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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is traditionally perceived as a non-art in art philosophy; however, it is now being evaluated as

art through the process of recognizing its cultural value and pos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anded

concept of contemporary fashion in the same context of the expanded concept of contemporary art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fashion as art. This study enhances the artistic and cultural value, as well as the social

function and position, of fashion by granting it the same status as art according to the concept of expanded

contemporary art. For the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review and a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ecialty publications related to art history, aesthetics, and fashion in addition to regular publications, web-

sites specializing in fashion, art museums and fashion style websites. The expanded aesthetic concept of

contemporary art has embraced challenges to ideal beauty, production methods through interactivity, and

expansion of art expression through mass media and industrial products. In the same context, the expanded

aesthetic concept of contemporary fashion has established challenges to conventional beauty, the expansion

of production methods, and the expansion and transfiguration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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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학, 문화인류학, 철학, 민족학, 심리학, 커뮤니케

이션 이론 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패션의 속

성으로 인해, 패션의 존재론적 위치를 탐구함에 있어 패

션 영역의 정의는 다각적인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미 추

구에 대한 패션의 창조성과 패션의 산업적 시스템이 가

진 경제적 논리에 따른 사회성은 패션의 양면성을 대표

하며 이는 논란 속에 있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 정립에

다양한 견해를 이끈다. 사회적 현상을 반영함으로써 시

대의 문화표현도구로 역할 하는 패션이 독자적인 창조

성을 대변하는 예술의 영역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

는 것은 패션의 가치와 사회적인 역할 행보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충적 사회현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확장된 현대예술의 개념으로 패션을

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고자 한다.

패션의 예술적 조형적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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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예술로서의 패션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들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패션의 예술적 위치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패션의 문화적 위치와 예술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고급문화와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경계에 예술과 함께 공

존하는 패션의 위치 변화를 연구한 Melissa Taylor와 패

션의 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패션을 학문적 연구가치 대

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많은 철학자들과 달리 미적 관

조의 대상으로의 패션을 예술로 인식해야 한다는 Sanda

Miller의 연구 정도가 있다. 이들의 예술로서의 패션에 대

한 관점과 맥을 같이하되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현대예

술의 미학적 개념을 논하고 예술과 같은 맥락 속에 패

션의 개념 확장을 규명함으로써 오늘날의 현대예술개

념으로 수용될 수 있는 패션의 미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과 같은 행보

로 오늘날 현대패션의 실험적 시도와 개념 확장이 이어

짐을 규명함으로써 패션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예술, 미학, 그리고 패션에 관한 전문서적

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그리고 예술과 패션작품의 사

례조사를 병행하여 내용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예술작품

의 사례는 단행본은 물론 전시 또는 소장하고 있는 작

품으로 운영되는 Tate 등의 공인된 미술관 사이트와 작

가의 웹사이트, 예술 전문 사이트, 그리고 Wikipedia 백

과사전 사이트에서 조사되었으며, 패션의 작품사례는 패

션의 예술적 가치와 실험을 주도하는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집과

firstview korea 사이트, 그리고 패션디자이너의 웹사이트

에서 조사 분석되었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이후의 컨템포러리 예술과 컨템

포러리 패션을 중심으로 사례조사 되었는데, 예술개념에

혁신적인 실험으로 인정받는 20세기 대표적 예술가인

뒤샹과 1950, 60년대의 네오 아방가르드는 컨템포러리

예술개념의 틀을 제공하였기에 이들의 작품을 함께 조사

하였다. 여기서 네오 아방가르드는 뒤샹의 후예로 팝아

트와 미니멀리즘, 네오 레알리즘과 같은 뒤샹적 발상을

시도한 예술을 아울러 일컫는다. ‘동시대’의 의미를 가

진 ‘컨템포러리’는 산업혁명이 이끈 산업화 과정으로 유

럽사회에서부터 나타난 모더니티(modernity)와 20세기

시대사조를 주도한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용어 ‘모던’과

는 분명 시대적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1960년대 나

타나 1980년대 이후 보편적인 시대의식을 이끈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대사조

에서 보여지는 혼란과 다중의 의미는 ‘모던’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동시대’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

나 ‘전통을 벗어나 진취적이고 도시적인 감각’을 뜻하

는 ‘모던’의 의미를 번역하여 사용되는 용어, ‘현대’는

‘동시대’의 컨템포러리의 의미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컨템포러리의 의미를 가진 현대

예술과 현대패션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

용을 전제로 한 패션의 의미에는 의상은 물론 액세서리

및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물을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에 속하는 의상을 이 연구

에서는 패션으로 지시하여 사용하였다.

II. 현대예술의 미학적 개념 확장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이나 본질과는 차별화된 오늘날

의 예술의 특징은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시도를 발판으로

하여 예술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확장된 예술의 개념을 보여주는 현대예술의

특징을 예술작품의 미학적 개념의 차원에서 작품의 미 추

구, 작품의 제작방식, 표현재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

데,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분

석되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형식적 미 파괴를 통해 새로

운 예술의 개념을 정의한 20세기 이후의 예술경향에 따

라 예술작품형식의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류분석하

였다. 이는 이 연구를 통해 예술과 패션의 형식적 표현에

대한 분석으로 예술과 패션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이

다. 작품사례분석을 통한 현대예술의 미학적 개념은 다

양한 현대예술작품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특징을 분석

하였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술과는 차별

화되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중심으로 하였다.

