 처한 상황,그들의 본능, 술 창조로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집

하 으며,이를 작품의 시리즈물,컬 션을 바탕으로 해석하 다.패션

컬 션과 술에 나타난 허무주의는 외형 인 표 이 오 이고 불쾌감

을 주는 면이 있어 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작가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출발한 심오한 미의 정체로 구 됨으로 해석해야 한다.본

연구는 디자이 의 내면 세계까지 창조 원천 역을 확장하여 추후 패션

디자이 를 향한 디자인 의미해석과 비평의 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하며,계속해서 등장하는 허무주의 작가들의 심오한 작품세계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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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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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ihilism

inFashionCollectio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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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ofTextiles,Merchandising,& FashionDesign

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nihilist

expressions in the fashion collection compared with contemporary

arts. Nihilism has developed based on theories by Nietzsche,

influencing on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philosophy,linguistics,

literatureandscienceofarts.Nihilistphenomenoncausesanempty

andmeaninglesshumanlifebutNietzschefoundoutpositiveaspects

ofthenihilism.Nietzscheassertedthatweakhumanbeingsmaybea

creativesuperman(Übermensch)havinganexistentialwill,inother

words,anactiveattitudetowardalifeinanextremesituation,adding

sucharoleofthesupermanisthatofanartist.Asasubjectof

creation,anartistmakeshiseveryeffortforthelifeofhumanbeings

moving vividly, concentrates on internal unconsciousness, and

transcendsalifeasthemostbasicimagefaithfultothein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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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 attitudeoftheartistmanifestsitselffrom selectionofa

themeandmaterial,realizationofaform intheartisticworks.

Nihilistexpressionsalsoappearcontinuallyinthemodernfashion

collection along with arts.Particularly,asastarting pointofthis

research,AlexanderMcqueen’s1994S/SNihilism Collectionmaybe

said astherepresentativeofthenihilistfashion collections.Since

then,nihilistexpressionsmaybefoundoutfrom manydesigners.

Nihilistexpressions in the fashion collection have characteristics

sharedwithartsintermsofatheme,materialandaform.Inthe

fashion collection and arts, nihilist themes are connected to

characteristics of an artist, or superman and classified into

straightforward facing with the basic desire,

violence·death·destruction,disclosureofthenihilistreality,andfinally

into eternal recurrence(Ewige Wieder-Kunft)-oriented goodness

oppression disappeared.In thefashion collection,basicdesire and

violence·death·destruction wereintegratedandsegmented,appearing

as a sexualobjectification and violence,human physical·spiritual

death.Nihilistrealitywasalsocenteredonincidentsafflictinghuman

life like fetishism,war and crime.In arts, goodness without

suppression was formed as a nature-oriented image returning to

nature,appearingasthemostprimitive,closesttonatureshape.

Bothinthefashioncollectionandarts,humanhair,bloodandbone

were used mostfrequently as a material.Besides,in orderfor

audiencetofeelmoredisgustingandnihilisticwhenseeingworks,

animalsandplants,artifactswereusedtogether.Animalsaliveand

deadwerejuxtaposedtoshow vividlycontrastoflifeanddeath.Also

throughusingadeadbodyalonebaldly,itexpressedthenihilism of

death,fearandhorrorofviolenceanddestruction.Asforartifacts,

variousindustrialandtechnicalmaterialsdamagingtheearth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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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andsupermanlivewereused.Alsoby-productsofwarsand

crimeswereusedastheywerewithoutaesthetictransformation.

Asfortheform,on a common basis ofmaximization,fashion

collection used distortion and omission,even minimization in arts.

Maximization,minimization,distortionandomissionreversedthebasic

form ofbeautysettledinhumanstereotype.Areversedform wasnot

beautifulbutuglytoaudience,however,artistsanddesignersnever

explaineditasthebeautifulandshowedactivenessandboldnessasa

creatorthrough expression reflected in theunconsciousnessofthe

artist.

Inthefashioncollection,nihilistexpressionshavethemeaningsof

the horror, naturality, fantasy and absence. Firstly, horror is

connected with themesrelated todeath·violence·destruction.Horror

originatesinhumanfeelingsactingasadefensemechanism offear.

