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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ystopian ideas and fashion since the 20
th
 century and

examines the social meaning of fashion influenced by dystopian ideas. From the 1900s to the 1950s, the

idea of dehumanization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and technology gave rise to fashion for freedom and

self-introspection, which includes surrealistic fashion and beat style. In the 1980s and 1990s, a society marked

by monopolistic power and the hi-tech control of humans was regarded as dystopia. It influenced a fashion

that expressed dehumanization by hi-tech means such as cyberpunk style and designs that depicted or used

electronic elements. The ongoing fear of ecological disaster since the late 20
th
 century also influenced de-

signers to present collection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Designers have created designs with

printed messages on environmental issues or designs that express environmental devastation, and protective

designs that use hi-tech fabrics or mechanical devices. Fashion influenced by dystopian ideas expressed con-

temporary fears, provided a critical view of society through defamiliarization, and sought problem-solving

actions and alternatives to change or cope with the dystopian situation. Dystopian fashion gave society a

chance to face contemporary problems and pursue a better society.

Key words: Dystopia, Dystopian idea, Fear, Critical view, Problem-solving actions and alternatives; 디스

토피아, 디스토피아 관념, 두려움, 비판적 시각,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과 대안

I. 서 론

복식은 문화의 일부인 이상 각 시대의 사회문화 현상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 정치, 이념, 기술 변화 등

의 영향을 받는다. Hall, Smith, Lowe & Lowe, Behling

(as cited in Kim, 2004) 등은 외부적인 힘이 복식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회문화와 복

식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사회문화의 변화는 디

자이너의 영감 및 패션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이 발표되고 새로운

유행이 등장할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패션 전문가

들도 스타일의 외형적인 측면에만 주목할 뿐 그러한 스

타일이 나오게 된 원인이나 사회적인 배경에는 큰 관심

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Moretti(as cited in Wilson, 1985)에 의하면 패션은 아

름다움, 성공, 도시적인 것과 연관이 있으며 패셔너블

(fashionable)하다는 것은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Wilson, 1985). 그래서 패션은 현실의 문제를 적

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사건이나 암울한

시대 상황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되어 왔다. Song

(2000)이 소설, 영화, 연극,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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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디스토피아를 바탕으로 현대복식에 나타난 디스토

피아 경향을 연구하였으나, 연구범위가 20세기 후반으로

한정되었고, 무엇을 디스토피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

찰이 부족하여 사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사회에 디스토피아 관념이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패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했으며, 디스

토피아 관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

스토피아의 개념 및 시대별 디스토피아 관념을 파악하

고, 이것이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여 둘 사

이의 연관관계를 확인하며,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디스토피아 문학이 생겨나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이며, 연구방

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인문사회학적

문헌연구를 통해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

문화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관념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Vogue 기사, 미국 Style.com의 컬렉

션 리뷰, 복식사 서적 및 논문에서 디스토피아 관념과

관련된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의 타당성을 위해

Vogue와 Style.com에 나온 디자이너 인터뷰 및 컬렉션

테마와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에 관한 에디터의 설명

을 참고하였다. 1960년 이후의 Vogue는 직접 찾아서 읽

어보았고, 인쇄된 자료를 구하기 힘든 1960년대 이전은

1892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Vogue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Vogue Archive를 이용하였다. 학자들이 디스토

피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dystopia, pessimism,

despair, disaster, collapse, catastrophe, apocalypse, worse,

worst, nightmare, fear, future, tomorrow’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Vogue Archive에서 1900년부터 2013년 6월까

지의 기사를 1차로 검색하였으며, 디스토피아 관념과 관

련된 단어인 ‘authoritarian, totalitarian, Fordism, standar-

dization, dehumanization, freedom, brave new world, 1984,

monopoly, technology, cyberpunk, computer, nuclear, en-

vironment, ecology’를 사용하여 추가 검색을 하였다. 검

색된 기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선별하여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스토피아의 개념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서 파생된 개념이므로 먼저

유토피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Krishan Kumar(as cited

in Levitas, 1990)에 의하면 유토피아는 Thomas More가

그리스어에서 ‘좋은 장소’를 의미하는 ‘eutopos’와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outopos’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며,

그의 소설 『Utopia(1516)』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More

는 소설에서 당시의 유럽 사회를 비판적으로 묘사한 후

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이상적인 사회를 유토피아로

표현하였다. More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냈다(Levitas, 1990). Kumar(as cited in Levitas,

1990)는 유토피아가 ‘변화된 미래를 희망하는 사회의 상

상’이라고 했으며, Zygmunt Bauman(as cited in Levitas,

1990)은 유토피아를 ‘더 나은 세계와 미래에 대한 이미

지’라고 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 문학, 정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움직임

이 활발했으며, 유토피아 사상과 문학은 지식과 과학으

로 완벽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

였다(Levitas, 1990).