1. 미 추구: 이상적 형이상학적인 미에 대한 예술

의 도전

예술의 이상적인 미 추구에 대한 ‘예술미론’은 고대

그리스시대, 르네상스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본질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된 정의였다. 그러

나 20세기 초 뒤샹(Marcel Duchamp)의 반미학적 시도

를 통해 예술미론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폭넓게 이

루어진 아방가르드 예술의 등장은 미 추구가 더 이상 예

술의 기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일상의 사물이

예술 속으로 들어와 예술작품이 된 레디메이드(ready-

made)는 이상적인 미를 표현한 것도, 작가의 내면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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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표현한 것도 아닌 단지 사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물음으로써 예술작품의

범주를 재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의 관습 자체를 문

제화한 것이다. 뒤샹은 문제작<Fig. 1> <샘>에 대한 기

고문에서 “무트씨는 자신의 손으로 <샘>을 만들었는가

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일상의 사물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제목과 관점 아래에

둠으로써 그것의 유용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물에 대

한 새로운 개념이 창조되었다.”고 하였다(Jin, 2002). 대

량생산물인 남성용 변기를 사서 R. Mutt라는 사인을 하

여 작품으로 전시하고자 한 뒤샹에게 있어 기존의 예술

은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기만 하며, 레디메이

드는 이런 예술의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의 시도로

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영역의 개념을 허상화 시

킨 것이다. 다시 말해 유일무이의 원작과 창작자로서의

예술주체에 대한 개념, 즉 예술가의 개인적 창조성에 도

발한 것이다.

자연의 물체나 기성품을 임의로 택하거나 그 단편을

모아 그대로 예술작품으로 제시된 즉, 오브제가 예술적

의미를 가지게 된 예술의 반미학(anti-aesthetics)은 20세

기 중반 다다(Dada)를 계승 발전시킨 팝 아트나 미니멀

리즘, 개념예술에서도 나타났다. 1950, 60년대 당시 미

국 모더니즘의 대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리 역할을 한 팝 아트나 미니멀리즘은 추

구하는 바 또한 모더니즘과 대립점에 있었다. 모더니즘

예술이 주관적인 논리와 이념으로 관객과의 교류를 차

단하고 상호소통을 단절시킴으로써 관객과 괴리된 사

적인 공간에 배치되었다면, 예술을 공적인 공간으로 옮

겨 예술의 객관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

예술의 목표였다.

미국 모더니즘이 보여주었던 형태나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환영을 없앤 추상에는 심오한 철학적 해석과 의도

를 담고 있는 반면, 레디메이드의 변용,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를 예술로 편입한 팝 아트는 이미지 재현과 복

제라는 유통방식을 통합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전 예술이 가지는

관념적이고 뚜렷한 주제의식을 배제시켰다. 예컨대 재

료의 물리적 상태를 변환하거나 교체시킴으로써 일상성

의 사물을 변용한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물성의

변화는 개별적 탐구의 가능성으로 옮겨 사물을 바라보

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재료에 대한 관심과

재료의 교환으로의 상상적 표현을 이루었다(Fig. 2). 작가

의 사적인 이념과 예술의 관념적 공간보다는 객관적인 사

물의 변용을 통한 유머와 재치로 물성의 탐구인 것이다.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

품 <Fig. 3>의 대중적 이미지 복제 또한 객관적인 시각

적 이미지를 표현할 뿐 이면의 관념이나 사적인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감상자의 감정을 환기시키며 작

가 자신의 내면의 표현이라는 예술의 보편적인 정의가

무색하게 어떤 의미를 함축한다는 여지를 없앴다.

회화보다는 주로 조각의 형태로 표현된 미니멀 아트

는 기본 물질에 해당하는 새로운 산업적 재료를 수용하

였는데, 이를 통해 대리석이나 청동과 같은 고전적 재

료가 가지는 조각의 관념성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렸다.

미니멀 아트가 보여준 형태의 단순성은 관념의 최소화

에 본질적인 의미를 둔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는

그림 안에는 축자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내용은 관념적

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평면

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삼면체의 오브

제 즉, 이를 구체적 사물(specific object)로 명명하고, 기

존의 회화나 조각이 갖는 추상성에 대한 반발로 기하학

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사물을 반복과 연속으로 배열함

으로써 작가의 이성적, 논리적, 주관적 구성 체계를 배제

한 작품을 제시하였다. 형태의 내적 필연성이 배제된 기

계적이고 객관적인 표현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Jin, 2002).

따라서 팝 아트나 미니멀 아트와 같은 네오 아방가르드

는 이전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예술의 지향점을 버

리고 객관적인 예술로 관객에게 다가갔다. 즉, 주관성을

배제한 가시적이고 비사변적인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전통적인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의 지향점에 반(反)

하는 예술의 반미학적, 비사변적인 표현은 오늘날 미니

멀리스트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와 팝 아티스트 올

덴버그의 공공미술 등 현대예술에서 폭넓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4)−(Fig. 5).

