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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 논문 논문 개요개요개요개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인형은 인체와 가장 가까운 느낌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그 매개체인 인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광 받고 있는 

조형 예술의 하나인 구체 관절 인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국내에 미비한 구

체 관절 인형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가치를 정립하고 있다. 

특히 구체 관절 인형의 창시자인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인형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결부시켜 구체 관절 인형 제작과 인형 의상디자인을 제시하여, 예술의 한 

장르로써의 발전과 참신한 패션 이미지를 발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형관련서적과 선행 학술 논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조사 방법을 토대로 문헌조사 방법을 바탕으로 첫째, 인형의 개념을 정

립 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형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 둘째, 

인형의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체 관절 인형의 위상을 정립 하고, 구체 

관절 인형의 출연배경을 알기위해 창시자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예술 세계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인형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신체표현과 특성을 고찰

하고 분석하여 셋째, 패션 속에서 이에 대한 작품 특성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인

형의 신체와 인형 의상에 표현하여 패션성과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총 6점을 제작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형의 기원과 역사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인형이 인류 역사 이래 

변함없이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해 온 친숙하고도 기이한 대상이며, 무생물이면서도 

살아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존재를 보는 듯한 

이중 분신으로 기능과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죽음을 환기시키는 독특한 심리적 효

과를 창출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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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세계에서는 인형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경계론적인 속성

과 성적 페티시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에로틱한 것에 고통스럽고 어두운 

죽음과 폭력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결합시킴으로 충격과 기이함의 특성이 있음을 

분석 결과로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한스 벨머의 작품 특성인 도착성은 페티시 패션으로 언캐니함은 그로테스크 패

션과 같은 맥락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한스벨머의 작품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인형 의상에 있어서 도미나트릭스의 

이상적인 룩인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을 힘과 성을 상징하는 페티시 재질인 가죽

과 에로틱한 레이스를 믹스매치 하였고, 다양한 도착적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블랙을 주요 색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상반되는 하녀복장으로 화이트의 

에이프런 및 레이스 달린 모자와 블랙 블라우스로 구성하여 이미지 양분화를 시도

하였다. 또한 인형의 신체인지 의상인지 구별이 어려운 기이한 그로테스크한 이미

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형의 피부칼라와 같은 톤의 페일베이지의 노방소재를 선택

하였고 높고 커다란 러플 칼라로 하여금 인체를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외곡시

킴으로써 복식과 신체의 경계를 모호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 하여 한스벨머의 작

품 특성인 도착과 언캐니함을 패션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5. 한스 벨머의 작품의 예술적 특성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인형과 인형 의상이 아닌 현대 감각에 맞는,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인형에 있어 수공예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으로써 

구체 관절 인형의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한스 벨머와 같은 독특한 작가의 작품 특

성을 의상 개발함에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될 수 있을것이라 생

각된다. 

  주요어 : 인형, 구체관절인형, 한스벨머, 언캐니, 도착, 페티시, 인형․ 의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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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정신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을 우선시 하는 사회 현

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의 고독감을 더욱 만연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

간 소외 현상과 개인주의적 인간형이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

른 대상에게 대리만족을 느끼는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대체적 도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선 

편안하고 익숙해져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실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물로서도 가능하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의 실현, 

현실의 도피, 고독감의 탈피 등을 위한 매개체이며, 이는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인형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즉, 상상이나 환상, 이루지 못한 꿈, 이상향의 동

경을 인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체물로서 인형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형에게서 

인간과 비슷한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함과 친밀감은 인형

이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유이며 인형이 인간 형태를 본떠 제작된 

사물 중에 가장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 특히 격변

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형상화한 인형을 인격화 하여 돌보는 사람들이 증가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종래 어린이들의 놀이 도구였던 인형은 그 기능 면에서 애완, 

실내 장식,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어 인형의 기능이 확대 되고 다양 해졌

다. 그 결과 인형의 수요층의 범위가 넓어져 성인용 인형이 등장 하게 되었으며 인

형은 이제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고 

1)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 민형원 공역, 서울, 경문사, 1986,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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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인형에서 진보된 인형은 나만의 아바타를 연출 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로서 공간을 꾸미는 장식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TV, 잡지, 뮤직비디오, 기타 홍보물에 자주 활용이 되고 있을 만큼 그 매력은 무궁

무진하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인형은 인체와 가장 가까운 느낌을 표현하는 최고

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그 매개체인 인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인형 중에 얼굴표정, 신체비례, 관절의 움직임, 세부묘사 등 인체와 가장 흡사한 

것이 특징인 인형으로 구체 관절 인형을 들 수 있다. 구체 관절 인형은 인형의 관

절을 구(球) 모양으로 만들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인형의 포괄적 명칭이며, 조형예

술의 한분야로서 구체 관절 인형은 창작 인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가 한스 벨머(Hans Bellmer)에 의해 시도 되어 1980년대 

일본의 인형작가들에 의해 발전되어져 왔으며, 2000년 한국에서 독자적인 제작 기

법을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구체 관절 인형 교실과 2003년 한국 구체 관절 인형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많은 

일반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도 있으며 현재 인형문화의 발전과 다양한 행사들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구체 관절 인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체관절인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광 받고 있는 조형 예술의 하나

인 구체 관절 인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국내에 미비한 구체 관절 인형에 대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구체 관절 인형의 창시자인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인형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결부시켜 구체 관절 인형 제작과 인형 의상디자인을 제시하여, 예술의 한 

장르로써의 발전과 참신한 패션 이미지를 발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www.ladoll.co.kr 참조



- 3 -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

위는 국내외 인형관련서적과 선행 학술 논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조사 방법

을 토대로 문헌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작품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형의 개념을 정립 하고, 이를 통해 인형의 정의를 알아보고, 고대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인형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인형의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체 관절 인형의 위상을 정립 하고

      구체관절인형의 창시자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인형시리즈에 나타난 특  

      성을 미술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세기말~20세기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알아본다.   

 셋째, 구체 관절 인형의 출연배경을 알기위해 창시자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예술 세계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인형시리즈 작품에 나타난 신    

      체표현과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넷째, 패션 속에서 한스 벨머(Hans Bellmer) 인형시리즈에 나타난 특성을 찾아   

      조사한다.

 넷째, 작품제작은 이에 대한 작품 특성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인형의 신체와 인  

      형 의상에 표현하여 패션성과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총 6점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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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 . . . 인형에 인형에 인형에 인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기원기원기원기원

                            

  인형(人形)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형상’, ‘사람을 본떠 만든 장난감’이다.3) 인

형(人形)의 어원은‘우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eidoln'4) 로 볼 수 있다. 인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인형은 대부분 고대부터 상징적인 의미로 종

교 의식에 사용되거나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술적인 특성을 가진 인류 최초의 인형은 오리

냐크기 (Aurignacianperked, B.C. 25000년경)에서 처음 찾아 볼 수 있다. 이문화

기에는 인류 최초로「베스토니체비너스」,「빌렌도르프비너스」<그림1,2>를 비롯

한 예술작품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흉부나 둔부 등 신체의 특성을 강조한 

인물상으로 이외에도 유럽에서부터 시베리아에 걸친 각지에서 출토되었다. 이것들

은 숭배의 대상으로써 다산(多産)을 상징․ 기원한 것이면서 인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행복을 부르고 재앙을 쫒아내는 종교적인 의미로 인형

이 만들어졌다. 이 밖에 나무, 흙, 돌, 짚 등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신이나 영혼

이 깃들었다하여 신성시 하거나 또는 인간의 몸을 대신하여 나쁜 병이나 재난을 

물리치는 데 이용하거나, 순산(順産),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신앙적 인형이 세

계 각지에 등장하였다. 

 그 후 인형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하여 종교적 의식이나 제례 등에 이용되

었던 모습은 차츰 사라지고 어린이의 완구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애완용품으로 까

지 발달하였다. 

3) 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4판 1999 p. 

4) 김근정, 인형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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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역사역사역사역사

    

      1. 고대의 인형

  최초의 인형이며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형인 B.C. 2000년경의 이집

트 왕조의 분묘에서 발견된 부장품 인형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몸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몸체부분은 기하학적인 무늬가 채색되어져 있고, 머리에는 머리카락 대

신에 목제의 염주 같은 것을 몇 줄 드리우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제19왕조 

(B.C. 1304 ~ B.C. 295)의 어린이의 묘에서 당시의 복장을 한 손이 움직이는 목

제 인형이 발견되었으며, 병졸․  하인 등을 형상한 목각(木刻) 인형이 곁들여져 있

었다. 이 인형은 부장용품으로써, 종교적․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존하는 인형의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 발견된, B.C.8세기 ~ B.C.1세기

에 만든 타나그라 지방의 초벌구이 소상(小像)인 타나그라 인형5)<그림3>으로 사용 

용도는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생활을 표현한 풍속인형으로써의 가치

를 지닌다. 그리고 B.C. 500년경의 흙으로 만든 신앙(信仰)인형의 발굴은 주술적인 

의미의 인형으로 보이며, 기마(騎馬)인형과 새를 탄 어린이 인형도 함께 발견되었

는데, 이 시기부터 주술적인 인형은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지게 되었다. 

5) 고대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테라코타 채색의 작은 조상(彫像). 높이 6∼7㎝에서 25㎝ 정도이며, 우아한 여

인상을 비롯하여 신(神)·기사·악사·장인(匠人)·농부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BC 5세기부터 헬레니즘시

대에 걸쳐 제작되었다. 대부분 묘지의 껴묻거리[副葬品] 또는 신전 봉납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실내장식

품이나 죽은 사람의 생전 기호품이었던 것도 있다. 1870년대 보이오티아지방의 타나그라묘지에서 많이 

발견되어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나 제작 중심지는 오히려 아티카지방의 가마터로 알려져 있다.