그러나 20세기에는 진보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쇠퇴의 이미지가 더 힘

을 얻었다(Levitas, 1990). 디스토피아는 ‘나쁜’, ‘부정적’

을 뜻하는 ‘dys’와 그리스어에서 ‘장소’를 의미하는 ‘to-

pos’의 합성어로서(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Phi-

losophical Thought, 2007), John Stuart Mill이 1868년 의

회 연설에서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기 위해 유토피

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한 것으

로 여겨진다(Minott-Ahl, 2009). 그 후 구체적인 디스토

피아는 문학을 통해 20세기에 등장했으며, 소설에서 유

토피아보다도 디스토피아가 더 자주 묘사되기 시작하

였다(Baccolini & Moylan, 2003). 그래서 디스토피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Lyman Tower Sargent(as cited in Donawerth, 2003)는 ‘독

자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훨씬 나쁘게 보이도록 작가가

의도적으로 묘사한,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디스토피

아를 정의하였다. Yevgeny Zamyatin의『We(1924)』, Al-

dous Huxley의『Brave new world(1932)』, George Orwell

의『1984(1949)』가 디스토피아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

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공상과학 소설이 대중에

게 대대적으로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Ba-

ccolini & Moylan, 2003). Sargent(as cited in Baccolini

& Moylan, 2003)는 사람들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를 그려

보기 때문에, 이 둘은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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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꿈’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Kumar(as cited in Levitas,

1990) 역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서로 반대가 아니

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유토피아

가 ‘긍정적인 미래를 희망하는 사회의 상상’이라면, 디

스토피아는 ‘재앙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Tom

Moylan(as cited in Levitas, 1990)은 인간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는데, 유토피아가 ‘현재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미래’라

면, 디스토피아는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일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경고’한다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생각을 종합하자면, 유토피아는 ‘긍정

적인 미래,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의 이미지’이고, 디스

토피아는 ‘부정적인 미래, 현재보다 더 나쁜 세계의 이

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갖지만,

디스토피아 역시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바람과 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토피아와 같은 지향점을 갖는

다. Bauman(as cited in Levitas, 1990)은 유토피아의 기

능을 네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 대안적인 사회의 모습

을 제시하여 현재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며,

둘째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묻게 하여 가능한 현

재의 추정들이 탐구되고, 셋째 어떠한 미래가 좋을지 생

각해보게 하고, 넷째 행동을 자극한다. Barbara Goodwin

과 Moylan(as cited in Levitas, 1990)은 각각 유토피아의

주요 기능이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것, 변화에 대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같은 지향점을

갖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기능은 결국 디스토피아의 기

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스토피아 역시 현재 상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

한 행동을 유도하여 유토피아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2.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관념

본 연구는 사람들이 현재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상상

했던 구체적인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디스토피아 관념

이라고 보았다. 디스토피아가 부정적인 미래, 현재보다

더 나쁜 세계의 이미지라면, 현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디스토피아 관념은 달라진다. 본 연구는 디스토피아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을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사람들이 생각한 미

래의 모습을 정리한 Goodman(2008), Strathern(2007)의

연구 및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관한 선행연구인 Le-

vitas(1990), Moylan(2000), Baccolini and Moylan(2003)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디스토피아를 참고하여 시

대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디스토피아 관념을 파악하

였다.

1) 1900~1950년대: 권위주의 국가권력과 기술로 인

한 인간성 상실

Moylan(2000)에 의하면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는 20세

기 초 문학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잡지와 영

화 등으로 퍼져나갔다. 디스토피아 문학은 인간을 표준

화, 합리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술에 문제를 제

기했으며, 공산주의, 나치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우파 소수 독재정치 등의 지배 체제가 인간을 소외시키

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디스토피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Moylan, 2000).

Strathern(2007)에 의하면 20세기의 시작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

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Aldous

Huxley, George Orwell, Herbert George Wells의 작품에

의해 증폭되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작품을

통해 이 시기의 디스토피아에 대해 설명하였다. Huxley

의『Brave new world(1932)』는 전체주의적인 국가와 대

량생산방식이 초래하는 인간 소외와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였다.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생산성

의 혁신을 가져온 Henry Ford는 소설 속 사회에서 신처

럼 여겨지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계급의 인간을 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된

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계급에 따라 인간의 체

격, 지능, 사회적 운명이 결정되고, 세뇌 교육을 통해 자

유 의지가 없어지며, 노예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분을 유발하는 약물이 투여

된다(Strathern, 2007). George Orwell의『1984(1949)』는

독재자 빅 브라더(Big Brother)에 의해 감시당하고 제어

당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모든 소리

와 움직임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감시될 뿐만 아니라, 경

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한다(St-

rathern, 2007). 국가의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잡

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독립

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Lee, 2007). Mark Hillegas(as

cited in Moylan, 2000)는 디스토피아 사회가 묘사된 작

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시대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고 하였다. 디스토피아 작품 속에서 인간은 복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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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길들여지고, 자유와 개성이 없으며,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 세력

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반 사람들이 가졌던 디스토피아 관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이 생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20세기 초는 기계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계가 사회

의 원동력이었으며(Banham, 1980/1990; Wilson et al.,

1986), 이 시기에는 주로 엘리트만이 기계를 소유할 수 있

었다(Banham, 1980/1990). 기계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

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기계가 노동의 중심에 놓이

면서 인간은 기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 채 한 가지 일만

반복하게 되었다(Park, 2008). Huxley(as cited in Strath-

ern, 2007)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일관작업방식인 포

디즘(Fordism)이 인간 정신을 잔인하게 손상시키며 인류

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전

체주의가 집권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주의 국가들의 대외

침략으로 인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전

쟁 중 약 60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

탄 때문에 약 9만 명이 사망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천 명이 핵 방사선으로 인한 암 때문에 죽어갔다(Hart-

Davis, 2007).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국이 풍요로운 생활

로 반대 세력을 유혹하거나 공산주의자 마녀사냥을 하

며 새로운 제국주의 권력으로 떠올랐다(Moylan, 2000).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

효율성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자유를 희생시

켰고, 소수의 엘리트 권력층이 기술을 전쟁이나 노동력

착취 등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함에 따라, 권위주의 국

가권력과 기술에 의해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가 디스토

피아로 여겨졌다.