2. 제작방식: 상호작용성의 제작방식

현대예술작품의 ‘의미’는 일방통행식 소통방식으로 작

가에 의해 작품을 통로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

라 관객의 참여에 의해 재고, 발견되고 재조직화를 거듭

하는 것이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을 가진 예술에서의

변화는 매체의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개

념이 확립된 1990년대 이후 보편적인 작업방식 중 하나

가 되었다. 즉, 기술이 예술작품의 제작, 표현방식의 변

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반에 빛과 운동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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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복합매체적 표현, 퍼포먼스, 실험무대 등의 다양한

형식이 시도되면서, 주변의 공기흐름으로 작품이 움직이

는 칼더(Alexander Calder)의 모빌과 같이 예술 외적인

요소에 의해 완결되는 소극적인 상호성에서 보다 발전

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의해 매개되는 소통방식이 실현

된 것이다(Lee, 2010).

특히 디지털 아트는 작가와 작품 사이, 작품과 관객 사

이, 작가와 관객 사이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작

품은 전시가 되는 동안 관객의 개입에 따라 계속 그 내용

이 바뀔 수 있는 동적인 예술이다(Joe, 2006). 1970년대에

등장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는 대량

생산방식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시대의 모

든 예술작업을 지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Digital art”,

2012). 하나의 물리적 실체를 다른 하나의 물리적 실체

로 전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지각적 표현을 보존 제시하

는 것이 전통적 예술인 아날로그 매체라면, 관람자의 참

여를 요구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대상과 사

건이 아닌 수와 상징들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작된 산물

보다 처리과정을 강조하는 탈물질화된 추상적인 표현형

식을 갖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디지털 매체의 대

표적 특징이다(Gang, 2007).

특히나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성은 이미 뒤샹의 <Fig.

6> 작품과 플럭서스(Fluxus)의 해프닝에서 선례를 보여

주었는데, 뒤샹은 광학기계로 이루어져 관람자로 하여

금 장치를 가동하고 효과를 지켜보게 함으로써 예술작

품이 관람객의 참여에 의해 반응하는 상황을 창출하게

하였다. 뒤샹이 예술에 ‘참여’의 개념을 도입했다면, 플

럭서스의 해프닝은 기존의 예술 개념을 부정하는 개념,

복합매체(intermedia)와 비결정성(indeterminacy)에 입각

하여 관객의 참여를 통해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예

술이다(Kim, 2007).
 

복합매체는 1960년대 중반 플럭서

스 아티스트 딕 히긴스(Dick Higgins)에 의해 채택된 개

념으로, 드로잉과 시, 또는 회화와 연극과 같이 장르 간

의 융복합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르 간의 발전을 통

해 떠오른 새로운 장르는 시각적 시 또는 퍼포먼스 아트

와 같이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Intermedia”, 2013).

즉, 매체와 매체 간의 구분을 탈피하는 형식으로 미술과

연극, 음악과 연극의 복합적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

프닝의 형식에 관계된 개념이다. 또한 비결정성은 현장

성의 의미로 해프닝의 내용에 관계된 개념이다.

과거 뒤샹과 플럭서스의 ‘참여’개념이 보다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참여개념으로 적용된 디지털 아트에 있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해 창조된 가상세계의 비물질

성은 어떤 재현보다 실재적이다. 예술가와 관람객의 경

계가 모호해지고 비물질성의 가상현실은 전통적 예술의

저자의 개념을 무너뜨렸으며 이제 외부세계의 지시 대상

을 전재로 한 재현(representation)의 개념보다 기술에 의

한 새로운 형식의 생산, 즉 제시(presentation)의 개념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내용과 형식상에 있어서 예술의 고

유한 재료와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보

여주었다(Gang, 2007).

3. 표현재료: 대중매체와 산업물로 표현재료의 확

장

현대에 들어와 사진술, 영화, 라디오, 컴퓨터, 텔레비

전, 신문, 잡지와 같은 대량생산과 관련된 신기술의 대

중매체는 특정 계급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대중문

화를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Staniszewski, 1995),

특히 1950년대 이후 대량매체는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

하게 되고 이러한 대중매체의 표현양식을 노골적으로

Fig. 1. Duchamp.

(1917).

Fountain.

From Eco.

(2004). p. 406.

Fig. 2.

Oldenburg.

(1966).

Soft Toilet.

From Strickland.

(2007). p. 176.

Fig. 3. Warhol.

(1962).

100 Cans of

Campbell's Soup.

From Strickland. 

(2007). p. 175.

Fig. 4. Oldenburg.

(2001).

Dropped Cone.

From Oldenburg.

(n.d.). http://www.

wikipaintings.org

Fig. 5. Serra. (1981).

Tilted Arc.

From Arnason.

(2003). p.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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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1960년대의 팝 아트이다. 팝아티스트들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만화적인

기법이나 키치적 요소, 그리고 대중의 소비 이미지를 그

대로 차용하였는데, 이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

를 허무는 시도였다.

