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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costumes have evolved while reflecting the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values of the era.

Costumes gain meaning by being worn that also allows their various symbolic meanings to be derived.

Costumes worn in festivals by specific societies and organizations have especially apparent symbolism per-

taining to their purpose. Most countries have traditional festivals that embody the country's distinct culture,

history and traditions. These festivals are acts of consciousness expressing a special meaning of the com-

munity. Costumes represent a glimpse of life and culture during a festival period; in addition, the costume's

style, color elements and decorations are expressions of community values and a distinct symbolic mecha-

nism. Totemism (a significant element of these festivals) has been passed down for many generations. The

current costumes for Totemism are distinct (compared to normal festival costumes) and embody a more

symbolic meaning. This study deduces the exaggerated style, the concealment and disguise of the human

body, and the pursuit of pleasure expressed in the Totemism costumes of regional European festivals. The

symbolization theories of C. G. Jung and an analysis of Totemism costumes allow an understanding of their

existential significance, their role as the medium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their meaning

of symbolic transcendental unity, and their meaning of giving consciousness to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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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즘

I. 서 론

인간의 복식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반영

하며 발전해 왔으며, 복식은 착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획

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징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특정 사회나 집단의 축제, 의례와 같은 행사에서

착용되는 복식은 목적에 따른 상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축제나 의례는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의 의식을 행

하는 행위로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고유한 문화나 역사

와 전통이 담긴 축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축제기간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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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복식의 형태, 색채, 장식 등은 소속 공동체 및 개

인 특유의 의식을 표현하며, 고유한 상징체계의 역할을

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축제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복식은 특정 동 ·식물을

활용하여 그 조형성에 토테미즘의 성격을 부여하는 경

향이 강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을 이어 현재에

도 일반적 복식과 구별되는 특별하고 고유한 복식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특정 동 ·식물을 신성시할

때 그 대상은 토템이 되며, 집단과 특수관계로 맺어진 토

템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숭배를 받을 정도로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Kim, 2009). 토테미즘은 인간과 동 ·식물

의 대응관계를 통해 영적 교류를 실현할 뿐 아니라 특

정 토템을 통한 상징적 의미전달로 집단 내의 그리고

집단 간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융(C. G. Jung)의 상징이론(Tacey, 2007/2008)에서 상

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

미 있는 것이나 그 의미의 특징과 관련되는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표현하고 각성시키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자

표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징은 동 ·식물을 우상화

하며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가시화하는 토테미

즘 복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으며, 융이 제시한 상징이론은 토테미즘 복식의 분석

과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토테미즘과 융의

상징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유럽 지역축

제에 착용되는 토테미즘 복식의 사례분석을 실행하였

다. 오늘날까지도 축제가 행해짐으로써『내셔널 지오

그래픽』에서도 주목을 한 유럽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

하였는데,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의 지역축제로 제한하였다. 유럽에는 각 나라

마다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토테미즘 성격

을 고유하게 발현하고 있는 위의 지역축제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축제에 관련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상

이나 의복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토테미즘 관

점에서 복식을 바라본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제에서 토템이라는 특수한 의식체계가 적용

된 복식을 통해 각 나라 고유의 전통의상과는 별개로 복

식의 미적 양식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인간의 표현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며, 정신분석

학적 측면의 융의 상징이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복식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토테미즘

고대에는 인간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연현상이나 동

·식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서로의 영적인 교류

가 가능하며 인간과 유사하다는 보편적 믿음이 있었다.

동 ·식물은 상징과 신성의 대상인 토템이 되며, 토테미

즘은 인간이 거의 최초로 형성한 야생적 사고이며, 본

원적 사유로 인류의 역사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Kim,

2009). 특정 동 ·식물은 신과 같은 존재로 집단 구성원

들의 숭배를 받았으며 집단 또는 개인과 다양한 방식으

로도 관계를 형성하였다. 인간은 동 ·식물을 숭배하는

의식을 통해 토템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을 발현시키고자

했으며 토템은 종교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상징이 되었다.

토템이라는 용어는 민족지적인(ethnographic) 문학에

서 18세기 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내

부의 부족들을 통해 토테미즘의 신념이 종교적 시스템

과 일관성 있다는 것을 논의하면서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Durkheim, 1912/2001).