2) 1980~1990년대: 권력독점 집단과 첨단과학기술

의 인간 통제

Kumar(as cited in Levitas, 1990)에 의하면 20세기 중

반 이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낙관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유토피아 사상이 잠시 부흥하였다. Baccolini and Moylan

(2003) 역시 1960년대와 70년대는 유토피아 문학이 부활

했지만, 1980년대에는 경제구조의 재편성, 우파 정치, 원

리주의와 상품화로 인해 디스토피아 문학이 다시 우세했

다고 하였다. Moylan(2000)에 의하면 강력한 다국적 기

업들은 생산비 절감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노동자

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채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게다가 1980년대 Ronald Reagan, Margaret Thatcher 정

부의 신보수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장려하

고 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빈부 격차가 심화

되었다(Moylan, 2000). 신보수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을 가진 자에게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반면, 노조를 탄압하였고 정부 정책에 반대

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Kim, 1998).

20세기 후반은 Toffler(1980/1992)가 설명했듯이 정보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구조가 바뀌는 시기이기도 했다.

1984년 처음으로 대중적인 컴퓨터가 출시되었고, 1990년

대에는 전 지구적 범위의 인터넷이 출현하였다(Kwon

et al., 2000). 컴퓨터는 인간의 연산 능력을 향상시켰고,

인터넷은 소통과 체험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앰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Beniger(as cited

in Kwon et al., 2000)는 정보통신기술이 통제의 강화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상

정보, 신용카드 거래 실적, 정치 성향이 담긴 전자투표

정보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며, 권

력 엘리트들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정치

적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

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다(Kwon

et al., 2000).

사회 전반에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나자 1980년대 중

반 ‘사이버펑크(cyberpunk)’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

났다. 이것은 Ridley Scott의 <Blade runner(1982)>나 Wil-

liam Gibson의『Neuromancer(1984)』  등 영화와 소설을

통해 처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표현하였

다(Baccolini & Moylan, 2003). 사이버펑크는 인공두뇌학

을 뜻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1970년대의 반

항적 문화 경향이었던 ‘펑크(punk)’의 합성어이며, 사이

버펑크 소설에는 독재 정부, 거대한 가부장적 기업, 원리

주의 종교 집단 등 지배 시스템이 존재한다(Lee, 2000).

사이버펑크 작품 속 사회는 최첨단기술을 갖췄지만 사

람들은 지배 시스템에 의해 제어당하며 비인간적인 삶

을 살아가고, 작가는 부랑자, 범죄자, 일탈자의 관점에

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서술한다(Lee, 2000). 사이버펑크

소설의 시초인『Neuromancer』에서 주인공은 사회주변부

인물이며 자신의 뇌와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해커로 활동하면서 지배 시스템에 저항한

다(Jones, 2002/2006). Strathern(2007)은 이 소설이 컴퓨

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에 출판되었으며, 모

든 것이 빨라지고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되며, 기계, 기업,

정부가 빅 브라더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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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고 하였다.

정보통신기기가 고도로 복잡해지면서 과학기술이 인

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도 생겨났다. 이것

은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복잡

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 사회에 파

괴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Hoppenstand,

2005). Hoppenstand(2005)에 의하면 James Cameron 감

독의 <The terminator(1984)>, Wachowski 형제의 <The

matrix(1999)> 등 20세기에 프랑켄슈타인 신드롬과 관

련된 수많은 영화들이 발표되었으며, 이 영화들은 가상

의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창조한 기계와 인공 생

명체가 인간을 공격하는 디스토피아를 보여줬다. 비슷한

사례가 현실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1996년경부터 ‘Y2K’,

‘Millennium bug’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서기연호의 뒷부분 두 자리가 99에서 00으로 바뀌면서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컴

퓨터의 연산착오로 인해 기업 활동과 사회 전반이 마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정보통신분야가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Lee, 1997). 세기 말에는 Y2K로

인한 대재앙을 다룬 서적과 영화, 언론 보도로 인해 공포

감이 증폭되었다.

이렇듯 20세기 후반에는 신보수주의 정권, 거대한 다

국적 기업에 의해 경제구조가 재편되면서 권력을 독점

하는 지배 세력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었다. 또한 컴퓨터

와 인터넷이 보급되어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배 세력이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과학기술 자체가 인간의 제어를 벗어

나서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겨났다. 이것

은 결국 지배 계층과 기술에 의해 인간성과 자유가 상실

된 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 디스토피아 관념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3) 2000년 이후: 환경오염, 자원고갈, 핵 재난으로 인

한 환경재앙

20세기 후반에 권력을 독점한 집단과 첨단과학기술

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

는 동안, 한편으로는 새로운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었다. Levitas(1990)에 따르면 20세기 말에

는 핵 재난, 환경재앙이 야기하는 사회붕괴나 퇴조에

대한 이미지가 퍼져나갔으며 이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핵 겨울, 열대우림 파괴, 오

존층 구멍, 온실 효과, 극지방 빙하의 해빙은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Silent spring』으로 시작된 환경재앙에 대한 예측들은

소설의 소재가 아니었다(Levitas, 1990).