예컨대 앤디 워홀은 대중매체의 기술적 복제생산방

식인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마켓

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량생산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뒤

샹의 레디메이드를 작가의 손을 거친 원작으로서의 작

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취함으로써 예술의 의미와 미

학에 의문을 던졌다. 또한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

tein)은 대중매체인 삼류만화의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한

장면을 시각적 텍스트로 그대로 가져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대중매체의 기계적인 인쇄기법인

망점(benday dot)을 표현기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순수예

술의 전통적 제작방법과 함께 대중매체의 표현기법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였다. 결국 이들 팝 아티스트들은 순

수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에서 새로운 기계적 생산 조

합을 형성함으로써 각자의 표현법으로 순수예술의 개념

을 붕괴시켰다.

한편,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논리에 충돌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형태로 해석되기도 하는 미니멀 아트는

재료에 있어서 입체작업의 고전적 재료(청동, 대리석, 돌)

를 산업적, 상업적인 것(아연, 함석, 플라스틱, 스테인리

스 스틸)으로 완전히 대체하는데, 재료의 확장은 대리석

이나 청동이 상징하던 관념적 무게를 소멸시켰다(Jin,

2002).

표현재료의 확장은 현대예술에서 진일보하는데, 제

프 쿤스(Jeff Koons)는 네온받침대와 아크릴박스를 제

작하여 진공청소기를 박제화 시켰고<Fig. 7>, 하임 스

타인바흐(Haim Steinbach)는 선반을 만들어 그 위에 일

상품들을 배열하였으며<Fig. 8>, 기용 바일(Guillaume

Bijl)의 <Fig. 9>은 아예 슈퍼마켓을 통째로 전시장으로

옮겨놓았다. 이들 뒤샹의 후예들은 한결같이 공산품의

기능을 박탈하여 작품으로 박제해놓았다. 이로써 20세

기 초 기계주의 미학에서 출발한 예술의 매체 확장은 대

중매체와 산업물을 표현매체로 활용한 현대예술의 다

양한 표현가능성을 열었으며 예술의 본질과 개념에 있

어서도 변화를 이끌었다.

III. 현대패션의 미학적 개념 확장에 따른

예술로의 수용

현대예술의 확장된 개념은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과

차별화되어 나타났는데, 현대패션에서 역시 패션개념의

확장이 예술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넓혀

진 예술의 영역 속으로 수용된 패션의 위치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예술의 미 추구, 작품제작방식,

표현재료 측면에서의 확장과 같은 맥락에서 현대패션의

‘관습적인 미에 대한 패션의 도전’, ‘작품제작방식의 확

장’, 그리고 ‘소재의 변용과 확장’으로 패션의 개념이 확

장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Table 1).

1. 미 추구: 관습적인 미에 대한 패션의 도전

현대의 패션디자이너들은 기존의 패션개념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는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1980년대 대

두되었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레이 가와쿠보

(Rei Kawakubo)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이 있다. 이들

은 의상구조의 완벽성과 우아함, 대칭적인 구도, 화려

함, 럭셔리로 대변되는 기존의 고급패션에 그들만의 전

혀 다른 미적 감각으로 서양의 미의식에 도전함으로써

Fig. 6. Duchamp.

(1920). Rotary

Glass Plates.

From Duchamp.

(n.d.). http://www.

abcgallery.com

Fig. 7. Koons. (1981).

New Hoover Convertibles,

Green, Red, Brown, New

Shelton Wet/Dry 10 Gallon

Displaced Doubledecker.

From Koons. (2008).

http://www.tate.org.uk

Fig. 8. Steinbach.

(2004).

Six Feet Under.

From Steinbach. (n.d.).

http://haimsteinbach.net

Fig. 9. Bijl. (2004).

Neuer Supermarket.

From Bijl. (2004).

http://www.klauslittm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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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서구 패션세계에서의 패

션의 미개념을 전복시켰다. 평면 재단에 의한 오버 사이

즈의 여유로움, 레이어링(layering), 검정색에 대한 애착,

무장식성, 소재의 중요성 부각 등은 일본의 전통 기모

노 문화에서 이어받은 일본의 패션 미개념으로 서구의

주목을 받으며 주도적인 패션으로 자리잡아갔다.

레이 가와쿠보는 1980년대 초, 완벽한 바느질과 재단

으로 인식된 고급패션계에 <Fig. 10>의 구멍 난 스웨터

와 <Fig. 11>의 끝 처리가 안된 미완성의 봉제상태, 게다

가 화려함의 상징인 고급스러운 원단과 색상 대신에 검

은색으로 전체 컬렉션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서구 패

션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적 감각을 패션으로

제시하였다. 인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실

루엣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여성미에 도전한 가와쿠보

의 일명 ‘Bump’는 서양의 복식사에서 보여졌던 1700년

대의 엉덩이에 패딩(padding)을 넣은 드레스나 1830년

대 드레스의 양다리 모양의 소매와 같은 인체의 윤곽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 패딩을 있을법하지 않은 위치

에 넣음으로써 엉덩이, 몸통, 어깨를 부풀리고 확장하

고 재배치하였다(Mitchell, 2005)(Fig. 12). 몸의 이상적

인 형태에 대한 인식을 무시한 이 시도는 몸에 대해 재

고이자 다른 관점으로 몸을 다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찰하고 패션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물이 되는 즉, 옷이 곧 몸이 되는 창조물임