토템은 대부분 동물을 의미하긴 하지만 항상 그 동물

자체로 대입되는 것을 넘어서 상징이 부여되며 그 동 ·식

물의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토테미즘의 이미

지는 단지 신성화된 무엇이라기보다 토템과 관계를 갖

는 의식과 의례의 실재적인 대상이다(Durkheim, 1912/

2001).

토테미즘은 매우 엄격하게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만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템을

지닌 집단은 그 토템 동물로 불리거나 토템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신화나 전설을 함께 보유해야 하며, 토

템에 대한 집단적 의례나 의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

다는 조건들이 있다(Kim, 2009). 그러나 현대의 토테미

즘은 위와 같은 조건들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변형된 경

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토테미즘의 여부를 가리는데 많

은 제약이 따른다.

토테미즘은 토템과 인간 집단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둘러싼 신념, 의례, 풍습 등의 제도화된 체계를 가리키

며(“Totemism”, 2014),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과 동일시

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애니미즘 혹은 샤머니즘과 구별

된다. 애니미즘은 모든 대상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

는 세계관으로서(“Animism”, 2014) 원시종교의 가장 원

초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애니미즘은 제3의 존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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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믿고 그 실체를 아니마로 보았으며(Hwangbo, 1998),

샤머니즘은 사람이나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

음으로 특별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럽의 지역

축제에서 특정 동 ·식물을 통한 집단적 상징이 잘 나타

나는 의식적인 행위를 토테미즘으로 이해함으로써 토

테미즘 복식의 상징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융(C. G. Jung)의 상징이론

상징은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융은 프로이드(Freud)와 더불어 꿈과 정신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상징의 의미와 본질을 설명하였으며, 상징은 곧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였다. 기호는 명백하게 겉으로 드

러나는 알려진 것이지만 상징은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

운 것으로 오로지 직관이나 시적인 이해에 의해서만 식

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Tacey, 2007/2008). 토테미즘 복

식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분석하기 위해 융이 제시한 상

징의 의미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상징의 의미

상징은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희랍어 동사 ‘Symbo-

lon’에서 유래하였으며 둘로 나눠진 한 물체를 뜻한다

(Kim, 2001). ‘Symbolon’은 원래 하나로 된 물건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가, 오랜 뒤 다시 만나서 그 나누

어진 부분을 맞춰보면 그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한다(Littre, as cited in Kim, 2001).

따라서 상징은 이미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연결시켜 하나의 것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상징은 일차적인 의미를 초월할 수 있으며, 또한

전혀 다른 실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상징은 무의식에

머물러 있는 내용들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시화함

으로써 그 의미를 인간의 의식에 전달하게 하며, 원형

은 추상적일지라도 특수한 형태, 형상, 이미지, 대상 등

을 통해 실재하게 된다. 융은 이러한 상징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하였다(Kim, 2001).

상징은 사람들의 집단성을 토대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결코 한 개인의 고안물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집단의

문화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난다(Kim,

2001). 따라서 상징적 표현은 집단 문화 내면의 정신세계

를 암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제공함으

로써 집단적 정당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Lucie-Smith,

2007).

2) 상징의 기능

기호와 상징은 ‘의미한다’라는 공통적 맥락을 갖지만,

기호는 그 대상을 단순하게 가리키는 반면, 상징은 그 대

상을 넘어서 의미를 설명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Kim,

2001). 예술에서 상징주의는 직접적인 지각과 관념적인

해석으로 나타나며, 작품 속에 보이는 형상 외에 항상 다

른 무엇, 즉 다른 세계와 의미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Yoo, 2007). 이러한 상징은 이미지

를 통해 전혀 다른 실재를 나타내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또한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 상상계와 실재계, 사람

과 사회 등을 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무

의식에 머물러 있던 내용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

러냄으로써 그 의미를 의식에 전달하고, 하나의 이미지

를 통해 상상에 머물러 있던 정신적인 내용들을 실재하

게 한다(Kim, 2001). 융은 상징이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

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심리적 에너지가 원활

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Jung, 1964/2013).