생물학자 Rachel Carson의『Silent spring(1962)』은 현

대 환경운동의 시작으로 여겨지며, DDT의 위험성과 한

종류의 곤충이 없어지면 어떻게 전체 먹이사슬이 변하

는지에 대해 다루었다(Strathern, 2007). 생물학자 Paul

Ehrlich는『The population bomb(1968)』에서 인구가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면 미래에는 식량과 자원이 부족할 것

이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라고 하였다(Strathe-

rn, 2007). 1972년 발표된『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

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100여 명의 과

학자, 기업가, 국가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로마클럽은 MIT

연구팀에게 현대사회가 자원고갈에 직면하기까지 얼마

나 걸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The limits

to growth』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이며, 산업화, 환경오

염, 자원소비가 계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가 성장을

멈추고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Goodman,

2008).

대중은 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였다. 아랍국의 석유 수출 중단 위협으로 인

해 기름값이 상승하여 1973년 석유 위기가 발생했고, 이

것은 석유에 의존하던 선진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하였다(Hart-Davis, 2007). 이 사

건은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한 1970년대에 위성은 남극 빙하의 해빙과 오존층의 구

멍을 포착하였고,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핵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핵 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 에너지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환

경문제가 인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Good-

man, 2008).

이처럼 20세기 후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온

환경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나 첨단과학기술보다도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Al

Gore는 2006년 다큐멘터리 <An inconvenient truth>를 제

작하여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Lee, 2013), 2011년 세

계기상기구는 이상기후가 이제 ‘이상’인 아닌 ‘일상’적

인 현상이 되었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미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 러시아 시

베리아 지역은 몇 개월 동안 영상 30도를 맴돌았으며, 기

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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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 높아졌다(Shin, 2012). 유엔 정부 간 기후 변화위원

회(IPCC)의 보고서(as cited in Gillis, 2011)에 따르면 21세

기에는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극한 기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인류가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1년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환경재해와 핵 에너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

다. 대중은 환경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환경재앙의 심각

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이상의 디스토피아 관념들은 특정 시기에만 존재했다

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배 세력과

첨단과학기술의 인간 통제 문제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20세기 후반이지만, 현재에도 정부와 기업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다시 부각되고 있다.

III.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의 유형 및 특징

1. 자유와 자기성찰을 추구한 패션

디스토피아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20세기 초의

작품들은 대중에게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

인시켰다. 현실 속 패션은 아니지만, 이 작품들이 현재

까지도 디스토피아 관념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m(1999)에 의하면『Brave new world』에서 아이

들은 계급에 따라 회색, 녹색, 카키색 유니폼을 입으며,

『1984』에서도 피지배계층은 푸른색 작업복을 유니폼으

로 입는다.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으로서 미래도시의 디

스토피아적인 모습을 표현한 Fritz Lang의 <Metropolis

(1927)>에서도 기계처럼 혹사당하는 노동자 계층은 <Fig.

1>과 같이 어두운 색의 유니폼을 착용한다(Kim, 1999).

작품 속 유니폼은 기술과 권력을 장악한 지배 계층에 의

해 개성과 자유가 말살된 대중의 상태를 표현해준다.

20세기 전반기에는 권위적인 국가권력과 기술, 이성

의 끔찍한 결과물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예술 운동과 철

학이 패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유로운 사고와 자기성

찰을 이끌어냈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예술 운동인 초

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보여준 인간성 파괴에 대

한 반발이었으며,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즉흥적인 그

림을 그리거나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환각적인 장면을

묘사하여 이성, 기술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였

다(Hughes, 1981/1991). Vogue는 1936년 11월호에 당시

큰 관심을 받고 있던 초현실주의에 대한 Agha(1936)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초현주의 예술가들은

이성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무의식을 탐구함으로써 꿈과 현실이 결

합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Salvador Dali

는 다이빙 수트를 입고 강연을 하거나 머리에 모자 대

신 빵을 얹는 등 그림 외에도 의상을 이용하여 대중에

게 충격을 주었다. Vogue는 이러한 예술 운동이 타 분야

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Elsa Schiaparelli의 서

랍이 달린 수트, 버튼 대신에 석탄 덩어리나 견과류(nut)

를 사용한 드레스, 어깨에 문 경첩이 달린 드레스 등을

소개하였다(Agha, 1936).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예

술가들과 협업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특히 서랍 모양

의 주머니가 달린 <Fig. 2>의 ‘Desk suit’, <Fig. 3>의 ‘Shoe

hat’ 등 Dali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 큰 주목을

받았다. <Fig. 4>의 ‘Tear dress’는 이브닝 가운에 보라색

과 핑크색 무늬를 프린트하여 멍들고 찢어진 살을 표현

하였다(Mendes & Haye, 2010). Martin(1987)은 이 드레

스가 파시즘이 유럽에 퍼져나가던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정치적인 사건과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커다란 바닷가재가 그려진 드레스, 곤충이 붙어있는 것