을 보여주었다.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추구한 서양의 재단법은

평면의 소재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윤곽에 도전함으로써

해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일본 디자

이너들은 기모노 문화의 영향으로 비대칭적이며 성(gen-

der), 나이, 몸의 형태를 가리는 일본의 미학을 제시하였

다(Mitchell, 2005). 또한 완벽한 핏(fit)과 이상적인 인체

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서구 패션의 개념은 일본 디자

이너들에 의해 착장에 따라 고정된 형태의 미가 아닌

가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를 가져왔다. 입체적인

인체에 입혀진 평면적인 재단의 의상은 몸의 형태와는

별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착장의 움직임에 따라 예

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Fig. 13).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는데, 드레이프 드레스에

대한 그의 연구는 재단과 봉제과정에서 핀 작업이 되어

있는 더미(dummy)에서 보여진다. 코르셋 뼈대(corset

bones)와 일라스틱 밴드(elastic bands)로 피팅 되어있는

<Fig. 14>의 조끼는 더미를 싼 린넨 위에 디자이너의 의

도와 제작과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해체 작업에 있는

것과도 같이 마치 마무리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모습

이다. 이를 통해 마르지엘라는 쿠튀르에서 맹목적으로

숭배되는 테일러링에 대한 논리와 기술, 재단, 옷의 구

조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Evans, 2003). 그의 해체주의

패션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해체와 재조합을 통

한 해체주의적 경향은 원래의 의미와 이미지를 박탈하

고 새로운 이미지의 조작을 시도하는 사례로 준야 와타

나베(Junya Watanabe), 언더커버(Undercover)의 준 다카

하시(Jun Takahashi), 그리고 레이 가와쿠보 등에 의해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르지엘라는 2001년에 거대한 사이즈의 <Fig.

15>를 제시함으로써 패션산업에서의 몸의 표준에 대해

조명하기도, 혹은 모든 패션 아이템에 브랜드 명의 가치

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부분인 라벨을 아무 글자가 새겨

져 있지 않은 흰색사각 모양으로 옷에 자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거되도록 무신경하게 붙여놓기도 하였다

(Svendsen, 2004/2006)(Fig. 16). 의상에 부여되는 이름

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의문의 표현이며 이상적인 형태

Table 1. Artistic experiments of contemporary fashion achiev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aesthetic concept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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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이라 가치 지워져 있는 신체 사이즈에 대한 의

문이다. 패션은 예술이 아니라 공예라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르지엘라는 패션의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미와 구조에 대한 의문을 통해 그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의상(conceptual clothes)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창

작적 방법은 분명 예술로 간주되고 있다.

일련의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방식

으로 시대가 간과한 패션의 조형적인 미를 창조하고 있

으며 이러한 패션의 도전은 현대예술이 직면한 반미학

적 표현과도 연결될 수 있다.

2. 제작방식: 의상제작방식의 확장

디지털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진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패션디자인 작업의 프로

세스에 수용자의 의사와 참여가 반영되는 방법이 제시

되었다. 이는 예술에서의 제작방식의 변화만큼이나 패션

에서의 제작과정과 디자인 원리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시대가 제시하는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예술형식으로의

제작방식을 제시하듯 패션에서도 전통적인 의상의 제작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옷의 구조와 제작방식은 이세이 미야케에 의해서 실

험되었는데, 그는 재단과 봉제의 서양식 기술에 의지하

지 않고 한 조각의 소재로 옷을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고, 재단과 재봉으로 인한 소재의 낭비 없이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한 조각의 의상, A-POC(A Piece Of

Clothing)을 만들어 내었다(Fig. 17). 직조기계로 도안된

긴 튜브형의 소재는 봉제가 필요 없는 원리로, 패션과

기술의 결합으로 관례적인 테일러링의 한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인체의 형태에 근접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생산프로세스와 새로운 미학에 도전하였다.

만들어진 튜브 천은 짧거나 긴 소매, 무릎 또는 앵클 길

이, 라운드 혹은 V 네크라인으로 소비자가 가위로 직접

재단하여 디자인을 선택함으로써 각 디자인이 정해질

수 있기에, 소비자는 A-POC 의상의 제작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Mitchell, 2005). 한 조각의 천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은 니팅 뿐 아니라 원단 소재에서도 시도되었다(Fig.

18). 이는 관객이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현대예술의 상

호작용성이 A-POC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여 소비자

가 참여 결정하는 디자인의 개념이며, 디지털 기술로 가

능해진 새로운 원리이자 의상의 제작방식에서의 혁신적

인 개념이다.

Fig. 10. Kawakubo. 

1982.

From Mitchell.

(2005). p. 21.

Fig. 11. Kawakubo.

1983 S/S.

From Svendsen.

(2004/2006). p. 624.

Fig. 12. Kawakubo.

1997 S/S.

From Evans.

(2003). p. 268.

Fig. 13. Picture of Issey

Miyake Pleats Please.

From Miyake. (2012).

http://www.itsnicethat.com

Fig. 14. Margiela.

1997 A/W.

From Evans.