상징은 하나의 이미지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

며, 이러한 의미들이 상반될지라도 의미들을 통합시키

는 초월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융은 상징의 이러한 초

월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초월의 상징은 무의

식의 내용을 의식화하여 인간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형적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Jung & Franz,

1964/1996).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상징의 역할을 정

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III.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

1. 유럽의 축제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스러운 날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전통적으로

종교현상의 하나로 여겨졌다(European Culture & Infor-

mation Center, 2003). 축제는 한 문화의 고유한 전통과 문

Table 1. The role of symbol

Role of symbol

Participation in reality

Uniting the opposites

Transcend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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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소망과 기원이 담

긴 문화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축제는 계절의 순환에

따른 풍요로운 생산에 대한 기원과 감사를 위한 행사,

삶의 통과 의례에 따른 행사(Han, 2009), 특정 역사의 기

념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며 12월 초

에서 부활절까지 다양한 축제를 치루고 있으며, 기독교

축일과 더불어 사육제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바흐친(Bakhtin)은 사육제적 이미지를 통해서 사회구

조나 체계 및 사회관계가 현상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으

며(Kelly & Kaplan, as cited in Ryoo, 2003), 베세네(Be-

ssaigner)(as cited in Ryoo, 2003)는 현재까지 행해지는

의례적 축제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원형이 거의 완벽하

게 남아있는 상태로 의미있는 집단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르동(Gordom)(as cited in Ryoo, 2003)

은 축제란 신성성이 부여되는 행위로 초자연적인 힘과

의 접촉으로 원시와 인간의 사고를 통합시키는 행위라

하였다.

메스닐(Mesnil)(as cited in Ryoo, 2013)는 상징적인

상황 변화를 통해 ‘재생’된다는 차원에서 사육제는 가

장 보편적인 축제의 전형이라고 하였다. 사육제는 종교

적인 금욕기간인 사순절에 앞서 향연을 베풀고 동시에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변화를 기념하는 것이다. 축

제를 자유로운 행동인 놀이로 설명한 호이징가(Huizin-

ga, 1971/1989)는 가장, 분장, 사육제 등을 예로 들면서

축제기간 중에는 일상생활의 규칙과 질서를 벗어나, 환

락과 자유를 통해 일시적인 일상의 소멸과 신성의 형성

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 역사, 전통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

요한 문화 단서가 되며 축제 참가자들의 착용 복식은

각 지역축제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필수 요소이

다. 축제기간에는 평소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던 것들

이 해제되고 가면을 쓰고 거리의 행인을 모욕하거나 물

건을 던지는 등 일탈적인 행동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러

한 축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규범이 없는 공포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Duvignaud, 1973/

1998).

2.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 분석

유럽의 지역축제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

는『National Geographic Korea』2013년 4월호 ‘유럽의

야인’에 실린 토테미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축제 중 프랑스, 포르투갈, 스위스, 독일, 불가리

아,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프랑스

프랑스 피레네 산맥 지방의 프랑스 곰 축제(Fete de

l'Ours)<Fig. 1>는 새해를 축하하고 봄을 알리며, 그 지

역에 줄어들고 있는 곰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킨다. 곰

은 그 지역의 봄을 알리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축제의

참가자들은 곰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변장한다.

곰은 야인에 가장 근접한 동물이며, 곰을 인간의 조

상으로 다루는 전설도 있다. 곰은 본래 샤머니즘적 의

미에서 주술, 치유, 지혜, 힘, 용기와 관련이 있으며 겨

울잠이 상징하는 죽음과 부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

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피레네 지방의 곰 축제에서 곰으로 변장한 사람은 석

탄과 기름으로 신체를 검게 칠함으로써 공격적인 인상

을 주며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 몇몇 사람

들은 사냥꾼의 복식을 착용하거나 보호자의 역할을 한

다. 사냥꾼이 좋은 와인으로 채워진 총을 발사하면 사냥

을 시작하는 신호가 된다. 흰색 컬러의 의복을 착용한

Fig. 1. France ‘Fete de l'Ours’.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a).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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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로 분장한 남성은 밀가루로 신체를 칠해 하얗게

위장을 하고 레이스 보닛(Bonnet)을 착용한다. 이발사들

은 곰을 체인으로 묶어 의자에 앉혀서 이발을 하는 행

동을 하는데 이는 곰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행위이다. 축

제의 마지막은 곰과 사냥꾼, 이발사의 춤으로 마무리된

다(Dylan, 2014).

중요한 상징인 곰으로 변장하여 몸 전체를 검게 칠하

고 양의 가죽과 털로 온몸을 덮어 토템의 원형을 표현

하는데, 검은색의 위장은 참가자 본래의 모습을 은폐시

키며 곰의 공격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이발사는 흰색으

로 위장하여 검은색의 곰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주체

와 객체, 존재와 탈존재의 대립을 의미한다.