   <엠파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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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인형

  13~14세기 무렵부터 인형은 신앙을 떠난 것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는 남부 독일에서는 장난감 제조공장이 탄생했는데. 중세 동안 있었던 연과 팽이

처럼 집에서 만든 장난감과 함께 납으로 만든 병정, 정교한 나무인형, 유리동물 등

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형들은 당시 어린이 세계와 어른 세계의 구분이 결

여된 사회적인 정황에 따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성인을 위한 장난

감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17~18세기까지 다기세트, 인형, 인형의 

집 등 많은 장난감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졌다.6) 이러한 현상은 

인형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는데, 15세기경 독일의 삼림지대에 있는 쥐른베르크를 

중심으로 인형완구․  가구 등을 만드는 장인(匠人) 길드(동업조합)가 생겨 유럽 인

형완구의 주산지가 되었다. 16~18세기에는 길드의 장인들에 의해 인형의 집<그림

4>이 만들어졌는데 귀족들의 저택과 가족들의 생활 모형을 정확한 축척(縮尺)으로 

만들어 앞면의 벽을 떼고 감상하는 것으로 유럽의 상류사회에 크게 유행하였다. 처

음에는 독일 귀족들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차츰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이

탈리아 등 유럽 각지의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귀족들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인형의 집을 공개․감상 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부(富)를 과

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세시대에는 인형이 주술에서 분리되어 독

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대시대에 아동의 전유물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성인의 전

유물로써 주로 수집과 관상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근대 인형

  인형에 있어서 현대 인형의 시초가 되는 베이비 인형, 패션 인형이 출현하였고, 

6) Fergus P. Hughes, 200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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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의 기능과 재질이 발달하여 새롭고 다양한 인형들이 출현하였다. 현대의 패션 

인형의 시초가 등장하였는데, 이 인형은 17~18세기에 있어서 파리 모드를 유럽제

국에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형으로 등신대(等身大)나 혹은 그것보다 작은 인형

에 유행하는 의상을 입혀 모드의 사절로 보냈던 것에서 출발하였다. 다른 명칭으로 

패션 베이비(Fashion Baby), 판도라(Pandora), 페틀러 돌(Pedle doll)이라고도 부

르며, 파리의 셍또노레가(街)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푸페 드 라 뤼드 

셍또노레(Poupée de la rue de Saint Honoré)라고도 부른다.7)<그림5> 17~18세

기에는 인쇄술과 사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행 의상을 전달하는 매체가 

없었으므로, 인형은 유행을 전달하는 모드의 사절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였다. 당시 패션 인형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써 19세기 카달로그나 사진이 보급되

기 전까지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상점 디스플레이에 이용되는 것으로 미양하게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만든 베이비 인형은 그 때 

까지는 거의 성인(成人)의 모습으로만 만들던 인형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미하여 

여아들의 장난감으로써 대중화되었다.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인형에 있어서 소리, 

움직임 등 다양한 기능을 첨가하여 인형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기계로 

만든 인형이 발달하고 동작이 가능한 오르겔(Orgel)인형이 스위스․  독일 등지에서 

제작되었으며, 프랑스․  미국에서는 걸어 다니는 인형이 만들어 졌고, 머리는 도제, 

몸체는 연질 재료의 잠자는 인형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인형이 탄생하였다.<그림

6,7> 그리고 인형의 재질에 있어서도 19세기 말에는 새로운 재질의 고무인형이나 

셀룰로이드 인형이 만들어 졌는데, 셀룰로이드는 인화(引火)하기 쉬운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후 불연성 셀룰로이드나 합성수지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형의 기능

과 재질의 발전은 인형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인형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7) 복식대사전, 1995,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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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대의 인형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형은 1912년에 회사가 창립되어8) 오늘날까지 높은 인기

를 보이고 있는 마담 알렉산더(Madam Alexander) 인형으로 베이비 인형에 다양

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그림8> 또한 프랑스 전통 인형 중에서 당시 패션을 재

현한 왕실 인형인 프랑스 마리안느(France and Marianne)는 1938년에 조지 5세

에게 선물함으로써 유명해지게 되었고, 현재에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광 상품으로

써 이용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간호사 인형과 군인 인형이 많이 

등장하여 인형의상이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하였다. 베이비 인형과 종이인형이 대

부분이던 인형이 1959년 마텔사의 바비(Barbie)<그림9>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

이한다. 바비는 성인을 모델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완벽한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의상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인형에 있어서 의상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바비 이후 성인 스타일의 인

형들이 많이 등장하여 베이비 인형을 위주로 한 기존의 포르셀린(Porcelain) 인형

과 성인 인형을 중심으로 사는 플라스틱 인형의 두 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다양화, 복잡화, 개성화됨에 따라서 어린이와 성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인형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1972년도 미국에서 태어나 1년 동안 판매되다 

지나 개런(Gina Garan)이 인형 수집가들의 취미를 살려 브라이스 사진집(This’s 

Blyth)을 내면서 인기를 끌게 된 브라이스(Blyth)인형<그림10>이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이스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며, 단순

히 장난감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친구와 

같은 개념의 인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브라이스는 인형은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의 완벽한 신체미를 추구하던 인형과는 달리 인체의 비율을 왜곡하여 성공한 

인형이다.

8) Patsy Moyer, 2000, p.38.



- 9 -

 또한 성인만을 위한 인형들도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메즈코사에서 

출시한 리빙데드인형(Living Dead Doll)<그림11>으로 모든 인형이 아이이고 모두 

관속의 시체의 엽기적인 인형이다. 각 인형마다 스토리 라인이 있으며 주로 성인들

의 수집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유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므로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지가 되었다. 패션인형에 있어서도 진(Gene)인형<그림12>은 

성인을 위한 것으로 1940년대와 50년대의 은막의 여왕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

되었다. 진은 전설적인 헐리우드 여배우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외모와 재미난 스토

리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인

형들이 성인들을 위하여 제작되고 있는데, 이들 인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독신

자들의 애정을 쏟는 대상으로 애완동물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관절인형9)<그림13>과 같이 인형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인형을 개성에 따

라 제작하기도 하고, 여행을 갈 때나 사진을 찍을 때 인형을 동반하는 행위들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돌리팝’, 

‘커스텀 인형 카페’ 등의 온라인의 인형 동호회가 활기를 띄고 있고, 인형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DIY공예로 부상하여 인형 공방들이 많이 생겨났다. 또한 ‘커스텀10)’

이라는 일종의 인형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인형을 꾸미고 

있으며, 이대 앞 ‘바비 오픈 카페’, 홍대 앞, ‘해피 돌’, ‘커스텀하우스’ 등의 인형을 

관상하고 차를 마시는 인형 카페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인형이 하나의 문화

로 부상함에 따라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났는데, 인형을 “사다, 판다” 대신 “입

양 한다, 분양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인형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인

형은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닌 애완동물, 아이, 그리고 친구의 의미를 지니

9) 구체(球體)로 관절을 만들어 사람의 움직임을 재현한 인형으로 얼굴 표정, 신체비례, 세부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 구체관절인형의 창시자라 불리는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가 한스 벨머(Hans Bellmer, 

1902~1975)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며, 1980년대 일본의 인형작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유럽의 비스크 인

형에도 구체관절이 접목되었다. (구체관절협회, http://www.ladoll.com)

10) 인형의 성형 수술로 보통 안구 색 바꾸기, 식모 등으로 행해지며, 안구 색 바꾸기는 안구의 색을 에나

멜 물감, 아크릴 물감 등을 사용하여 바꾸는 것이고, 식모란 인형의 머리카락을 다시 심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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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중한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인형들을 이용하여 어린아이에서 성인

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형은 단

순히 장난감의 기능뿐만 아니라 친구와 같은 개념으로 승화되어 고독한 현대인들

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

며, 인형과 사람사이의 유대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역할 역할 역할 역할 및 및 및 및 종류종류종류종류

       1. 인형의 역할

  인형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같이 출발하여 발생장소도 인간이 존재한 곳이면 어

디에나 있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행복을 부르고 재앙을 쫒아내는 종교적인 의

미로 인형이 만들어졌으며, 고대에서부터 인형은 민간신앙의 대상물로, 귀인의 부

장품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인간의 옆자리에 항상 존재해 왔다. 이러한 인형들

은 각기 다양한 목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장난감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다.11) 이러한 사람의 모양의 인형들은 현대사회로 

올수록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점점 사람을 대신 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인간의 형상을 본뜬 인형의 모습들은 현대에 와서 더욱 다종다양해졌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인간과 인형의 관계는 흔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묘사

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인형에게 대신 부여 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한다. 즉 인형은 인간에 의해 인간보다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형의 모습이 어른의 모습

을 한 인형에서부터 천진난만한 어린이 모습을 한 인형에까지 더욱 다양한 형태로 

11) 김종엽,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한나래, 1994,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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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미국 마텔사에서 만든 ‘바비인형’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인형을 만들

었는데. 어른 수집가를 위한 인형을 따로 두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지금의 인형

들은 현대의 대표적 상징물이며,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인종, 패션, 미의식 등 여

러 다양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인형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현대 사회의 일환으로, 현대인

에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에 와서는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는 문화상품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

인 인형으로 꼽을 수 있는 바비인형의 경우 통통하고 귀여운 유아의 체형이 아닌 

긴 다리에 잘록한 허리, 매니큐어를 바른 서구적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

한 모습을 소녀들은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였고 이는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런 소녀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모습을 

한 인형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후에 영화배우가 될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그것과 동

일시 해 버린다. 이러한 동일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욕망이며 인형은 이런 욕망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대인들의 인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변화의 한 반영이며, 인형은 현대인들의 욕망과 대리만족을 충족

시킨다. 또한 인형에 대한 관심이 어른들의 어린이화를 동반하기도 하며, 일상의 

답답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어린이적 문화로의 도피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12)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타인에게 느낄 수 없는 정을 느끼기 위

해 인간을 대체할 대상을 찾게 되었고 그 대상으로 인형을 찾게 되었다. 이는 인형

에게서는 인간에게 느끼는 비슷한 친밀감으로, 인형이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유이며 인형이 인간의 형태를 본떠 제작된 사물 중에 가장 인간의 원초

적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3) 이러한 현대인에게 인형들의 모습들

은 때로는 현대인의 지친 삶에 꿈을 키워주기도 하며 그 환상을 같이 나누는 친구

가 되기도 한다. 