(2003). p. 251.

Fig. 15. Margiela.

2001 A/W.

From Margiela. (2001). 

www.firstviewkorea.com

Fig. 16. The Main

Line's Plain White

Cotton Label.

From MoMu. (2008).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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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로 완성되는 이러한 제작방식과는 정반

대로, 기존의 작업공정의 단계를 없애버린 기술적 진일

보의 사례인 complete garment knit가 있는데 이는 whole

garment knit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니트웨어는 니

팅기계에서 짜여진 조각을 이어 붙이는 봉제과정을 거

쳐 완성되나, complete garment knitting은 컴퓨터에 입

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백 개의 바늘이 움직여서 연결

되어 3D의 입체적인 옷이 완성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생산공정에 있어 니팅 이후의 과정이 전부 생략되는 혁

신적인 기술적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

서도 연결된 시접이나 절개선이 전혀 없는 특징이 있다

(Fig. 19).

의상제작방식의 변화는 생산과정의 단계에서도 나타

나지만 작품발표의 현장에서 즉흥적인 해프닝으로도 제

품 완성이 가능한데, 하미쉬 모로우(Hamish Morrow)는

런웨이에서 모델의 워킹 시 얕은 염료 탱크를 하얀 옷 자

락을 끌며 지나감으로써 즉발적으로 염색이 이루어지는

작품의 완성과정을 보여준다(Fig. 20). 또한 캣워크 위에

서 움직이는 두 대의 산업용 페인트 분사기에서 턴테이

블 위에서 돌고 있는 모델의 흰색 드레스에 분사되는 알

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은 인형을 모방한 모델과, 인간 동

작과 인공 다리를 모방한 페인트 분사기, 즉 무기체와 유

기체를 병치시키고 있다(Evans, 2003). 마르크스의 물신

화된 인간 주체와 상품 대상의 관계를 비튼 이 컬렉션은

프린트된 드레스로 변해가는 현장을 목격하는 참여의 공

연예술이며 완성되어 가는 작품을 함께하는 해프닝을 보

여주었다(Fig. 21).

이뿐 아니라 제작과정과 제작단계의 변화를 제시하

기도 하였는데, 이세이 미야케는 일반적인 주름의상의

제작방식이 옷을 재단하고 기계주름작업을 한 후 봉제

를 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나 그는 재단과 봉제작업을 마

친 의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기계주름작업을 하는 방

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제작단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평면적인 재단방식과 착장 시 유연한 형태변형을 가져

오는 그의 주름의상은 그만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재

단, 봉제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일반적인 의상제작방식

과는 달리 완봉된 상태의 의상을 주름 가공하거나 염색

가공함으로써 완성되는, 즉 제작단계의 순서를 바꾸기

도 하거니와 현대예술에서 확인되는 상호작용성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이 완성되는 예술적 시도

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다.

패션의 제작방식은 보편적으로 패션디자이너에 의한

디자인 작업, 패턴작업, 봉제를 거쳐 완성되는 과정이며,

완성된 작품은 일방통행식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수

용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소비

자와의 소통을 통한 제작방식, 퍼포먼스와 해프닝적인

Fig. 17. Miyake ‘A-POC’

fabric roll. 1999 S/S.

From Mitchell. (2005). p. 72.

Fig. 18. Miyake. 1997.

From Walker. (2011). p. 72.

Fig. 19. Takahashi. 2009.

From Around the World. (2009).

http://glamourandglitter.typepad.com

Fig. 20. Morrow.

2002 S/S.

From Evans. (2003). p. 50.

Fig. 21. McQueen.

1999 S/S.

From Evans. (2003).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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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통한 제작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패션작품의 제

작단계 변화를 시도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의 작업을 통

해 패션의 예술적인 실험은 표현적인 변화를 이끌어오

고 있다.

3. 표현재료: 소재의 확장과 변용

패션의 표현재료에서는 전통적으로 천연섬유소재와,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인조섬유가 주로

사용되나, 1960년대 파코 라반을 위시한 앙드레 쿠레주,

피에르 가르뎅 등은 당시의 대중문화산업과 팝 아트의

등장을 목격하고 시대가 제시하는 문화적 변화를 패션

소재로 활용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재의 변용은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마틴 마르지엘라는 산업사회의 폐기물인

비닐봉지, 깨진 도자기, 카드나 샌들, 공업용 박스 테이

프나 장갑, 거울 조각, 병뚜껑, 레코드 판, 폐잡지, 산업

용 종이 등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재활용하여

혼재된 표현법으로 사용하였다(Fig. 22)−(Fig. 24). 또한

의복용품의 재활용을 통한 용도 변경으로<Fig. 25>, 또

는 오브제 본래의 기능을 없애고 재조합하여 본연의 시

각적 형상과 의미를 이탈한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제시

함으로써 소재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현대예술

에서 보여지는 오브제, 일상의 변용인 것이며, 발견된

오브제의 재구성은 디자이너의 내적인 심상을 표상하

는 언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중고 의상

을 활용하여 고급패션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값비싸고

아름다운 소재와 재료로 고급의상을 만드는 기존의 보

편적 사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마르지엘

라는 고급패션의 우아함과 품위에 도전하여 폐재료와

재활용물을 패션의 소재로 사용하여 시각적인 신선함

을 부여하며 또한 은유적인 언어의 대용을 보여준다.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은 알렉산더 맥퀸의 작업에서