2)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라자림(Lazarim) 축제<Fig. 2>에서는 원

시적인 가면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마을을 뛰어

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한

다. 가면은 카레토(Careto)라는 나무 소재를 사용하여

손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카레토의 전통은 포르투갈의

켈트(Celtic) 종교의례에서 비롯되었다(“Careto”, 2014).

학자들은 카레토의 전통이 마술적인 측면과 풍년을 기

원하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카레토는 그로테스크한 조형성으로 보는 이에게 놀

라움과 두려움을 준다. 본래 가면은 불투명성, 비일상성,

탈개인성, 익명성을 지니고 신화적 혹은 탈신화적이며,

자연적 혹은 비자연적 욕망을 드러내며 위장과 변신, 위

반과 배출, 분리와 은폐 등을 행하게 한다(Han, 2011). 카

레토는 위장의 도구로써 정체를 혼란시키고 신비적 느

낌을 전달하며 자신을 숨기고 평소에 제한되었던 행동

을 가능하게 한다.

카레토를 착용하는 젊은 남성은 다양한 원색 프린지

로 장식된 의복을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기도 한다. 지팡

이는 흔히 마법과 관련이 있으며 마녀의 기운과 힘을 상

징하고, 기운을 잘 전달하는 나무로 제작된다(Miranda

& Philip, 2006/2010). 프린지 장식은 아메리카 인디안

민속 복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적

인 느낌을 전달하며, 격렬한 동작의 움직임을 극대화시

켜 가시적인 효과를 높인다.

3) 스위스

스위스의 실버스터클라우스(Silvesterklaus)<Fig. 3>는

‘New Years Claus’라고 불리며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이

Fig. 2. Lazarim.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b).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Fig. 3. Silvesterklaus.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c).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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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해를 기원하며 의복에 소나무의 나뭇가지와 소의

방울을 착용하고 돌아다닌다. 무거운 복식의 무게 때문

에 대부분 남성이 착용하며, 마을 각 집을 방문하면 음

식과 돈을 제공 받는다.

자연 소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

와 마치 거대한 숲 그 자체로 투박한 원시자연을 연상

하게 한다. 숲은 영령과 다신과 관련된 공간으로 많은

문화에서 나무에 정령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Miranda & Philip, 2006/2010). 나뭇가지를 반복, 중첩,

병치시킨 독특한 형태의 복식은 주목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유희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크게 부풀려진 실루

엣은 인체의 본래 비율을 무시하고 확대를 통한 과장을

보인다. 얼굴도 검게 칠하여 익명성을 강조하며 동 ·식

물의 상징을 잘 표현함으로써 토템을 중심으로 참여자

와 관람자를 몰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4) 독일

독일의 스트로만(Straw man) 축제<Fig. 4>는 늦은 겨

울이나 이른 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혹은 크

리스마스 이브에 진행되는 행사로 짚으로 만든 동물 형

상이 특징적이다. 민속학자들은 이 형상은 중세 야인의

형태에서 기인되었으며, 겨울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

다. 유사한 축제가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Straw bear”, 2014).

사람들은 보리, 호밀, 귀리 등의 짚을 사용하여 만든

거대한 의복으로 몸을 감싸서 두른다. 몸 전체를 감싸

기 때문에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아 성별을 알 수가 없

으며 위쪽으로 점점 길고 가늘어지는 다발 모양이 머리

장식을 하거나 감싼다. 극도의 형태 과장을 통해 인체

크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5) 불가리아

쿠케리(Kukeri)<Fig. 5>는 전통적인 불가리아의 축제

로 ‘Kuker’라는 용어는 생산, 번식의 신성화라는 의미

이다. 악령을 쫓고 풍부한 수확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

고자 새해와 사순절에 진행된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며

쿠케리는 악령을 쫓고자 종을 울리며 마을을 돌아다닌

다(“Kukeri”, 2014). 양이나 염소 가죽을 입고 숫염소 뿔

과 나무로 된 동물의 가면을 착용하거나, 나무로 된 남

근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부착하기도 한다. 빗자루를 들

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는데 쓰

이며 남근을 상징하기도 한다(Miranda & Philip, 2006/

Fig. 4. Straw Man.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d).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Fig. 5. Kukeri.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e).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 6 –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 연구-융의 상징이론을 중심으로- 7

2010). 동물의 털과 가죽 등의 사용은 정령의 존재에 대

한 주술적 염원이 깃든 효과를 주며 고대 이래로 숫염

소 뿔은 신의 힘을 상징하고 힘과 방어라는 의미에서

남성을 상징해왔다(Choi, 2001). 동물 가면은 정교한 디

테일로 과장되어 제작되는데 괴물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형상화하여 악령을 쫓는 의미이다. 의복에 착용하는 무

거운 종은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의

미로 전해지고 있다.