12) 정윤수, 지금 과거로의 비상만이 해답인가?, ELLE (주)한국종합미디어, 1999

13) cf. 하이데거, 오병남, 민형원 옮김, 예술작품의 근원, 경문사, 1986,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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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아를 위한 인형

  어린이를 위한 인형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8세기경부터라고 전해진다. 처음에

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놀이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놀이를 통해 성인으로서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해 가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둘러 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사귀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14) 그러므로 유아의 올바른 놀이 문화는 바른 인성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놀이 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여자아이들은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으로 인형을 선호한다. 이는 인형이 대부분 여성을 대변하는 성향이 있

고 실내에서 주로 하는 놀이라는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인형놀이는 역할 놀이로 타인의 입장에서 느낌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며 스스로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여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놀이를 통해 자아개념이 향상되며 새로운 행동

을 시도하는데 있어 융통성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

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15) 또한 인형놀이를 하며 다양한 옷

들을 갈아 입혀 봄으로 의생활을 배울 수 있으며 손동작을 발달시킬 수 있다.16) 

14) 김용숙, 인형극 활동과 그림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6, p. 56

15) 김근정, 인형의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3

16) 이영선, 인형의상의 발전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2004,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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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집을 위한 인형

  오늘날의 인형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수집하는 

품목이 된지 오래다. 세계에서 제 1위의 인기 수집품은 우표이지만 오늘날 제 2위

의 인기 수집품이 동전에서 수집인형으로 바뀌고 있어 수집 인형의 인기상승을 반

영해 주고 있다. 수집인형의 판촉모델은 20년 전, 또는 그 이전의 인기 인형의 특

징들을 재생시켜 한 모델 당 생산 수는 1000~1500개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특색

인데, 이러한 수집용 인형들은 생산업자가 직접 소매상들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

다. 이러한 미국 내 수집용 인형시장에서독일, 영국, 프랑스, 포르투칼 등의 유럽의

고전적인 색채를 풍기는 인형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7) 장식이나 수집을 위한 인형의 수요층은 대게 성인층으로 미국에서는 총 인

형 매출액의 1/3을 차지 할 정오로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형들은 과

거 인기 있었던 인형들을 재생시켜 한정으로 만들거나 실제 유명인물을 재현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인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담 알렉산더 인형을 들 수 있다. 이는 1953년 세계적인 관심 속

에 진행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을 알렉산더 여사가 1년 동안 기획을 통해 심

혈을 기울여 인형으로 재현했다. 이 작품을 계기로 그녀의 인형은 하나의 예술품으

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18)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인형인 바비는 수집가

들을 대상으로 하는 컬랙션 바비를 생산해 고급화 상품으로 개발하였으며 1972년 

미국에서 잠시 판매되었다가 2000년부터 일본에서 다시 판매되며 많은 인기를 얻

고 있는 브라이스는 1972년에 만들어 졌던 원조 브라이스와 2000년 새롭게 부활

한 것을 기념으로 해마다 나오는 기념 브라이스가 수집가들에게 경매를 통해 고가

로 판매되고 있다.19)

17) 정국진, 인형 및 완구류 해외시장 동향, 대한무역진흥공사, 1983, p. 19

18) http://www.dollshome.co.kr, 2004. 4. 3

19) 이영선, 앞의글,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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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패션 상품으로서의 인형

  14세기 인형이 처음 패션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이래 인형의 패션은 인간

의 패션 변천과 함께 했다. 그래서 인형의상은 그 시대를 반영하며 유행성(fashion

-ability)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패션 인형이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을 때에 전쟁 중에는 평상복이나 실내복 차림의 사소한 

차림의 옷들이 인형에 입혀졌으며 풀 코트 드레스(full court dress)를 입은 인형은 

외교적으로 특전을 받기도 했다.20) 1970년대에 들어 패션인형의 패션성은 더욱 강

조 되었다. 미국의 마텔사는 1974년 인형 옷에도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개

념을 도입하여 인형의상을 단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에는 당시 영국

의 인기그룹 아바(Abba)의 패션을 재현해 인형과 인형 의상들이 만들어져 영국 시

장에 판매되어 인기를 얻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유럽시장을 위해 진짜 직물 패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고가의 

모피, 가죽, 울, 면, 실크 등의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는 11 1/2인치 길이의 인형에

는 크거나 잘 맞지 않았지만 현실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이들의 의상은 돈을 버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21)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형에도 리얼 패션이 유행하게 되어 기존의 공주같이 예쁜 

인형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에 가깝게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등이 다양

하게 되었고 리얼 패션과 개성 강한 얼굴로 브랏츠(bratz)인형이 등장하여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 인형이 패션인형으로서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캐릭터

화 되었고, 이러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로 현대의 소비문화

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 DANIEL ROCHE, The Culture of clothing (Dress and fashion in the 'ancien regine'), Cambrige  

 University, 1996, p.

21) Carmen Varriccio CDFS, p. 



- 15 -

 

        1-4. 인간을 형상화한 인형

  인형은 사람의 생김새를 본떠서 만들었다하여 사람 ‘人’, 형상 ‘形’자를 써 ‘인형

(人形)’이라 한다. 인간의 형상은 약 6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작품

의 주요한 표현 소재가 되었다. 인형이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므로 사람들

은 자신의 모습을 인형으로 담으려고 노력해 왔다.22)

 16~18세기 유럽 상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집과 가족의 모형을 실제와 똑같이 제

작한 ‘인형의 집’이 유행했으며, 사람이 죽은 후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 죽은 자

의 형상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 교회 벽에 세우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밀납 인

형은 오늘날 전 세계 여러 곳에 마담투스(Madame Tussaud)라는 박물관에 유명인

물 들을 실제 모습과 똑같이 재현되어 전시 되고 있다.<그림14>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로 자녀의 수가 하나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모습과 똑

같은 형상을 한 인형을 제작하여 쌍둥이의 의미로 아이에게 친구이자 형제의 의미

를 부여하는 마켓이 생겨나기도 했다. 

       2. 인형의 종류

        2-1. 패션인형(Fashion Doll)

        

  패션 인형(fashion doll)이란, 의복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형을 말 

하는데,「빅 앤드 리틀 판도라(Big and Little Pandora)」라 불리며 당시 유행하는 

복식을 입혀 각지로 보내진 인형을 패션인형이라 정의 내리고 있으며, 17~18세기 

22) H.H 애너슨, 이영철 옮김, 현대 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날 아트 디자인,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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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패션의 최신경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1750년에 처음으로 

‘패션인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3)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파리 모드

를 인체의 1/2이나, 1/3로 축소된 인형에게 입혀, 주변국가에 보냄으로써 최신 궁

정유행을 전달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성에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트와네

트가 입었던 복식이 작은 밀랍인형에 입혀져 보내어졌다. 당시의 패션인형은 현대

의 패션 카달로그와 마네킹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패션인형은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졌고, 유행의 헤어스타일을 하

고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는 직물로 만들어진 의상을 입은 정교한 것이었다. 당시 

3차원의 입체인형은 가장 정확한 패션정보의 전달 방법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패션인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의 발명이 아니며, 이미 

14세기말에 영국의 리처드 2세의 왕비 이사벨라가 프랑스의 유행을 따른 인형으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6세기에 엘리자베스여왕이 프랑스

왕에게 파리의 유행을 물은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프랑스로부터 인형이 보내졌다 

고도 알려졌다. 이처럼 최신유행의 의상을 입은 패션인형은 처음에는 왕후․ 귀족에

게만 한정적으로 보내어졌으나 서서히 중산층 시민계급에도 유통되게 되었다. 한 

예로 18세기 런던의 드레스 메이커가 파리로부터 최신유행복을 입은 인형이 도착

했음을 신문에 알리고, 고객들이 그 인형을 보러 모였다고 한다.24)

 인형과 인형의상에 관해서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기록들은 있으나, 믿을만한 기

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적다. 14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특히 옷에 대한 관

심이 커지면서 여성 패션의 경향을 대표하는 미니어처가 점점 주목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사관들이 관찰하여 본 현지 패션 스타일에 대해 그 나라 공주, 왕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공주 왕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형에 외국의 옷을 입혀 

보냈던 것으로, 특히 그 인형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황실에서 특히 많이 요구

23)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 Elcher, The Visible Self : Perspective on Dress, Present      

  Hall, 1993, p. 10~11.

24) 伊藤紀之 , ファッション プレ -トヘのいざない, 東京 : フジア-ト出版, 199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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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결혼 선물로 보내졌다. 유럽에서는 귀족들에게 아주 호기심 있는 수집품의 역

할을 했고 프랑스 람보이레이(Rambouillet) 호텔에서는 최신 경향의 옷을 2개의 

도자기재질과 나무로 만들어진 깨지기 쉬운 마네킹에 입혀 전시했는데 그 중 하나

는 드레스와 외투(Cloak)를 입혔고 나머지 하나에는 속옷을 입혀 전시하였다.25) 

이처럼 프랑스의 의상과 장신구는 서유럽 귀족들의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아름다운 의상을 외국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패션인형이 사용되었다. 이후 이 인형들은 17~18세기까지 서유럽의 패

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6) 17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프랑스의 모드는 

세계의 모드로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패션

인형 뿐만 아니라 잡지 역시 프랑스 패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媒體)가 

되었다. 모드 잡지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형보다 쉬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패

션인형은 여전히 매달 가장 최신의 의상이 입혀져 큰 도시로 보내졌다.27)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들어서 역전되었다. 모드 전달 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잡지의 대

량 출판이 가능해 지면서였다. 패션인형은 이전까지의 자리를 모드 잡지에 내주고 

패션 전달에 있어 2차 적인 전달 방식이 되었다.28) 패션인형의 역할을 재현하게 

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이다. 1950년대 미국은 경제적 도약의 시기였다. 어린 소

녀들은 종이인형에 옷을 입히는 놀이를 즐겨하고, 인형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형태

가 거의 대부분 이였다. 바로 그때 마텔(Mattel)사의 공동 설립자인 루스핸들러

(Ruth Handler)는 그녀의 어린 딸 바바라(Barbara)가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

에 착안하여 바비(Barbie)인형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29) 1945년 처음 선보인 바비

는 수영복만 착용한 상태였다. 

그 후 몇 가지 다른 디자인 심사를 거쳐, 마텔사는 1959년 뉴욕에서 있던 완구 박

25)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op. cit, p. 374.