도 보여지는데, <Fig. 27>의 랩(clingfilm)과 끈으로 몸

을 감싸므로써 손상된 이미지는 yBa 작가인 제이크 앤

다이노스 체프만 형제(Jake and Dinos Chapman)의 변

종 더미(dummy)와 유사한 이미지이다(Evans, 2003). 몸

의 이미지와 형태에 대한 맥퀸의 시도는 가학적인 몸의

손상을 이끌어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

였으나 그에게 있어 몸의 조형성은 극복해야 할 예술적

대상이며 그로테스크한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맥퀸은 타조 깃털과 의료용 슬라이더

유리조각을 사용하여 자연물과 산업물에서 얻은 재료

를 믹스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는 시도를 함으로써 패

션에서의 소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Fig. 28). 현대예술이 제시하는 재료의 무한과 변용이 패

션과 예술의 경계에서 맥퀸의 패션으로 나타난 것이다.

1990년대 알렉산더 맥퀸이 몸에 대한 가학적인 실험

으로 패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대두되던 시기에

미구엘 아드로버(Miguel Adrover)는 그만의 방식으로

패션의 개념에 도전하는 아방가르드한 시도로 나타났

다. 그는 버버리(Burberry)의 방수 레인코트를 뒤집어서

트레이드 마크인 버버리 체크 안감을 겉감으로 리폼하

거나<Fig. 29>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모노그램이 있

는 가방을 미니 스커트로 리폼하기도 하였다(Fig. 30).

또한 입었던 옷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Fig. 31>, 뒤샹

의 레디메이드 개념을 적용한 시도이며 나아가 다른 패

션디자이너의 작품을 변형하여 자신의 작품으로 제시

하는 그의 발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의 엽서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뒤샹의 작품 <Fig. 26> 같

이 개념미술의 형식을 패션에 적용한 유사성을 보이며

패션디자이너 작품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소재의 확장은 지금까지의 사례처럼 ecology한 경향이

보편적이나, 영역의 경계를 허물며 패션의 표현을 확장

Fig. 22. Margiela. 1997 A/W.

Men's jacket made from

unrippable industrial paper.

From Evans. (2003). p. 36.

Fig. 23. Margiela. 2006 S/S.

Jacket made from the upper

portions of women's sandals.

From MoMu. (2008). p. 72.

Fig. 24. Margiela. 2008 S/S.

Jacket made by plaiting

elastic brands.

From MoMu. (2008).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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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을 통해 보다 기술

적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쇼는 패션쇼라기보다 설치미술이나 해프닝에 가까워 보

이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재료와 테크놀로지를 패션

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작품을 통한 관념적 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비행기 날개를 연상시키는 갑옷 형

태에 실재 비행기 제작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섬유유리재

질로 몰딩된 옷이 리모트 컨트롤러의 작동으로 날개가

펼쳐지는 형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준 ‘Aeroplane

Dress’는 자신의 유년의 경험을 기술적인 접목을 통해 패

션으로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변형의 현장을 관객이 목

격하는 해프닝의 성격을 보여준다(Fig. 32). 모터를 내장

한 빅토리안 드레스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스커트가

짧아지고 네크라인이 변형되는 변화를 보여주거나<Fig.

33>, 크리에이터 모리츠 발데마이어(Moritz Waldeme-

yer)와 협업하여 15,600개의 LED 램프와 연결된 크리

스탈 디스플레이를 드레스 표면에 설치하여 동영상이

나타나도록 한 LED 드레스<Fig. 34>, 첨단 기어가 장착

된 모자가 머리를 감싼 형태에서 모자를 벗긴 후드의 형

태로의 자동 변형에<Fig. 35> 이르기까지, 샬라얀은 테

크놀로지와 패션의 접목을 통한 실험적인 시도를 해오

고 있으며 옷을 매개로 몸에 대한 관념적인 해석을, 그

리고 일반적인 옷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복과 가구의 경계를 허물고 나무의자가 여행가방으

로, 의자커버가 드레스로, 커피 테이블이 스커트로 변형

재구성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Fig. 37>−<Fig. 38>의

2000년 A/W 컬렉션은 소재의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의복에 부여하고 재료의 용도 변경과 활용을

제시하였는데, 용도 변화의 과정을 퍼포먼스 아트, 해

프닝의 형식을 취하는 샬라얀의 컬렉션은 현대예술의

형식과 닮아있다.

준야 와타나베는 패션과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좀 더

wearable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있는데, 빛이 어두워지

면 밝은색으로 변하는 <Fig. 36>의 흰옷은 자연 광석 가

루를 소재 표면에 압착시켜 하이테크와 모던한 미를 보

여준다(Evans, 2003). 이외에도 신기술을 접목한 테크

노 소재 사용은 스포츠웨어에서 요구되는 기능적인 측

면에서뿐 아니라 소재의 특성을 살린 미적 표현으로 다

Fig. 25. S Margiela.

1991 A/W.

Sweater made from

military socks.