6) 오스트리아

크람푸스(Krampus)는 뿔이 달린 사람의 모습으로<Fig.

6> 크리스마스에 선행에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와 반

대로 아이들의 잘못에 벌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 남

성들이 낡은 체인과 종들로 악령의 모습인 크람푸스로

변장하여 거리의 아이들에게 겁을 준다. 크람푸스는 다

양한 외형이나 주로 밤색과 검정색의 긴 털과 갈라진 발

굽, 염소의 뿔로 장식한다. 악령을 묶는 상징으로 체인

을 갖고 다니며, 몸부림치면서 종의 효과음으로 드라마

틱한 이미지를 준다(“Krampus”, 2014). 크람푸스는 거대

한 크기로 놀라움을 주며, 착용자의 인체가 거의 보이

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하다.

3.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의 표

현특성

유럽의 지역축제를 통해 그 지역만의 문화 의미가 담

긴 독특한 토테미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토테미즘

복식의 표현특성을 살펴본 결과 과장된 형상, 유희, 가

장과 은폐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1) 과장된 형상

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은 보통 의복보다 과장

된 형상을 보인다. 이는 실루엣이 명확히 드러나기보다

는 부피와 크기가 확대됨으로써 상징적인 동 ·식물의

특징을 부각시켜 주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지역축제의 경우 곰을 상징하는 토테미즘 복

식은 양의 가죽이나 동물의 털을 사용하여 곰과 흡사한

모습을 재현하였는데 거대한 크기는 공격적인 이미지를

잘 전달하였다. 포르투갈의 라자림 축제에서는 동물을

상징하는 가면과 프린지로 장식된 복식을 착용하였는

데 단순한 프린지 장식만으로 장식성이 더욱 강조되었

다. 스위스의 실버스터클라우스는 식물의 나뭇가지를

사용한 토테미즘 복식을 착용하였다. 인체 실루엣을 드

러내지 않고 착용자 신체를 랩핑(Wrapping)한 형태로

마치 하나의 숲과 같은 스케일을 보였다. 독일의 스트로

만은 다양한 짚을 사용한 토테미즘 복식을 통해 겨울의

화신으로서 추위와 맞서는 두꺼운 부피감을 보였다. 특

히 머리 장식이 하늘을 향해 솟아 길이의 확장 및 과장

을 보였다. 불가리아의 쿠케리는 인체 전체를 감싸는 털

로 부피감을 형성하며, 뿔 장식을 한 가면은 혐오와 위

협을 전달하기 위해 과도한 표정을 자아낸다.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의 과장성의 특징

은 보편적인 유럽축제의 거인성과 관련이 있다. 유럽의

다양한 축제에는 거대한 크기를 한 거인상 퍼레이드가

존재하며 이는 유렵의 거인 신화와 관련이 있다. Euro-

pean Culture & Information Center(2003)에 의하면 유럽

축제 참가자들의 몸 앞에 매단 커다란 종, 거대한 모자,

짚을 넣어 크게 부풀린 의상, 거대한 마네킹 등이 등장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축제의상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 혹

은 불가해한 초자연성을 극복하고 불운을 이겨내는 의미

를 갖는다. 거인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려는 믿음,

지역풍요의 기원, 강력한 초자연적 힘을 자신의 내부로

불러들여 초자연성과 하나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

Fig. 6. Krampus.

From 유럽의 야인 [Europe's wild man]. (2013f).

http://www.nationalgeograph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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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2) 유희

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은 토템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반 복식에서는 보기 힘든 대담성으로

유희를 주었다. 현실에서 이탈하여 일종의 경쾌감, 현실

세계가 지닌 무게를 벗어난 새로운 스펙터클의 도구로

볼 수 있다. 동물의 가죽이나 털 장식을 착용함으로써 토

템의 형상을 표현하고 동물성과 인간성의 결합을 나타

낸다. 과장된 복식의 크기와 형태는 보는 이에게 놀라움

을 주며 일상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복식의 형태로 일

탈의 감정과 상징적인 환상을 제공한다.