26)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2000, p. 163

27) 정흥숙, 앞의글, p. 200.

28) 정흥숙, 앞의글, p. 240.

29) http://barbi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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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회(Toy Fair)에서 냉소적인 완구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최신 유행 의상을 입은 

바비를 소개했다. 갓난아기나 걸음마 하는 정도의 아이 모습이 아닌 어른모습의 인

형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했으며 당시의 디자이너들에게는 별다른 감

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30) 그러나 그 후 시대는 바뀌었지만 바비는 지금까지 만

들어졌던 어떤 인형보다도 가장 각광받는 패션인형이라는 타이틀을 지켜 왔으며 

파리 패션쇼에 등장한 최신 유행의 의상부터 당시 패션 리더인 잭클린 케네디

(Jacqueline Kennedy)의 의상에 이르기 까지 당시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근세․ 근대뿐만 아니라 1900년대 들어와서도 당시의 실물 의상만큼이나 사실적으

로 표현된 패션인형은 서양 복식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실물 의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당시 모드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 의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

으므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의상을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패션인형의 모드 전파 매체의 역할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새로운 패션을 예측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2. 비스크인형(Bisque Doll)

  비스크인형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세기 전부터 크게 번창하여 현재는 미국, 일본

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인형종류 중 가장 사실적이고 

생명력이 넘쳐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것은 물론, 도자기로 만들어져 후대에 가보로

까지 대물림 하는 인형으로써 특별함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스크인형은 

1850년경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 하였으며, 처음에는 유약을 칠한 포셀린 

인형이 만들어졌다. 점차 유약을 칠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피부색을 표현한 비스크 

인형<그림15>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비스크 인형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많은 수

의 공장들이 생겨났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갔다. 

30) Gertrud Lehnert Fashion : a Concise History, London, Laurence King, 199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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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제작의 황금시대는 1870~1900년대로 산업혁명 후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인

형은 점점 더 비싸지고 화려해졌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앤티크인형들은 현대에 와

서 수집가들의 애장품이 되어 매우 높은 가격에 경매에 나오고 있다. 이후 유럽이 

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에 휩싸이면서 인형 공장들이 파괴되고 값싼 플라스틱 소재 

인형에 밀려 비스크인형의 생산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고전적인 의미의 인형을 

앤티크인형으로 구분하는 반면, 1930년 이후에 제작되기 시작한 인형을 모던인형

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 1930년대는 전쟁과 공장의 파괴 등으로 비스크 인형 공

장의 생산이 중단된 시기로써 분기점이 되고 있다. 

 비스크인형의 제작 방법은 석고 몰드를 이용하여 원형을 떠서 도자기 가마에서 

고온으로 비스크 구이를 한 뒤, 채색할 때 마다 다시 가마에서 1차, 2차, 3차 이상

의 소성 과정을 통해 만든다. 인형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비스크돌이 헝겊이나 점토로 만든 인형과 다른 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부의 표현이다. 일반 도자기처럼 유약을 칠하여 번쩍이게 만들지 않아도 비스크

인형은 가마에서 고온으로 구울 때 나타나는 도자기의 자연스러운 광택으로 아름

답고 은은하게 빛이 난다. 이 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서 100년 이상 된 

앤티크인형이 현재까지도 사랑 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비스크인형이 처음 만들어지고 번창한 곳은 유럽이었지만 비스크인형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취미 문화로 발전시킨 것은 미국이다. 유럽 이민자의 아이들의 손에 

의해 유럽의 많은 앤티크 인형들이 미국으로 건너 간 뒤에도, 전후 유럽등지를 돌

면서 앤티크 인형을 수집하는 미국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앤티크 인형은 유럽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많다고도 한다. 그 중 인형 수집가인 마담 씰리(Seeley)는 인형

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인형을 

만드는 재료를 개발하고 방법을 가르치는 회사를 설립 하게 이르렀다. 1977년 설

립된 미국 Seeley`s 社는 인형 만드는 기술을 복원시키면서 여러 가지 인형재료를 

개발했고, 인형 제작자의 모임인 DAG (DOLL ART-ISATION GILD)를 결성하고 

인형제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DAG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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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와 경연대회를 통해 비스크 

인형을 만들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비스크인형 협회는 DAG프로그램을 한

국에 도입하여 이제 국내에서도 비스크인형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제작

되는 비스크인형들은 예전보다 좀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있

으며, 비스인형도 관절부위를 몰드에 구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스크 인형과 

관절인형을 구분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3. 구체 관절 인형(Ball Joint Doll)

  독일의 초현실주의 조형미술가인 한스 벨머(Hans Bellmer)가 구체로 관절인형을 

만들어 인체를 표현한 것이 구체관절인형의 시초이다. 이를 1980년대부터 일본의 

전통인형 작가들이 응용하면서 현재의 구체관절인형으로 발전하였다.

구체관절인형의 가장 큰 특징은 관절 부분을 둥글게 만들되, 각 관절들이 분해된다

는 점이다. 즉 인체의 각 관절 부위를 만들어, 이 부위들을 서로 결합하면 하나의 

인형이 완성된다. 종류에 따라 목 부분에만 구체가 있는 것에서, 손가락 마디 하나

하나까지 구체관절로 연결되는 정교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재료는 가볍고 단단한 석소(石素:돌가루 성분) 점토이며, 크기가 큰 인형의 경우

에는 나무 가루를 반죽해 쓰기도 한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 만들어진 구체관절

인형의 경우에는 우레탄을 소재로 한 것도 있다.

눈은 대부분 유리로 만들고, 머리카락이나 눈썹은 인공 털을 이용한다. 사람의 모

습과 거의 닮은 정교한 인형을 만드는 데는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독자적인 제작기법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의 인

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한국구체관절인형협회가 설립되어 전시회도 열

고 있다.31)

31)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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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베스토니체비너스
구석기시대(B.C25000~20000)

   <그림2> 빌렌도르프비너스 
구석기시대(B.C25000~20000)

<그림3> 타나그라 인형     
(BC 8∼BC1세기)    

<그림4> 인형의 집
브라이언부인의저택(1860∼65)  

런던 베스널그린미술관 소장

<그림5> 
패션인형(14∼19세기) 

런던 베스널그린미술관 소장 
그림6> 자동인형 (1773)

   스위스, ‘글쓰는 소년인형’

<그림7>자동 인형 (1780)

오르골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그림8>Madam Alexander 
Doll (1912)

<그림9> 마텔사의 Barbie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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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Blyth (1972) <그림11>Living Dead Doll <그림12> Gene 

<그림13>球體關節人形
 ball jointed doll 

<그림14>Madame Tussauds
밀랍

<그림15> 비스크 인형 (1860) 
프랑스 이에스타이야 

인형미술관 소장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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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 . . . 구체 구체 구체 구체 관절 관절 관절 관절 인형작품의 인형작품의 인형작품의 인형작품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구체 구체 구체 구체 관절 관절 관절 관절 인형 인형 인형 인형 (Ball (Ball (Ball (Ball Joint Joint Joint Joint Doll)Doll)Doll)Doll)        

   

       1. 구체 관절 인형의 개념

  ‘구체 관절 인형’<그림16>이란 인형의 관절을 분해한 다음 동그란 구체(球體)로 

형성된 관절을 넣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형을 말한다. 구체는 

만드는 사람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목이나 팔․  다리 어느 한 부분만 넣을 수 있

으며, 사람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관절

을 넣어 만드는 경우도 있다.<그림17> 이렇게 구체 관절 인형의 관절은 인형에 따

라 18~20개 정도로 구성되어 진다. 관절부분마다 S고리가 달려 있고 안이 비어있

어 텐션고무줄을 안으로 연결하여 조립하면 직립할 수 있으며 사람과 유사하게 팔․ 

다리의 움직임이 유연하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관절을 나누어 제작하면 더욱 사람과 흡사한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금 구체관절인형은 일본의 인형 표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

본에서 발달하였다. 특히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서 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장르로 자

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이 인형은 독일의 조형미술가 한스 벨머(Hans Bellmer)가 시초가 되어 16세기경

부터 독일에서 발전한 인형의 형태이다.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드는 주재료는 석분점

토32)<그림18>인데 60cm이하의 작고 섬세한 인형을 만들 때는 주로 석분점토를 

사용하며, 1m이상의 큰 인형은 석분점토에 나무가루를 반죽하여 가볍고 단단하게 

하여 만들고 있다. 석분점토로 인형을 완성한 다음 유리로 만들어진 안구와 인모를 

32) 돌가루가 주성분이며 굳으면 돌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형태로 변하는 점토로 구체 관절 인형이나 기타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야 하는 작품을 만들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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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 도색작업을 마치면 하나의 인형이 완성이 된다. 

 인형 하나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개월 정도인데 인형의 몸체를 

직접 만들기 어려운 마니아를 위해 일본 보크스사에서 1998년에 발매한 ‘슈퍼 돌

피(Super Dolfie)가 출시되었으며, 인형(Doll)과 피규어(Figure)의 합성어이다. 보

크스사에서 발매된 인형은 처음에는 갈색 눈에 검은 긴 생머리를 한 동양적인 이

미지의 ’메구(Megu)‘, 짙은 파랑 눈에 갈색 웨이브 머리를 한 ’카라(Kara)‘, 보라색 

눈에 금발 웨이브 머리를 가진 ’사라(Sara)‘, 청록 눈에 옅은 브라운 웨이브 머리를 

한 ’나나(Nana)‘<그림19>등 4가지 종류의 다른 이미지를 한 모델들이 출시되었는

데 현재는 기본적인 모델만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슈퍼 돌피(Super Dolfie)는 보

크스사에서 제작한 구체 관절 인형의 한 종류로서 루츠, AI, DOD 그리고 엔젤리젼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제작사들마다 고유한 상표를 가진 구체 관절 인형이 존

재한다.33) 시판되는 구체 관절 인형은 우레탄을 소재로 한 인형으로 안구와 가발

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지만<그림20>, 우레탄이나 석분점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굴형, 안구, 가발, 메이크업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교환과 성형이 자

유자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구체 관절 인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2. 구체 관절 인형의 역사

  1930년 독일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한스 벨머(Hams Bellmer)<그림21>에 의해 

처음 만들어 졌다. 한스 벨머는 사진을 오려붙여 재구성하는 사진 몽타주의 기괴한 

효과를 즐기던 당시의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형 오브제를 

이용하여 원하는 구도로 배치하여 완결된 이미지로 촬영함으로써 이른바 연출사진

의 선례를 만든 예술가이다. 