From MoMu. (2008). p. 74.

Fig. 26. Duchamp. 1919.

L.H.O.O.Q.

From Duchamp. (2013).

http://en.wikipedia.org

Fig. 27. McQueen.

1995 S/S.

From Evans.

(2003). p. 71.

Fig. 28. McQueen.

2001 S/S.

From McQueen.

(2011). http://blog.

metmuseum.org

Fig. 29. Adrover. 2000 A/W.

Reconfigured garments

made out of Burberry coats.

From Adrover. (2000).

http://www.migueladrover.com

Fig. 30. Adrover. 2000 A/W.

Reconfigured garments made

out of Louis Vuitton purses.

From Adrover. (2000).

http://www.niwdenapolis.com

Fig. 31. Adrover.

2001 A/W.

From Evans.

(2003). p. 259.

Fig. 32. Chalayan.

2000 S/S.

From Chalayan. (1999).

http://www.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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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재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탐구

는 패션의 기능과 실용, 그리고 미적인 목적 사이에서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도로 나타나며, 이는 시대의 기술

력이 패션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섬유소재가 가진 표현의 한계를 산업적인 재료, 자연에

서의 재료,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재료 등 재료의 다

양화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의상의 유용성과 예술

적 표현 사이의 경계에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

다.

IV. 요약 및 결론

사회적 수용을 전제로 존재하는 패션은 대중문화사

회에서 그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소비되는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는 패션의 미적 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적 창조

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패션의 예술성은 물론 패션의

문화적 가치는 예술로서의 패션의 지위를 확고히 부여

받음으로써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패션의

예술로서의 지위는 패션의 조형적 예술성에 대한 논의

에 앞서 예술계와 대중에 의한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현대예술의 확장된 예술

의 미학적 개념과 이에 따른 패션의 현대예술의 범위로

의 수용을 규명함으로써 패션을 예술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

를 둔다.

현대예술을 미학적 개념의 관점에서 미 추구, 작품제

작방식, 표현재료의 확장으로 분석하였는데 첫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예술미론’으로 예술을 정의할 수 있었다

면 오늘날의 현대예술은 이상적인 미를 벗어난 반미학

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제작방식에서는 일방통행식의 관습적인 방식

이 아닌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작품의 완결로 이어

지는 ‘상호작용에 의한 제작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

두된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예술작품의 제작방식의 변

화는 예술표현의 확장을 가져왔다.

셋째, 고전적인 예술의 재료를 벗어나 일상의 오브제

를 예술로 끌어들인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예술을

기점으로 한 예술표현재료의 다양화는 현대사회의 대

중매체와 산업물을 재료로 한 현대예술의 표현 재료 확

Fig. 33. Chalayan.

2007 S/S.

From Chalayan. (2006).

http://www.firstviewkorea.com

Fig. 34. Chalayan.

2007 A/W. LED dress.

From Chalayan.

(2007a).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35. Chalayan.

2007 A/W.

From Chalayan.

(2007b).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36. Watanabe.

2001 S/S.

From Evans.

(2003). p. 278.

Fig. 37. Chalayan. 2000 A/W.

Transformation of the chair covers into dresses.

From Evans. (2003). p. 287.

Fig. 38. Chalayan. 2000 A/W.

Transformation of the table into skirt.

From Evans. (2003).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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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장된 현대예술의 미학적 개념과 같은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현대패션의 미학적 개념의 확장은

‘관습적 미에 대한 도전’, ‘제작방식의 확장’, 그리고 ‘소

재의 확장과 변용’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의상구조와 재단의 완벽성, 우아함, 대칭적인

구도, 화려함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서구 고급패션의 미

의식, 그리고 몸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인식에 도전

하여 오버 사이즈의 여유로움, 레이어링, 검정색에 대

한 애착, 무장식성 및 미완성의 미 등은 물론, 이상적인

몸의 조형에 도전한 아방가르드한 조형성으로 관습적

인 패션의 미는 미적 확장을 보여주었다.

둘째, 디지털과 테크놀로지, 인터넷의 발전과 진화로

인해 패션디자인 작업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수용자

의 의사반영과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완제품

을 제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닌 제작자와 소비자의 소통

을 통해 디자인이 완성되는 제작과정의 변화이다. 또한

제작단계의 변화를 통해 패션의 표현적 실험에 대한 시

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의상의 표현매체로는 일차적으로 소재를 꼽을

수 있는데, 예술에서의 오브제와 같이 일상물의 차용이

나 기술과 결합하여 소재의 한계를 극복한 표현의 확장

으로, 또는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표

현을 창조하는 시도로 개념미술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

었다.

현대예술에서의 미학적 개념 확장을 통한 예술의 특

징과 같은 미적 시도를 현대패션에서의 사례를 통해 규

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예술의 영역으로 수용 가능한 패

션의 특성과 예술적 실험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이 연

구를 통해 패션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표현적 미적

시도들이 현대예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학적 개념

의 확장선상에서 예술적 가치를 가진 표현물로 받아들

여질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다만 연구방법으로 채택된 사례조사를 통한 내용분

석 시 예술계와 패션계의 보편적인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작품선정과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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