같은 목걸이, 눈속임(trompe l'oeil) 기법의 사용 등 전통

적인 발상을 깬 디자인을 보여줬다(Buxbaum, 2005). Schi-

aparelli는 국가권력이나 기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은 아니지만, 상식을 깬 디자인으로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면서 초현실주의 예

술가들의 정신을 이어나갔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기계문명에 대한 반발로서 철학

에서는 실존주의가 대두되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

유로운 존재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기획하

는 존재라고 여겼으며, 불안과 소외로 인해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철학이었

다(Park, 2008). 실존주의 철학은 1950년대 비트(beat) 문

화에 영향을 주었다. ‘비트(beat)’는 작가 Jack Kerouac이

1940, 50년대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절망하던

미국 청년세대를 일컬으면서 사용한 말이다(Y. K. Lee,

2011). 비트족들은 시를 쓰고, 동양의 선불교, 재즈 음악,

커피, 마약, 길거리 여행을 즐기며 주류문화와 획일화를

거부하였다(Tad, 1995). 대공황, 전쟁과 핵의 위협을 경

험한 비트족들은 정치, 자본주의, 획일화에 대해 불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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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존적이고 심플한 삶을 열망하였고 블랙 컬러의 옷

을 입었다(Phaidon, 2001). Polhemus(2010)에 의하면 블

랙 패션은 파리의 실존주의자들과 예술가들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이들의 패션이 재즈 뮤지션들에 의해 미국으

로 전파되었다. Juliette Greco의 블랙 폴로넥 상의, 블랙

바지, 두꺼운 블랙 아이라이너는 비트 스타일의 전형으

로 여겨졌다(Polhemus, 2010). Audrey Hepburn은 영화

<Funny face(1957)>에서 <Fig. 5>와 같이 블랙 터틀넥 스

웨터와 스키니 팬츠, 플랫 슈즈를 착용한 비트 스타일

을 보여줬고(Tad, 1995), <Fig. 6>의 Brigitte Bardot가 입

은 통 좁은 바지와 블랙 스웨터 역시 비트 스타일을 보

여준다(Phaidon, 2001). Y. K. Lee(2011)에 의하면 실존

주의는 인간이 죽음, 고통, 불안을 마주할 때 본래의 자

기를 찾게 된다고 보는데,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트

족들은 죽음과 고통을 암시하는 블랙 컬러를 사용함으

로써 불안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자기 삶

을 스스로 기획하는 자유로는 존재가 되기 원했던 것이

다. 또한 비트족의 블랙 패션은 당시의 보수적 정치 현실

과 인간의 자유에 반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기도 했다(Y. K. Lee, 2011). 비트족은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명목 하에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억누른 매

카시즘(McCarthyism), 소녀들 사이에서 유니폼처럼 유

행하던 바비 삭스(bobby socks) 스타일, 똑같은 모양의

주택으로 이루어진 레빗타운(Levittown)과 같은 자유롭

지 못한 체제에 반대하였다(Tad, 1995).

2.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표현한 패

션

1980년대 중반 사이버펑크 문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빅 브라더처럼 되어가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전산망

에 침입하여 우수한 정보기기 능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는 집단이 등장하였다(Lee, 2000). Polhemus(2010)에

의하면 이러한 1980년대의 사이버펑크족은 컴퓨터 네

트워크와 가상현실을 발전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하여 지배 시스템에 저항했으며 특징적인 스타일을 추

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는 런던의

거리와 클럽에서 <Fig. 7>의 <Mad max> 영화처럼 특이

한 복장을 한 새로운 부류가 나타났다. 이들은 <Fig. 8>

처럼 타이어 휠 캡, 가스 마스크, 고무튜브 등의 산업폐

기물과 신소재를 이용한 스타일을 보여줬으며, 사이버펑

크족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외되고 고립된 사

람들을 연결하고 계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Fig. 1. Uniform of laborers.

by film <Metropolis> capture.

(1927).

Fig. 2. Desk suit.

From Phaidon.

(2001). p. 414.

Fig. 3. Shoe hat.

From V&A Collections. (n.d.).

http://collections.vam.ac.uk

Fig. 4. Tear dress.

From Buxbaum.

(2005). p. 43.

Fig. 5. Beat style.

From Tad.

(1995). p. 327.

Fig. 6. Beat style.

From Phaidon.

(200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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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Polhemus, 2010). 가상현실이나 영화에서 튀어나

온 것 같은 사이버펑크 스타일은 지배 계층이 정보기술

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대중

을 지배하려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저항의지를 보여줬

다.

또한 1990년대에는 옷에 기계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첨단과학기술이 옷과 몸에 결합된 상태를 묘사한 컬렉

션이 등장하였다. Jean Paul Gaultier는 ‘Mad max’라는

이름으로 1995 F/W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Mad max>

는 1979년 개봉 후 여러 편의 시리즈로 제작된 영화이

며, 석유 부족과 핵 전쟁으로 환경이 황폐해지고 무법

폭주족 갱들이 넘쳐나는 미래에서 악당들과 싸우는 주

인공의 모습을 보여줬다(Mad Max Online, 2005). ‘Mad

max’ 컬렉션 초대장은 <Fig. 9>과 같이 전자회로 이미지

를 사용했으며(Chenoune, 2005), 컬렉션에는 전자회로를

암시하는 도트 무늬의 스판덱스 바디 수트 <Fig. 10>이

등장하였다.