33) 스포츠투데이 (2002. 11. 3), 구체 관절 인형, 자료 검색일 2006.10.3, 자료출처 www.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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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년부터 한스 벨머는 5~6등신의 여성 인형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소

재로 강박적인 욕망을 담은 사진들을 만들어냈다. 그의 인형은 불안정한 여성의 이

미지를 하고 있는데, 동그란 관절이 노출되어 부품이 해체된 기계인간을 연상시켜 

성적 공상을 표출했던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찬미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후 구체 관절 인형은 개인 작가들의 전시용 인형으로 꾸준히 만들어져 왔고 

대부분 일본 인형 작가들에 의해 발전 되어 왔으며, 1999년 일본의 보크스사에서 

대중화 하였다. 그동안 인형 작가들이 사용해왔던 재료는 석분점토, 점토, 나무 등

으로 일일이 조형해 만들었지만 보크스사 에서처럼 경화 우레탄을 사용하여 실리

콘 재질의 몰드를 제작하여 몰드 하나라부터 대략 30여체의 인형을 복재 할 수 있

고 원형 하나로 끝없이 인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슈퍼 돌피(SD)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인형은 이런 방식으로 복제․  생산되어 단가를 낮췄으며 장식으로서의 인형이 

아닌 ‘딸처럼 사랑해주세요’라는 컨셉으로 출시되어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국내 구체 관절 인형은 그보다 좀 더 늦은 때에 생겨났으나 2000년 이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다. 2002년 한국 최초의 구체 관절 인형 

교실, 2003년 한국 구체 관절 인형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전시회와 대중매체를 통

해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한스 한스 한스 한스 벨머벨머벨머벨머(Hans (Hans (Hans (Hans Bellmer)Bellmer)Bellmer)Bellmer)의 의 의 의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세계세계세계세계

       1. 예술적 배경

     

  전통적으로 이상화된 신체의 대리물의 역할을 해왔던 인형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움직임과 제어 능력을 갖춘 정밀한 자동인형

(Automata)으로 진화해 왔다. 피에르 쟈크 드로 부자의 ‘자동인형’에는 인간의 합

리성과 과학 기술에 대한 데카르트적(Decartesian) 열망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속에서 인형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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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행보를 펼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인형은 주로 이상화된 신체의 표현이라기

보다 이질성, 비정상성, 괴물성이 접합되고 보철된 존재로 제시된다. 이는 20세기 

초에 만연했던 기계에 대한 숭배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구축주의, 순수

주의, 바우하우스에서 나타난 합리적이고 남성적인 기계미와 구분되는 어딘가 기괴

하고 비기능적(Dyfunctuional)이며 성적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로봇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인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34) 미래주의의 경우 신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기계화된 연속 과정으로 읽어내고자 했는데 이러한 

점은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그림22>에서도 두드러지는 점이며 이 작품의 

경우 실제로 마네킹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바우하우스 오스카 슬

램머(Oscar Schlemmer)의 일종의 기계인간이라 할 수 있는 추상인형을 도입한 

‘트리아딕 발레(Triadic Ballet)’<그림23>에서처럼 추상화된 인간 신체를 통해 기

계미와 합리성에 대한 유토피아적 시선을 투영시켰다.

 반면 라울 하우스만(Raoul Hausman)의 ‘기계적 두상(Mechanical Head)’<그림

24>이나 그로츠(George Grosz)의 ‘공학자 하트필드(The Engineer Heartfield)’

<그림25>는 같은 작품 모두 기계미를 강조한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다적 비판정

신과 블랙 유머를 담고 있어 다른 맥락을 읽어 낼 수 있다. 즉, 각 예술 운동은 다

른 방식으로 ‘인형’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다.  

 이렇듯 1920년대~30년대 동안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 뿐만 아니라 광고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서 인형, 마네킹, 오토마타와 같은 휴먼 시뮬라크라(Human 

Simulacra)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지할 만한 점이다. 특히 유사인간형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의해서였다. 카렐 

차페크의 미래소설 R.U.R의 프랑스 공연에서 아르토(Antonin Artaud)가 로봇 역할

을 한 것과 코코슈카(Oscar Kokoschka)가 ‘페티시(Fetish)’<그림26>라고 명명한 

인형은 유럽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로 ‘인형’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는지 말해 준다. 

34) 조주리, 한스벨머(Hans Bellmer)의 인형 시리즈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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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초현실주의의 작품에서 보이는 유사 인간의 이미지 즉 인형, 마네킹, 로봇

과 같은 기계적 신체는 인간의 단순한 모조물이 아닌 인형 스스로의 생명과 내적 

차이를 지닌 듯 보이며 욕망과 환상을 담고 있다. 이제 초현실주의 안에서 자동인

형과 마네킹은 욕망과 공포의 대표적인 암호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인형’이 

주는 느낌의 정체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발

견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즉 언캐니(The Uncanny)35)의 느낌이다. 

 인형이 언캐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 대한 전적인 친숙함과 전적인 

낯설음, 이 양자의 모순 된 관계 속에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인형의 존재는 

그 ‘인간성’과 ‘비인간성’ 사이의 경계를 왕복하는 혼성교배적(Hybrid)이며 타자적

인 소통의 형태이다.36)

 초현실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인형의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잘 포착하였으며, 장

난감, 의료용 인형, 의상 마네킹 등을 이용하여 인간존재에 대한 불안함 또는 성적

욕망을 담아내는 에로틱한 그릇으로 인형을 선택했다.37)

 1924년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문’에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경이의 예로 수수께끼 같은 예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인형에 대한 것

이었다. 밀랍 상, 마네킹과 자동인형이 지닌 ‘두려운 낯설음’에 강한 관심을 경주했

던 프로이트는 인형이 언캐니한 이유에 대해서 브르통의 설명처럼 생명이 있는 것

과 없는 것, 인간과 비인간이 혼돈된 원초적 상태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실명, 거세, 죽음에 대한 유아기의 불안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

다.38)

 초현실주의자들 역시 인형에서 풍기는 이러한 ‘경이로움’과 ‘두려운 낯설음’을 직

관적으로 파악한 예술가들이었다. 때문에 1934년 겨울 초현실주의자들의 정기 간

35) 프로이트는 ‘기괴한 것 The Uncanny, 1919‘-에세이에서 기괴한 것을 오랫동안 친근했던 것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 시키는 무서움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36) 김원방, 인간과 인형 ‘이상적 인간에서 유사인간’ 전시도록, 1998

37) 조주리, 앞의 글, p. 19.

38) 조주리, 앞의 글,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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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물 미노토르(Minotaure)39)지에 벨머가 그의 첫 번째 인형 시리즈를 발표하기 이

전부터 초현실주의자 사이에 이미 인형을 다룬 작품이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인형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1938년에 열린 초현실주의 전시는 아예 ‘마네킹’을 주제로 열렸는데, 살바도르 달

리(Salvardor Dali)와 앙드레 마송(Andre Masson)을 위시한 많은 예술가들이 마

네킹과 인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렇듯 ‘인형’이라는 존재가 많은 초현

실주의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인형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다졌던 

‘섹슈얼리티’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인형의 사용은 강한 성적 욕망과 파괴의 욕망이 혼재되어 나

타나는데, 이는 예술가에게 있어서 인형이 창조하는 대상인 동시에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성적 욕망이 결부되어 나타나는 

경우, 여성 신체에 대한 대리물로서의 인형 신체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술가들의 창조적 충동과 파괴적 충동이 함께 투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초현실

주의 작가들에게 있어 인형은 창조 행위와 파괴적 충동이 동시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였던 셈이다. 또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흐리는 인형의 혼

성적인 존재감은 강한 심리적 효과를 창출해 냈고, 신체의 파편화와 재조합에 있어

서 실제 인체보다 훨씬 과감하고 다양한 효과를 드러낼 수 있었다. 

 한편 시드라 스티치(Sidra Stich)는 전후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인형이 자주 등장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세계 제1차 대전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장애인과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내 놓았다.40) 즉 나무로 만든 다리나 보철 기기 

같은 인공적 신체를 지닌 퇴역 군인이 많아진 사회상이 예술에 반영되었다는 설명

이다.

39) 1933년 출판업자 알베르 스키가 창간한 잡지로 잡지의 편집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그룹은 초현실  

 주의 작가들이었다. 

40) Lewis Kachur, Surrealism and the Cyborg : Mannequins and Dou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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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생애

 

  초현실주의 작가인 한스 벨머(Hans Bellmer)는 1902년 폴란드 슐레지엔 지방의 

카드비체에서 출생하였다. 벨머는 자신 스스로를 오이디푸스41)적아들(oedipal son)

이라 지칭할 만큼 유년시절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고 알

려져 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벨머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감정이 단순한 미움

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동성애적 고착과 결합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죄의

식과 불안감을 은폐하기 위해 더욱 극렬하게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42) 여기에서 ‘아버지’는 실제 부자사이를 넘어서 아버

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제, 경찰과 같은 공권력, 히틀러와 파시즘에 대한 증오를 모

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적’에 대한 반

동으로 남성에게 금지된 여성적 역할이나 감수성, 그리고 도착(perversion)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한 예로서 어린 시절 여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갖고 논다

41)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이며,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라이오

스는 이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神託)을 받아 그가 태어나자 산중에 내다 버려

졌다. 청년이 된 왕자는 자기의 뿌리를 알고자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앞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이를 피하려고 방랑하다가 테베에 이르는 좁은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사소한 시비 끝

에 자기의 부친인 것을 모르고 그를 죽이고 말았다. 당시 테베에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 수수께

끼를 내어 풀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다. 여왕은 이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 왕위는 물론, 자기 자

신까지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죽인 후 왕위에 올랐고, 모친

인 줄도 모르고 왕비를 아내로 삼았다. 둘 사이에는 네 자녀가 태어났는데, 왕가의 불륜이 사단이 되어 

테베에 나쁜 병이 나돌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자 두 눈을 뽑아내고 방랑의 

길을 떠나 코로노스의 성림(聖林)에서 죽었다. 여왕도 자살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왕위를 둘러싼 골육상

쟁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 신화 학자들은 이 근저에는 하나의 농경 제식에서 발단된 신화가 있다고 본

다. 그 설명에 따르면 오이디푸스는 해의 신이고 이오카스테는 땅의 신이다. 해의 신은 해마다 땅의 아

들로 태어나 묵은 해인 아버지를 배척하고 어머니를 갈고 일구는 지아비가 된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

신분석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독점애의 공상적 실현, 즉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그

를 배척하고 어머니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 ‘오이디푸스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말한다. 