BasedonthetheorybyNietzschethathumanbeingsarefearfulata

crisisofdyingbutatthesametimehavethehighestexistentialwill

when facing thecrossroadsofdetermination,itisinterpretedthat

horrorhasthepositivemeaning ofactivedestruction and makes

humanshow thewillpowertowardthenihilism.Secondly,naturality

isthefirstand thelaststateofthesuperman.Superman values

much of vitality,especially of human basic instinct.That is,

supermanhasatranscendentalimagetowardeternalrecurrencebut

hisexternalimageissimilartothatofaprimitiveman.Thirdly,

fantasy isconnected totheground,earth and environmentwhere

superman who overcame the nihilism lives.Ithas an image of

pathologicalliberation and catharsisin aprocessoftheconquest.

Nihilism positioned ata human thinking area,unconscious world

allowsthem toovercomeandforgetanxietythroughthevirtualof

fantasy.Inartsandfashionreflectingfantasy,theirbackground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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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whereartistsasacreatorandmaincharactersofthe

workasasupermanlive,andbeautifulimagination oftheeternal

recurrenceatwhichsupermanaims.Finally,absencecorrespondsto

every area with a theme of the nihilism. Nihility refers to

disappearanceand emptiness,and absencemeansnonexistenceand

vanishing.Pursuingalifebydisappearanceisakeytoovercomethe

nihilism, and expressions of absence appear as disappearance,

decomposition,distortion,maximization·minimizationintheartsand

fashioncollection.Throughtracesappearedinaprocessfrom aweak

persontothesuperman,absenceallowshumanbeingstoovercome

thenihilism byrecollectionoftheoriginal,archetypicalstatepriorto

thenihilityandperfectionofacirculativelink.

As for nihilist expressions,fashion collection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sdifferentiatedfrom arts.Thefirstspecialcharacteristic

isashow astherepresentableenvironment.Fashioncollectionhas

thecharacteristicofacompositeartcontainingeveryelementofa

model,stage,lighting and musicin addition to a costume by a

designer. Also, designer’s unconsciousness and the will for

overcomingthenihilityarerepresentedthroughtheshow,thefinal

stepofthecollection.A fashiondesigner,asacreatorandconductor

ofthefashioncollection,takesaroleofthesupermanlikeanartist

butcomposesanddirectsaspecificstoryforovercomingthenihility

throughtheshow,appealingtoaudiencethroughcomponentsofthe

show including the stage, lighting, music and model wearing

costumes.

Thesecondspecialcharacteristicliesinamodel.Supermanwho

overcame the nihility is projected on the model,appearing as a

specificform.Modelconductsanacttakingaroleofthesuperman

or wears costumes and accessories reflecting an image 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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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an and such aesthetic consciousness.True willpower and

resulting expressions forovercoming the nihilism pursued by the

designerareconveyedtoaudiencedirectlythroughmodels.Theshow

isdoneatthebestplacebythebestmethodwithaview tosuch

communication,andmodelsareexpressedasapureimageofhuman,

inotherwords,thatofthesuperman.Throughmodelswearingthe

work,designercommunicatesvividlyashapeofthesupermanheis

expressingtoaudience,intendingtoconveynewnessandimpactto

themaximum throughthedirectingoftheentireshow withatheme

ofthe nihility from magnificentand splendid to melancholy and

embarrassing.

Finally,sincethefashioncollectionhasmoreconstructionalsteps

than artistic creation, there are more abundant and specific

opportunitiestoexpressthenihilism.A prerequisiteforthenihilist

artsmentionedby Nietzsche,occurrenceofacrack ispossiblein

everystepcreatingacollection.From thefirststepcuttingoutcloth

to the finalperforming a show and communicating a theme to

audienceattheshow inthecollection,designer’screativeinstinctand

thewillforovercomingthenihilityworkbetweeneveryprocess.

Thisstudyanalyzedthenihilism inthefashioncollectionandarts

basedon thenihilisticartistictheory by Nietzsche.Particularly,it

concentratedonthesituationwithwhichfashiondesignersandartists

asacreatorarefaced,theirinstinctsandvolitionforovercomingthe

nihilitythroughartisticcreation,interpretingthem basedonseriesof

works,orcollections.Nihilism in the fashion collection and arts,

thoughitmayberegardedastheuglybecauseofdisgustingand

unpleasantexternalexpressions,shallbeinterpretedastherealization

ofthe profound aesthetic climax originated from the unconscious

worldofan artist.Expanding thesourceofcreationtotheinner



worldofadesigner,thisstudyintendstobehelpfulforextending

semanticinterpretationofthedesignanditscritiquespaceforfuture

fashiondesigners.Itisexpectedtobeamaterialforunderstanding

theprofoundworldofworksbynihilistartists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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