Alexander McQueen은 Givenchy 컬렉션에 영화 <Blade

runner>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Bowles, 1999). <Blade

runner(1982)>는 핵 전쟁 이후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방사능 재를 피해서 지구 밖 식민지로 떠난 미래를 배

경으로 한다(Goodman, 2008). 영화에서 거대 기업이 인

조인간을 발명하여 노예처럼 사용하고 폐기하는 비인

간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지구로 숨어들어온 인조인간

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공격한다. Givenchy 1998

F/W 컬렉션은 <Blade runner>의 인조인간 Rachael <Fig.

11>의 헤어 스타일과 의상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을 보여

줬다. McQueen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는 날카로

운 가죽 수트 <Fig. 12>가 포식자를 막기 위한 왕나비

의 경계색처럼 경고 사인이 되기 바랐다고 했으며, 이는

자기방어가 필요한 불안한 도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Cooper, 1998). 그의 아이디어는 다음 해에 좀 더 구체

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Givenchy 1999 F/W 컬렉션에

서는 모델들이 <Blade runner>의 인조인간 Pris <Fig. 13>

과 유사한 모습을 했다. 이 컬렉션은 <Fig. 14>−<Fig. 15>

과 같이 발광성의 전자회로 프린트, 투명 아크릴과 LED

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보여줬다(Lee, 2005). 이러한 디자

인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변한 삭막한 인간 혹은 인조

인간을 연상시킨다. Evans(2003)는 이 컬렉션이 외계에

서 온 인조인간 같으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Hussein Chalayan의 2000 S/S 컬렉션에서는 리모컨

으로 조종하는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이 컬렉션의 초대

장에는 리모컨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소년의

사진이 있었고, 패션쇼 프로그램에는 리모컨으로 살아

있는 백조를 조종하려는 소년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 소년이 <Fig. 16>처럼 런웨이에 나타나서 리모컨을

조작하자 <Fig. 17>과 같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

레스의 패널이 열렸다(Evans, 2003). Chalayan은 살아

있는 것조차도 리모컨으로 조종하려는 행동이 기술에

대한 과장된 기대, 삶을 조종하려는 인간의 경향을 보

여준다고 하였다(“Holding Pattern”, 2008). Quinn(2002)

은 이러한 기계적인 드레스를 착용함으로써 인간의 능

력을 향상시키고 옷을 통해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

Fig. 7.  Costume of

<Mad max 2>.

From Horsting.

(1987). p. 60.

Fig. 8. Cyberpunk

style.

From Polhemus.

(2010). p. 190.

Fig. 9. Jean Paul Gaultier

1995 F/W invitation.

From Chenoune.

(2005). p. 49.

Fig. 10. Jean Paul

Gaultier 1995 F/W.

From McDowell.

(200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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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부 시스템이 착용자를 조

종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이 인간의 명령을 벗어나서 인

간을 조종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컬렉션들은 기술이 발달한 상태를 긍정적인 태

도로 보여주지 않는다. 핵 전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

간과 유사한 인조인간이 노예처럼 사용되며 인조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인간성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며 인간은 언제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인간까지도 기계처럼 조

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낳는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컬렉

션 사례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인

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3. 환경재앙을 우려한 패션

Davis(1984)는 1984년 Vogue 11월호에서 핵 재앙 이

후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는 영화, 문학, TV 프로그

램, 예술 작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

이 비관적인 전망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사

는 죽음이 아닌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결론 지으면서

Katherine Hamnett의 1984 S/S 컬렉션 사진을 제시하였

다. 사진 속에서 두 모델은 <Fig. 18>과 같이 ‘Worldwide

nuclear ban now’, ‘Stop acid rain’이라는 메시지가 프린

트된 티셔츠를 입고 있다.

196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

되었지만, Leggett(1990)에 따르면 1990년대가 되어서

야 주요 패션 디자이너들이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관

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디자이너들은 옷에 환경보호 메

시지를 프린트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다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Katha-

rine Hamnett은 1983년부터 ‘Preserve the rain forest’, ‘Ban

pollution’, ‘Clean up or die’ 등의 메시지를 프린트한 티

셔츠를 디자인했으며, Moschino 역시 ‘Save our sphere’,

‘Stop acid rain’, ‘Protect the ozone layer’라는 메시지가

있는 티셔츠를 디자인하였다(Leggett, 1990). Norma Ka-

mali는 1990 S/S 컬렉션을 위해 오존층과 숲의 파괴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으며, ‘Acid rain squad’, ‘Earth chil-

dre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ts’라는 메시지를

옷에 프린트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지 않

는다면 패션계는 앞으로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Fig. 11. Rachael.

From Esquevin.

(2012). http://www.

silverscreen-

modiste.com

Fig. 12. Givenchy

1998 F/W.

From WGSN.

(1998). http://

www.wgsn.com

Fig. 14. Givenchy

1999 F/W.

From Ange Deforme.

(2009). http://

angedeforme.com

Fig. 15. Givenchy

1999 F/W.

From Ange Deforme.

(2009). http://

angedeforme.com

Fig. 13. Pris.

From Esquevin.