42) Hal Foster, Compulsive Beauty, MIT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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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때때로 여장을 즐기곤 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시기,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공과 대학(Berlin Techni 

sche Hochschule)에 입학하기 위해 탄 베를린 행 야간열차에서는 아버지를 경악

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일탈’과 ‘도착’에 대한 표출로 벨

머는 짙은 화장과 금발 가발을 쓰는 여장을 시도했으며, 아버지 앞에서 인형놀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정치권력과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대

한 막연한 반발에서 나아가 벨머는 좌파적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예술에 대

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벨머가 열아홉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업

을 찾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제강 공장과 광산 등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

서 벨머는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광산의 동료들을 대상으

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연성을 하였다. 그 이유로 벨머는 폴란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으나 가까스로 감옥에 투옥되는 것만은 면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

속적으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했다. 1992년에는 그가 좌파 다다이스트의 

영향을 받은 회화 작품들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체포되었다.

 광산을 떠나 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벨머는 1923

년 베를린에 있는 공과 대학에 들어가 아버지의 직업인 엔지니어링을 배우게 되었

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업을 그만 두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는 다다43)이스트 하트필드(Jhon Heratfield), 그로츠(Geor 

ges Grosz), 오토 딕스(Otto Dix) 등과 교류하게 되었고 좌파적 정치의식과 예술

의 비판적 기능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44) 이후 그는 존 하트필드의 동생인 

Wieland Herzfelde의 소개로 좌파 다다이스트의 출판소인 Malik Verlag의 사무실

에서 타이포그래피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어 그 곳에서 책의 삽화를 그리거나 공산

43) 다다이즘 [dadaism] : 제1차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

동으로 다다(dada)라고도 한다. 조형예술(造形藝術)뿐만 아니라 넓게 문학·음악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다다란 본래 프랑스어프랑스어(語)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木馬)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다다

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44) Therese Lichtenstein, Behind Closed Door, 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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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풍자적 드로잉을 싣기도 했다. 반나치주의자였던 그는 예술에 대한 억압과 

문화적 퇴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품었고, 베를린에서 다다이즘 운동에 가담하며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일했던 그는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프랑스로 망명하여 파

리에서 정착하였다. 곧 그의 선언대로 산업미술가로서의 생업을 포기했다. 

1923년부터 관절이 움직이는 여자 마네킹을 만들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촬영하는 

일을 시작하여 쉬르레알리스트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마네킹은 쉬르레알리슴의 

전형적인 오브제이기 때문이었다. 1938년에 파리로 옮긴 후부터는 여자 마네킹의 

손과 발을 이리저리 분해하고 조합하여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표현을 한 「인

형」(10장의 사진 위에 수채물감, 78.1×20.9㎝, 1935)<그림27>을 발표했는데, 그

것은 섬뜩함의 미학을 극단으로 추구한 작품이다. 억눌린 성의 욕망과 그로 인한 

도착 등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상황이 의식의 세계로 비집고 나올 때 

이런 종류의 섬뜩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 작품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그림28>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오페라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진짜 한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된 

여자 인형과 아이들의 눈을 찢어 벌하는 모래인간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캐릭터에

서 받은 영감이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표출되면서 이러한 도착적 이미지가 나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소묘에도 뛰어나 기묘한 관절을 가진 합성인간을 소묘

<그림29>로 묘사하기도 했으나, 주로 마네킹이나 동판화를 통하여 병적인 에로티

시즘을 편집광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모든 정황에 앞서 인형 작업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그의 특별한 가

족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30년~1932년 사이 벨머(Bellmer)의 인생에서 일어난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의 

융합은 그의 유년기, 사춘기의 기억을 되살리고 나아가 그의 인형 시리즈를 탄생하

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 벨머의 아버지가 뇌경색 판정을 받고 나서 

1931년 베를린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그의 어머니는 그 와중에 발견한 벨머가 유년

시절 가지고 놀던 인형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보냈다 낡은 상자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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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는 부러진 인형과 잡동사니는 현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벨머에

게 유년기의 노스탤지어, 즉 처음으로 성차와 성욕에 눈을 뜨던 어린 시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을 상기시키는 열쇠가 되었다.

 이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벨머의 삼촌 부부가 그의 사촌 여동생

인 우르술라(Ursula Naguschewski)와 함께 그의 이웃집으로 이사해 온 사건을 들 

수 있다.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사춘기 소녀인 우르술라는 벨머에게 에로틱한 

공상의 대상이자 인형의 형태에 직접적인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보살피던 그에게 근친이자, 사춘기 소녀였던 그녀는 이룰 수 없는 

연정과 욕망의 대상으로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인형’이 그가 어린 소녀에 대해 품었던 욕망을 구체화시킨 

도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형이 그 안에 내재된 소아성애증(Pedophilia)혹은 롤리

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를 드러냈다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벨머

가 그의 집 주위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꾸준히 드

로잉을 남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본래 예술 작품의 모델로서의 어린소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세 번째 열쇠는 아마도 인형 제작에 가장 직접적인 추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

는데, 바로 언캐니한 인형이 등장하는 오페라와 관련되어 있다. 1932년 벨머의 아

내인 마가렛과 형 프리츠, 그리고 우르술라와 함께 그는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에서 

<호프만의 이야기(Tales of Hoffmann)>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 오페라는 작곡

가 자신이 병에 걸려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느낄 무렵 이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하

였는데,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부어 작품에 몰두하였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

하였다. 이후 동료인 에르네스트 기로(Ernest Guiraud)가 이 작품을 관현악화 하고 

레체치타티보를 작곡하여 완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오페라로 만들었다. 호프만은 

주로 익살 넘치고 풍자적인 작품을 많이 썼으나, 이 작품은 예외적으로 매우 진지

한 작품이었다. 비록 벨머가 이전부터 인형에 대한 수많은 드로잉과 스케치를 준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인형 ‘올림피아’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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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인형을 살아있는 여자로 착각하여 사랑에 빠진 남자 주인공과 인형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의 결말은 그가 생각해오던 작품의 아이디어와 놀랍게 비슷한 

것이었다.45) 

 한편 벨머가 당대의 유명한 인형 제작자들과 깊은 교분을 맺었던 점도 중요한 점

이다. 흔히 벨머의 인형을 설명할 때 동원되곤 하는 ‘페티시46)’ 라는 단어는 코코

슈카의 ‘페티시’ 인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코코슈카의 인형47)은 원래 벨

머와 절친한 프리츨(Lotte Pritzel)이라는 인형제작자에게 의로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는 바람에 헤르미 무스(Hermin Moos)라는 또 다른 인형 제작

자가 인형제작을 만들게 되고, 1918년~1919년 두 해 동안 코코슈카와 무스 사이

에 인형을 주제로 주고받은 서신이 1923년 출판이 되었다.48) 

 벨머 역시 이 책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인형이 지니는 심리적인 효과와 예술적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공교롭게도 코코슈카의 인형을 제작한 

사람이 벨머의 아내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얽히고설킨 기연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셈이었다. 벨머는 16세기부터 이어지는 독일의 전통 목각 

인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카이저 프리드리히 뮤지엄(Kaiser Frie 

drich Museum)에서 직접 본 구체관절 인형의 모습은 이후 그가 제작하게 될 구체 

관절 인형의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

자이자 수학자이며 점성술사였던 제랄라모 카르단(Gera lamo Cardan, 1502 

~1576)의 이론에 심취해 있었는데, 카르단의 ‘우주적 결합(Universal Joint)’라는 

개념을 응용하여 인형의 관절 결합 방식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벨머의 개인사

45) 조주리,  앞의 글,  p. 28.

46) 페티쉬(Fetish)란 비성적 대상물에 대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47) 헤어진 옛 애인과 똑같은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히기도  

 하고, 마차에 태워 함께 산책도 하고, 늘 침대에 두고 같이 잠잤다고 한다.  

48) Oskar Kokoschka, Die Fetish In Kunstlerbekenntnisse, ed. Paul Westheim. Berlin : Ullstein     

 Verla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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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폐결핵을 앓는 아내의 병약함과 그녀의 이른 죽음 또한 그의 인형 작

품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의 몸을 대신해 인공 소녀

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가 말년에 남긴 한 편지에 그때 강박적으로 인형 작품에 몰

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성적 살인(sexual murder)’을 저질렀으리라는 절박한 심

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과 정치권력에 관한 증오, 가족의 죽음이 몰고 온 개인적 고독과 동시에 용인

될 수 없는 성적 욕망과 환상이 더해지면서 그의 작품, 인형은 복잡한 심리 성적 

요소로 뒤얽혀졌다. 