가면은 동물의 형태에서 변형되어 과장되고 일그러

진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 Kim(2003)은 그로테스크의 본질적인 특징은 끔

찍한 또는 전율을 일으키는 요소뿐만 아니라 희극적 요

소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동물의 형상을 한 가면

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감추어 익명성을 강조하는 동시

에 놀라운 웃음을 유발한다.

축제 시 나타나는 토테미즘 복식은 다른 존재를 연극

함으로써 허구적인 집단 광란 상태를 유발한다. 특히 동

물계의 환상성은 동물의 무질서, 야수성, 괴기성과 함께

유희를 제공한다(European Culture & Information Center,

2003). 축제에서의 비현실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토테미

즘 복식은 축제의 흥을 돋우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상과

는 차별화된 강렬한 시각적 유희를 제공하였다.

3) 가장과 은폐

인체의 실루엣을 표현하기보다는 동 ·식물의 소재를

사용하여 토템을 형상화하였다. 거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묻히거나 얼굴조차도 검게 칠하여 성의 구

분이 어려우며 익명성이 강조되었다. 의복과 가면을 통

해 익명성의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착용자가 의복

과 가면을 통해 가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시

키고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은 토템의 존재로 투사되

는 것이다. 동물 가면은 제식을 집행하는 신, 정령, 조상

으로서의 동물, 풍요로움을 주는 갖가지 종류의 초자연

적인 힘으로의 변신이다(European Culture & Informa-

tion Center, 2003).

축제는 ‘상징적 환각’이며 가면은 질서를 바꾸는 가

능성이며, 질서 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실체

를 드러내는 것이다(Ryoo, 2013). 축제라는 비일상적 시

공간 속에서 가면의 착용은 극단적인 형태를 통해 감춤

과 드러냄, 전도와 은폐, 신성과 초월을 표현한다(Euro-

pean Culture & Information Center, 2003). 동물의 형상으

로 된 가면을 착용하는 것은 본래 의미를 넘어서 토템

형상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토테미즘 복식은 사람을 또 다른 존재로 가장하고 은

폐함으로써 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

을 과감하게 전환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

장과 은폐를 통해 기존의 질서 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잠재적인 실체를 효과적으로 상기시킨다.

3.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의 상

징의 의미

앞서 고찰한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

식의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상징의 의미를 의식과 무의

식의 매개체, 실재 참여, 상징의 초월화로 도출하였다.

1) 의식과 무의식의 매개체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은 그 지역

의 토템 즉 상징을 통해 그것에 담긴 정신적 의미가 복

식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축제는 인간을 초자연과 접촉하게 함으

로써 원시적 사고를 통합시키며, 토테미즘 복식은 일반

복식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지역의 독특한 문

화와 그 속에 내재된 무의식의 언어가 가시화된 것이다.

각 지역의 토템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의식화하는데,

축제에서 동 ·식물을 형상화한 토테미즘 복식은 악령을

물리치고 안녕과 행복의 기원을 복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즉, 복식이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닌 정신적 의미

가 되는 것이다. 상징은 정신을 하나의 이미지로 변환시

키며, 열등한 형태에 머물러있던 리비도를 그것보다 높

은 형태로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다(Kim, 2003). 토테미

즘 복식은 축제의 상징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고자

하는 무의식적, 비이성적,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이 의미

를 동 ·식물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상화를 통해 표현

한다. 따라서 토테미즘 복식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일반 복

식과 구분되는 초자연적이고 신성화된 형상을 지니게

된다. 토테미즘 복식은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의식이 부

여됨으로써 지역의 기념적 혹은 역사적인 사실은 물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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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재 참여

유럽 지역축제 참여자는 지역의 고유한 토테미즘 복

식으로 가장하고 축제를 주도하였다. 축제 시 토테미즘

복식은 그 이미지가 표상하는 의미 이외에 지역의 문화

적 요소와 토템을 상징하며 참여자가 의식과 의례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낯익은 이미지이지만 그 이

미지와는 전혀 다른 실재를 나타내면서 겉으로 드러난

일차적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실재를 드러내는 이차적

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특정 동 ·식물 소재를 사

용한 토테미즘 복식은 그 형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토

템의 의미와 더불어 각 지역의 주술적인 실재로 투사되

었다.