(2012). http://www.

silverscreen-

modiste.com

Fig. 16. Hussein

Chalayan

2000 S/S.

From Evans.

(2003). p. 273.

Fig. 17. Hussein

Chalayan

2000 S/S.

From WGSN. (1999).

http://www.wg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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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Leggett, 1990).

옷을 통해 환경이 파괴된 상황을 묘사한 사례도 있었

다. Hussein Chalayan은 2005 S/S 시즌에 여성복 세컨드

라인 ‘Chalayan’을 런칭했으며, <Fig. 19>과 같이 다양

한 동물 사진을 조합한 프린트를 사용하였다. 그는 프

린트에서 멸종 동물을 흰색으로 칠하여서 이 프린트가

환경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Mower, 2004). Alexan-

der McQueen은 2010 S/S 컬렉션에서 생태계 붕괴에 대

한 종말론적 시각을 표현하였다(Mower, 2009). 그는 지

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인

간이 수중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Mc-

Queen은 <Fig. 20>처럼 파충류 프린트를 사용했으며, 상

어나 돌고래의 피부를 표현한 소재도 사용하였다. 기다

란 금속 인조손톱, 높이 솟은 헤어, 올록볼록한 피부는 생

물학적 변태를 표현하였다(Mower, 2009). Hussein Cha-

layan의 2011 F/W 컬렉션은 제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

이후 세계에 문을 연 일본을 테마로 하였다. Chalayan은

<Fig. 21>처럼 일본식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미국 폭격

기의 모습을 프린트로 사용하였다(Blanks, 2011). 이것

은 핵 폭탄으로 파괴되어 버린 일본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며, 공교롭게도 2011년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직전에 발표되었다.

디자이너들은 환경파괴에 대비하여 보호기능이 있는

디자인도 선보였다. Siroto(1994)는 1994년 Vogue 3월호

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으며, 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구조(salvation)를

위한 하이테크 소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Donna Karan은 미래의 환경이 혹독

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래에는 태양광으로부터 사

람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옷이 필요할 것”

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4 S/S 컬렉션에서 <Fig. 22>와

같이 방수성이 있는 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 섬유로

만든 스커트와 재킷을 선보였으며, 이 옷들은 어둠 속에

서 빛을 반사하였다. Siroto는 이것이 현대의 보호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Sylvia Heisel은

1994 S/S 컬렉션에서 테플론을 사용한 코트와 바지를

디자인하였다. 그녀는 테플론을 사용한 옷이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바람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미래환경에서

필요한 옷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Siroto, 1994). Hussein

Chalayan의 2007 F/W 컬렉션은 환경을 주제로 하였다.

그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LED 드레스로 표

현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상기시켰고(Sullivan, 2007), 기

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디자

인을 보여줬다. <Fig. 23>의 코트는 보호기능이 필요할

때 헤드기어를 작동시켜서 헬멧처럼 얼굴을 가릴 수 있

었고, <Fig. 24>의 플렉시 유리(Plexiglas) 헬멧은 어두운

겨울밤을 대비하여 불이 켜지는 디자인이었다(Mower,

2007b). Undercover의 2007 F/W 컬렉션도 지구온난화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 Jun Takahashi는 앞으로 겨울이

따뜻해질지 혹독하게 추워질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체온 변화에 따라 축열방열을 하는 인텔리전트

소재를 사용했으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Fig. 18. Katherine

Hamnett 1984 S/S.

From Davis.

(1984). p. 204.

Fig. 19. Chalayan

2005 S/S.

From Mower.

(2004). p. 200.

Fig. 20. Alexander

McQueen 2010 S/S.

From Style.com. (2009).

http://www.style.com

Fig. 21. Hussein

Chalayan 2011 F/W.

From Style.com. (2011).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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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와 울 코트에 방수성을 추가하여 <Fig. 25>와 같은

디자인을 선보였다(Mower, 2007a). 그는 옷에 티타늄

코팅을 하여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축열 보온소재인

서모트론(Thermotron)을 사용하였다(Herman, 2007).

IV.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의 사회적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형성된

디스토피아 관념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디자이

너와 하위문화 집단에 영감을 제공해왔다. 본 장에서는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였다.

1. 두려움의 표현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현재의 상태

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Schiaparelli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던 초현

실주의 예술가들이 끌어내고자 했던 무의식에는 이성

의 결과물인 전쟁과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비

트족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획일화를 종용하는 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두려워했다. 사이버펑크는 첨단기술이

지배 시스템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

작되었고, 기계화된 의복이나 몸을 표현한 컬렉션은 첨

단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기계처럼

여겨지거나 기술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담았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컬렉션들은 환경파괴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하

였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한 절망과는 거리가 있으며, 상

황을 직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Camus(1946)는 아

플 때 치료에 앞서 병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두

려움으로 고통 받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

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

다.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절망이나 체

념의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의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대중에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시대의 문제점을 직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2. 비판적 사고 유도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에는 현실에 불

만족하는 디자이너와 집단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반

영되며, 이것은 디스토피아 문학 속 주인공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디스토피아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사회의 중

심에서 벗어나서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

은 독자에게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사회를 비판

적으로 보도록 만든다(Donawerth, 2003).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는 19세기 말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방식인데, 대상을

지금까지 보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여 우리의

Fig. 22. Donna

Karan

1994 S/S.

From Vogue.