   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벨머 벨머 벨머 벨머 인형시리즈에 인형시리즈에 인형시리즈에 인형시리즈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연구연구연구연구

      1. 도착적 특성

  한스 벨머의 인형시리즈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도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3장 2절에서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도착적 특성들을 벨머의 

인형에 있어서 어떻게 시각화 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벨머의 작품

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예술에 있어서 ‘도착 (Perversion)49)’이라 함은 성적 도착, 

49) 성적도착·이상성욕·변태성욕(erotopathy)·성적이상·색정도착증이라고도 한다. 성애(性愛)의 대상에 관한 

도착과, 사정(射精) 또는 유사한 생리적 현상을 동반하는 성적쾌감(오르가슴)을 얻기 위한 성행위에 관

한 이상이 있다. 성애의 대상에 관한 도착에는 성애의 대상으로 성적으로 성숙한 이성을 고르지 못하고 

동성자를 성애의 대상으로 구하는 동성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애(페도필리아), 늙은 여자를 대

상으로 하는 노인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애,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체애(死體愛:네크로필리아) 

등이 있다. 성행위에 관한 이상으로는 사디즘·마조히즘을 비롯하여 노출증·절시증(竊視症:몰래 들여다보

는 이상성격)·트랜스베스티즘(이성의 의상을 걸쳐 입고 성적 만족을 얻는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이성이 

몸에 걸치거나 입었던 것을 애무하며 만족하는 것은 페티시즘이라고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중 성적 욕

구가 이상항진되어 있는 것(음란증)은 각각 사티리어시스 및 님포마니아라고도 한다. 성적도착은 정상적

인 성의 대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시적·환경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항구적인 

것도 있다. 정신병자·신경증자에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성적도착, 즉 정신장애가 아니다. 정신분석학에

서는 성애의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정체 또는 고착(固着)으로서 성적도착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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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애에 있어서의 변태적인 이상습성을 일컫는다.

 프로이드는 ‘도착’을 시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 즉 절시증이 성기로 집중되거나 

혐오스러워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도착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점은 성적인 

대상에 공격을 가하려는 태도 혹은 그 반대 즉 고통을 받으려는 태도인데, 이를 지

칭해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50)  

 이러한 ‘도착’은 일상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아니나 예술에서, 특히 현대미

술에 ‘도착’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미적 표현의 도구로 기능해왔다. 

 도널드 구스핏(Donald Kupit)은 현대미술의 역사는 ‘도착의 역사’라고 단언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도착은 현대미술의 처음부터 나타난 주제이며 오늘날 매우 본질

적인 요소로 사실상 현대미술이 전반적으로 도착의 재현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

은 아니며, 현대 미술에서의 많은 명작들이 ‘도착’을 얼마나 극적으로 구현하는가에 

중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구스핏은 ‘도착’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예로 마네(Edouard 

Manet)의 '올랭피아(Olympia)'<그림30>를 들고, 그 계보를 잇는 작가로 한스 벨머

를 지목했는데, 벨머 이후의 작품이 실천하고 있는 성격에 따라 ‘벨머적(Bell 

merish)라고 지칭할 정도이다.51) 벨머의 작업에는 페티시즘, 사도․ 마조히즘, 절시

증, 소아기호증, 시체애호증, 양성구유 등의 다양한 도착의 기호들이 등장한다. 또

한 그의 어린 사촌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52) 

1933년 처음으로 제작된 인형<그림31>은 나무와 아마 섬유, 석고, 아교로 만들어

졌는데, 그 인형은 매트리스나 레이스 옷감 위에 다양한 포즈로 배치되어 있다. 인

형과 함께 검은 베일, 속옷, 장미 조화와 같은 도발적인 소품들이 함께 놓여 있고 

반나체의 인형은 각각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춘기 소녀의 실물 사이즈로 제작된 

이 인형들의 머리와 사지는 딱딱한 몸통에 부착되어 있으며 움직일 수 있도록 고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2243

50) 지그문트 프로이드,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서울: 열린책들, 2003, p. 93

51) Donald Kupit, Perversion in Art, Art Magazine, July 23, 2002

52) 조주리, 앞의 글,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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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었다. 인형의 기본 구조는 이후 여러 장의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변형되면서 나

타나는데 벨머는 이 작업을 통해 성욕과 거세공포, 죽음 충동, 애도, 우울증에 대한 

복합적인 환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에로티시즘’으로 그는 인형이 그 자신에게 성적 해방감을 주었으며 인형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53) 

 첫 번째 인형시리즈 중 <그림32>은 그의 급진적인 신체 해체를 잘 드러내고 있

다. 인형은 철저하게 분리된 신체의 파편들로 각각의 부위를 청사진에 견본처럼 핀

으로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렇게 흩어진 각 부분들은 완전히 생명이 제거된 

것처럼 보인다. <그림33>은 초상화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벽에 기대선 인형은 긴 

가발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수줍음과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엉덩이를 노출시

킨 채 슬립을 위로 잡아 올리는 포즈 역시 수동적이고 나약한 동시에 적극적이고 

유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림34>속 인형은 움직임 없는 몸은 그저 토르소

와 다리 없는 관절과 엉덩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검은색의 베일에 둘러싸인 채 

마치 죽은 듯 침대에 누워있다. 우아한 레이스와 벽지를 배경으로 한 인형의 모습

<그림35>과 심하게 파편화된 인형의 모습의<그림36>은 페티시즘의 특징이 강한 

작품이다. 레이스 속옷으로 덮인 두 다리와 그 사이에 놓인 장미, 하이힐이 신체의 

파편화와 페티시즘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벨머에게 있어서 사진을 통한 인형의 다양한 변형은 기쁨과 고양, 두려움의 변덕

스러운 결합물로 페티시(Fetish)54)가 본래 지니는 강렬한 양가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크라우스가 언급한 것처럼 ‘해체로써의 구축(Construction as Decon 

struction)은 거세와 페티시적 방어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신체 부분의 

53) Peter Webb, Eroticism in Twentith-century Art Interview with Contemporary Artists in The    

 Erotic Art, New York : Graphic Society, p. 369~370

54) 프로이드에 의하면 페티시란 거세공포에 대한 심한 정신적 외상에 대응하는 하나의 반응이다. 즉, 거세  

 당했다고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이로 인해 남근적 물건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정신적  

 반응이 바로 ‘패티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페티시는 대개 남근적인 형태의 것들, 예를  

 들어 여성의 다리, 발, 손, 하이힐 등에서 주로 발견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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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성과 남근의 대체물로서의 이러한 부분을 증식하는 과정을 동시적으로 상징

화하고 있다.55) 페티시는 피에르 몰리니에(Pierre Molinier)의 작품 ‘군중(Cro 

wd)’<그림37>에서도 나타난 특징인데, 이 작품의 경우 마네킹이 아닌 남성 작가가 

직접 여장을 했다는데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성행위 

그 자체 보다는 검정 스타킹, 코르셋, 하이힐 등과 같은 전형적인 페티시적 요소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벨머의 인형이 이러한 페티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티시즘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형의 성은 강박적으로 

추구되며, 그의 출생의 기제와 성적차이의 기호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인형을 조

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결론적으로 벨머의 인형에는 페티시즘으로서의 사디즘

이 각인되어 있다. 벨머의 인형에는 사디즘이 은폐되어 있지 않고 관음증적으로 배

치되어 강조된다. 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첫 번째 인형을 위한 파노라마식 메커니

즘(Panorama Mechanism for the first doll)<그림38>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유년

기의 호기심과 유희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인형을 위한 일종의 설계도인 셈이다. 

인형의 유두 부분을 누르면 인형의 복부에 위치한 렌즈를 통해 어린 소녀들의 성

적 환상을 보여주는 여섯 장의 사진이 차례로 비춰지도록 고안되었다. 비록 실제 

인형 시리즈를 통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몸을 들여다보려는 남성의 관

음증적 시선과 동시에 여성의 숨겨진 욕망을 내보이려는 도착의 욕구를 읽어 낼 

수 있다. 벨머의 두 번째 인형시리즈<그림39>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이전의 

작업들과는 달리 실내외의 다양한 배경을 사진에 담고 있다. 이 두 번째 인형 시리

즈는 100장이나 되는 사진으로 남겨 졌는데 이전 인형 시리즈 보다 인형의 신체 

구조를 강박적으로 변형 하고 재구성하여 ‘도착’적인 느낌을 더욱 강렬하게 나타내

고 있다. 이 두 번째 인형시리즈는 그의 친구이자 인형 제작자 프리첼(Lotte 

Pritzel)의 상업 인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는 벨머에게 오스카 코코슈카의 실

물 크기의 인형인 ‘페티쉬’를 소개하였다. 벨머는 프리첼과 함께 카이저 프리드리히 

박물관에서 16세기에 제작된 두개의 실물 크기의 인형을 보게 되는데 그 인형들은 

55) 조주리, 앞의 글,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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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구체 관절 기법을 도입한 벨머의 

두 번째 인형은 보다 유동적이고 실험적인 신체의 조합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두 번째 인형시리즈는 신체를 마치 정물화처럼 배치하여 실내에서만 제한되었

던 이전 작품과 달리 외부공간으로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시리즈는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줄로 포박당하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갈고리에 걸려 있

는 등 보다 불길하고 극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하여 강간이나 살인을 암시하는 요소

와 함께 섹슈얼리티와 죽음 충동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림40,41> 두 번째 

시리즈 중 가장 충격적인 작품은 숲속 나무에 결박된 채 드러난 소녀의 몸과 그 

뒤로 몰래 훔쳐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그림42>관음증, 소아 애

호증, 시체 애호증 등 온갖 병리적인 징후를 모아 놓은 듯한 이 사진은 에로틱함과 

공포 사이에서 끊임없이 왕복하고 있다. 벨머의 작품 속에서 또 다른 형식으로 나

타나는 도착적 특징으로 더블 이미지, 즉 샴쌍둥이를 연상케 하는 이중 신체 이미

지가 있다.<그림43> 벨머의 인형 사진과 드로잉에서 ‘더블’을 보통 양성구유56)나 

쌍둥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옷을 벗고 있는 여성과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된 자웅동체의 이미지나 여성 성기와 남성 성기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

우이다. 이러한 벨머의 상상은 대개 도차적인 환상을 동반하는데 벨머의 욕망은 여

성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여자가 되려는 욕망 혹은 여자-남자의 동시적 구현에 대

한 욕망으로 보인다. 이에 못지않게 상하, 좌우로 대칭된 네 개의 다리 혹은 하나

의 몸에 두 쌍의 다리가 달린 쌍둥이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신체

의 구조화 방식 모두 정상적인 신체의 질서 나아가 단일한 정체성의 의미를 파괴

하는데 궁극적으로 유일무이한 자아에 대한 신화와 정상성의 규정에 대한 해체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인형의 몸에 대한 공격적 조작과 구축이 그의 좌절된 욕

망의 해답이 결코 될 수는 없으며, 욕망은 인형의 재조립을 통해 끊임없이 증식해 

56) 양성구유 [兩性具有, androgyny] :본래 이 말은 ‘남자(andro)’와 ‘여자(gyn)’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용어로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조합(자웅동체)에 의한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습  

 적으로 ‘남성적·여성적’이라고 정의되는 특징의 결합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리킨다.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434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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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듯하다. 다양한 여성과의 드라마틱한 관계는 일생동안 그의 작품 세계에 마

르지 않는 성과 죽음에 관한 도착적 특성에 대한 원천을 제공 하였다. 대부분의 작

가들이 말년으로 갈수록 정제되고 승화된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과 달리 벨

머는 마지막까지 도착적 에로티시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벨머에 있어서 정상적인 성적 관습은 일탈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며 또한 예술적 

창조과정의 필수적 요소로 ‘도착’을 근간의 한 방법론을 구축했던 것이다.  