곰, 실버스터클라우스, 스트로만은 새해를 알리고, 카

레토, 쿠케리는 풍년과 행복을 기원하며 크람푸스는 악

령을 쫓는 상징적인 토템의 역할을 하였다. 자연물을 사

용한 것은 동경과 더불어 신성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제기간에는 집단적인 삶이 가장 심화되며, 토템

을 묘사하는 복식은 지역의 의미 있는 의식을 부여하는

표상으로 재현되면서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토테미즘 복

식은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축제에 더

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토테미즘 복식은 새롭게

부여받은 존재의 역할을 하며, 단순히 자신을 은폐시키

는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3) 상징의 초월화

축제는 본래 인간을 초월적인 에너지에 접근시키는 것

으로 규칙들의 파괴와 폐기를 경험하게 하며, 축제의 흥

분 속에서 신과 인간이 결합하게 한다(Duvignaud, 1973/

1998). 유럽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의 동 ·식

물 형상은 축제의 특별한 토템을 표상함으로써 의미를

통합하는 초월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토테미

즘 복식의 소재는 자연물에 가까우며 고정관념의 탈피

와 자유로운 감각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인 동시에 동 ·

식물과 동일시라고 볼 수 있다.

초월적 기능은 초감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내

용의 합일에서 생겨난다(Jung, 1984/2002). 동 ·식물을 형

상화한 토테미즘 복식은 인간과 신, 자연과 인간, 과거

와 현재의 의미들이 통합되어 초월적 상징의 역할을 한

다. 복식의 과장된 형태는 주목성, 가시성, 신화성을 드러

냄과 동시에 일시적인 시공간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표

현됨으로써 초월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상에서 수용되

기 어려운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며, 초자연적인 힘

을 부여받은 존재로 상징되어 기존의 가치에 반하는 에

너지의 폭발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축제가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

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Cassirer(1944/2008)는 문

화의 세계야말로 인간에게 고유한 상징들의 세계로 문

화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식의 문화는 인

간의 고유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 지역축제 속

에서 상징적인 것과 관계를 맺으며 착용하는 토테미즘

복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에는 다양한 축제가

존재하며 축제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전통의상을 착용

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특수

한 토테미즘 복식을 살펴보았다. 축제에서 착용하는 전

통의상은 문화재의 성격을 지니고 행사나 의식에 따른

특별한 복식이나, 토테미즘 복식은 전통의상과는 달리

동 ·식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지역의 토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의 표현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과장성이다. 동 ·식물 소재를 사용하여

토템을 형상화한 토테미즘 복식은 과장된 형태와 가면

을 통해 신화성, 주목성, 시각적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상

징을 부각시켰다. 둘째, 유희성을 지닌다. 토테미즘 복식

은 동 ·식물을 형상화하여 일반 복식에서 벗어난 대담

하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재미를 주고

시각적 유희를 제공하였다. 셋째, 가장과 은폐이다. 토

테미즘 복식은 가장과 은폐를 통해 익명성을 강조하고

다른 세계의 새로운 존재로서 신비감을 유발하였다.

토테미즘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과 무의식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각 지역

의 중요한 토템에 담긴 정신적 의미를 복식을 통해 발현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실재에 참여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축제 시 토

테미즘 복식은 그 이미지가 표상하는 일차적인 의미뿐

만 아니라 지역의 의미 있는 토템으로 표현되면서 더 깊

은 실재를 드러내려고 하며, 사람들은 상징이 가리키는

실재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상징의 초월화이다. 토테

미즘 복식의 동 ·식물 형상은 본래의 의미와 동시에 축

제의 특별한 의미를 표상함으로써 두 가지의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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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들을 통합하는 초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유럽의 지역축제에 나타난 토테미즘 복식을 통해 상

징의 의미와 인간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토

테미즘 복식은 대담하고 자유로운 표현방법으로 일상

복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대패션에서 토테미

즘 복식의 모티브를 영감으로 한 감각적인 활용을 기대

해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인 유럽 지역축제의 사

례에 대한 문헌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축제의 기원

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 있어서 토테미

즘을 비롯하여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과 관련된 상징

적 복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폭넓은 복식의 상징성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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