(1993). p. 351.

Fig. 23. Hussein

Chalayan 2007 F/W.

From Chalayan.com.

(2007).

http://chalayan.com

Fig. 24. Hussein

Chalayan 2007 F/W.

From Style.com.

(2007).

http://www.style.com

Fig. 25. Undercover

2007 F/W.

From Firstviewkorea.

(2007). http://www.

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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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새롭게 하고 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회화, 조각, 연극 등 모든 예술 장르에 영향을 미쳤으며,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depaysement) 역시 이에 속한

다(E. Lee, 2011). Schiaparelli의 초현실주의 패션은 사

물의 본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

켜서 새롭고 낯선 장소에 조합시키는 데페이즈망 기법

을 사용하여 보는 이의 고정관념을 깨고 충격을 주었다

(Kim, 2010). 통상적인 의복 재료가 아닌 산업폐기물을

몸에 부착한 사이버펑크 스타일이나 <Fig. 14>−<Fig. 15>,

<Fig. 20>처럼 전자회로, 파충류 프린트로 몸을 뒤덮어

서 모델을 인간이 아닌 제3의 생명체로 만들어버리는 것

또한 데페이즈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Fig. 16>−<Fig.

17>은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에 리모컨을 사용함으

로써 기술과 생명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낯설게 하

기 방식을 보여준다.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이러한 낯설

게 하기 방식을 통해서 대중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고,

패션에 표현된 두려움이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한

다. 이것은 현실에 잠식되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중의 정신을 환기시켜서, 현실로부터 거리

를 둔 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다.

3.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과 대안 모색

20세기 초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들에서 주인공은

독자에게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지만, 주인공의 불

만과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디스토피아 소설 속 주인공들은 사회 체제에

저항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놓았다(Baccolini & Moylan, 2003).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 역시 20세기 중

반까지는 대중들의 비판적 사고를 일깨우는 문제제기 단

계에 그칠 뿐 적극적인 행동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

록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Katharine Ham-

nett을 위시로 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환경보호 메시지가

프린트된 디자인을 발표함으로써 디스토피아적인 상황

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대중뿐만 아니라

패션계가 친환경적인 소재와 생산방식을 이용하도록 변

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사이버펑크족은 정

보기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정부나 거대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처

럼 소외된 사람들과 연합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

며, 가상현실이나 영화 속 전사처럼 꾸민 스타일은 사회

를 변화시키려는 그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준다. 뿐만 아

니라,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디스토피

아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아

니지만, <Fig. 22>, <Fig. 25>처럼 하이테크 소재를 사

용하거나 <Fig. 23>−<Fig. 24>처럼 옷에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여 환경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았다.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대중과 디자

이너들이 현재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사회를 비판적으

로 보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최선

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치 유토피

아가 현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더 나은 사

회를 희망하게 하며 행동을 자극하듯이, 디스토피아 관

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더 나은 사회, 희망이 존재하는

사회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

션의 유형과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에 형성된 디스토피아 관념이 패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여 그 연관관계를 확인

하고,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디

스토피아가 문학에서 처음 등장하여 주목받기 시작한

20세기부터 현재까지 디스토피아 관념의 변화를 파악했

으며, 디자이너 인터뷰, 패션 에디터의 컬렉션 테마 설

명, 패션 스타일들의 출현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 사례를 선

정하였다.

1900년부터 1950년대에는 권위주위 국가권력과 기계

문명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가 디스토피아로 여겨졌

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예술 운동과 철학은 자유

와 자기성찰을 추구하는 패션을 탄생시켰다. 그 예로는

Schiaparelli 초현실주의 패션과 비트족의 블랙 패션이

있다. 1960, 70년대에는 디스토피아 사상이 잠시 약화되

었다가 1980, 90년대에는 권력독점 집단이 첨단과학기

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통제하거나 첨단과학기술이 인

간을 공격하는 디스토피아가 주목받았다. 이것은 사이

버펑크 스타일, 기술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기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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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패션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

기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환경오염, 자원고갈, 핵 재

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2000년 이후에는 환경재앙

이 발생한 디스토피아가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

호 메시지를 프린트한 디자인, 동물 멸종, 핵 재앙, 인간

의 변태 등 환경파괴를 표현한 디자인, 하이테크 소재

나 기계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디자인

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형

성된 디스토피아 관념은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디자이너와 하위문화 집단에 영감을 제공하였다. 디스

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그 시대의 두려움을

표현함으로써 대중에게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

를 직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낯설게 하기 방식을 통해

서 현실에 잠식된 대중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현실을 비

판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한다. 또한 디자이너와 대

중은 이 패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

동을 모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대안

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디스토피아 관념의 영향을 받은 패션은 절망

이나 체념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

고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삶을

위한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은 무관심하고

쿨(cool)한 태도만이 멋지고 패셔너블하다는 고정관념

을 깨트리며, 패션이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와 패션의 관계에 주목한 본 연구

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Vogue 자료 및 미국

Style.com을 활용하여 그동안 다뤄지지 않은 사례를 최

대한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국가별로 중요하게 보는 패

션 사례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Vogue 및 Style.

com에서 간과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

한 21세기에 진입한지 십여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21세기의 디스토피아 관념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21세기

의 디스토피아 관념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국

가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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