    

      2. 언캐니(Uncanny)적 특성

  '언케니(The Uncanny)'는 미학과 관련이 깊은 프로이트의 글들 가운데 하나이

다. 흔히 미학이란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 즉 숭고함과 기쁨과 감동을 불러일

으키는 대상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반대의 측면, 즉 

괴기함, 공포,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형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섬뜩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무생물의 

주체가 사람의 형상을 모방하는데서 오는 절대적 친숙함과 절대적 낯설음 사이에

서 오는 기분 나쁨, 인형은 인간형상과 유사하면서도 독립적 존재라는 면에서 ‘유

사인간형’이며 인간과 무생물이라고 하는 타자와의 잡종이다. 타자의 기본적 정의

는 ‘죽음’또는 ‘절대적 부재’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의 실제적 몸 저편에 실존하는 사

후의 세계이다. 즉 인형은 죽음을 내포한 교배종이며, 낯설음에 대한 공포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이러한 죽음에의 암시에서 오는 공포감이 바로 언캐니한 느

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형은 ‘나의 동일한 반복’이자 ‘나의 타자화’라

는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동일성을 통해 우리의 혼을 모방하고 자신의 

타자성과 접목시킨다. 그것은 자신의 불순함을 통해 바라보는 자의 안정된 시선을 

깬다. 바로 이점이 인형이 지닌 괴이함, 즉 언캐니함이다. 언제부터 초현실주의의 

회화나 오브제에서 풍기는 이러한 죽음의 분위기를 ‘언캐니’라는 용어를 빌어 표현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벨머를 수식하는 단어로 자주 거론되는데, ‘언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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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anny)’란 ‘낯설은 두려움’이다. 벨머의 작품에 내재한 죽음의 속성을 가장 효

과적으로 응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프로이트가 밝힌 낯설은 두려움은 유혹환상(Fantasy of Seduction), 거세환상

(Fantasy of Castration), 최초사건(Primal Scene), 자궁내 존재 환상과 같은 근본

환상(Primal Fantasies)같은 성적 환상이다. 이 모든 환상은 원초적인 상태에서 만

들어 졌다가 성장기 동안 억압되어 온 심리적 상태이다. 특히 ‘거세’와 ‘죽음’을 환

기시키는 것이야 말로 낯설은 두려움의 가장 전형적인 상태이다.57) 

 바타이유 역시 유사 이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게 금기시 되었던 것이 

‘죽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 시체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므로 죽음을 목도하거나 그것에 대해 알려하는 것 자체가 금기를 위반하는 일로 

여겨졌다.58) 그럼에도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열망, 특히 성의 환희 속에서 죽음을 

직시하고 나아가 죽음에 가까워지려는 충동이 내재 되어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모

든 삶의 목표가 결국 ‘죽음’이라는 명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철학은 초현실주의자들

의 삶과 죽음의 철학에도 흡수되는데, 유기체를 보존하려는 삶의 본능이니 성 충동

과 죽음의 충동, 즉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대립이라는 모델로 정립되게 된다. 이 두 

가지 충동은 언제나 결합되어 에로티시즘에 물들어 나타난다.59)

 언캐니적 죽음 충동의 특징을 가장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각화한 작가는 단연 

벨머라고 할 수 있다. 벨머의 언캐니함은 단지 죽음을 상징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 ‘시체’로 보여 지도록 인형의 신체를 파편화 하는 것이다.

 벨머의 인형이 강한 죽음의 이미지를 갖는 이유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

되는 특징 때문에 더욱 배가 된다. 카메라 파인더 속에 포착된 피사체는 모두 시체

처럼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제시되며, 사진이라는 매체가 본래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죽음’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60)

57) Freud, "The Uncanny", in Studies in Parapsychology, ed. Philip Rieff, New York, 1963, p. 43.

58) 조르쥬 바타이유, 에로티즘의 역사, 조한경 옮김, 민음사, 1998, p. 108~109.

59) Hal Foster, Convulsive Beauty, p. 49.

60) Roland Barthe, Camera Lucida,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1981,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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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년 독일의 콜마르 지역의 여행 중 벨머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이 바

로 그뤼네발트였다. 특히「이젠하임 제단화(Isenheim Altarpiece)」<그림44>이란 

작품에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고통스러운 모습

과 이를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담긴 피에타 상에 깊은 공감을 했다. 중세와 근

대에 이르기까지 섹슈얼리티는 책형과 순교와 같은 종교적 도상을 통해 시각화 됐

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벨머가 극적인 죽음을 표현한 종교화에서 깊은 영감을 받

은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61)

 1935년 작품 「인형(The Doll)」<그림45>은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작품으

로 유명한데, 음울한 숲의 한 가운데, 어린 여학생으로 보이는 시체가 나무에 결박

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티브는 두 번째 인형시리즈에서 유독 자주 반복

되어 나타나는데, 흰 양말과 메리 제인 슈즈를 신고 있는 여학생의 몸을 보여주고 

있어 얼핏 보기에도 납치, 강간, 토막살인 이라는 삼단 연쇄를 파생시킨다. 이러한 

확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작품 뒤편으로 희미하게 나타나는 남자의 검은 실루

엣이다. 같은 해에 제작된 또 다른 작품「인형(The Doll) <그림46>에서도 죽음의 

이미지는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작품의 경우 어두운 계단 아래로 토막 난 허벅지와 

다리가 소시지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있다.<그림47>의 작품에서는 남성의 바지 속으

로 여성의 몸이 먹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이는 성교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인형 옆에 놓여있는 식탁과 음식 때문에 마치 성인 남성이 어린 여아를 먹

어치우는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렇듯, 벨머의 파편화된 인형 모습은 

섬뜩함과 괴이함의 전형을 보여준다. 벨머의 인형에서 보여 지는 감정들은 이러한 

인형의 속성, 긍정이자 부정으로, 삶이자 죽음으로 나타나는 벨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상징계62)에 진입하기를 거부하는 혹은 진입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한 남성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벨머는 여성 신

61) 조주리, 앞의 글, p. 46.

62) ‘상징계’란 거울단계를 거쳐 ‘상상계’를 지나 언어활동을 통해 타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즉, 어머니와의 모태에서 분리되고 어머니와의 상상적 결합에 머무르는 것  

 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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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지배하기를 욕망할 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는 신체가 되기를 욕망하는 마조히

즘의 모습까지 내비춘다. 벨머의 인형은 상당 부분 바타유의 에로티즘을 떠오르게 

한다. 에로티시즘을 ‘죽음에 물든 성행위’로 정의 했던 바타유에 따르면 죽음이 개

입하는 에로티시즘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특징이다. 그만큼 언캐니적 특성은 

죽음과 다층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제 제 제 제 4 4 4 4 절  절  절  절  패션에 패션에 패션에 패션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벨머 벨머 벨머 벨머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인형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연구연구연구연구

      1. 패션에 표현된 페티시즘(Fetishism)      

  페티시즘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크게 주물숭배와 성적 도착 현상의 두 가지

로 분류된다. 주물숭배는 주물을 신앙과 의례의 대상으로 삼는 주술 종교적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나 ‘애니미즘(animi 

sm)의 퇴화된 형태’ 또는 ‘감각적 욕망의 종교’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신분석학파에서 주로 인용되는 성적 도착으로서의 페티시즘은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성도착(perversion)

을 가리킨다. ‘변태성욕’ 또는 ‘성적일탈(sexual deviance)’이라고도 한다.63) 

 페티시즘 현상은 성애(性愛)의 대상(對象)에 대한 도착과 사정(射精) 또는 그와 유

사한 생리현상을 동반하는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한 성적 행동(sexual behavior)에 

대한 도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성애의 대상으로서 성적으로 성숙한 이성을 

고르지 못하고 동성자를 성애의 대상으로 취하는 동성애(同性愛),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소아애(小兒愛),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간(獸姦), 또는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屍姦) 등이 있다. 성적 행동에 관한 이상으로는 새디즘(sadism)이나 마

조히즘(masochism)을 비롯하여 노출증(exhibitionism), 관음증(voyeurism) 그리고 

63) 이의적․양숙희, 페티시즘 FETISHISM, 경춘사, 1998 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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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도착(transvestism)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페티시는 포르노그래피64)와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

인다. 성 기관과 성 활동에 관한 복잡한 묘사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여 왔고 

그것은 바위 위에 그려진 음란한 낙서로부터 카마수트라(Kama Sutra)65)와 샅은 

정교한 철학적․예술적 산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포르노그래피와 마찬가지로 

페티시즘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도착적

인 행동들이 페티시즘인 것이다. 페티시즘은 19세기말의 다양한 외적인 사회․ 문화

적 원인들이 인간의 성본능의 내면세계에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이것은 이후 서구 

문화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현대에 들어와서 의복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현대의 페티시즘은 힘, 권력, 퇴폐주의, 범죄를 암시하는 기괴한 환상적 레퍼토리

와 극적 이미지 그리고 문학과의 연계로부터 영감을 얻어 표현되며 또한 클럽과 

잡지 등을 통해서도 야기된다. 스타일리스트, 기타 예술가들의 사업을 고무시켜 온 

페티시즘은 시각, 촉각, 후각적 자극을 혼합한 고도로 구조화되고 조직화 된 ‘감각 

문화(sensual culture)'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 속에 나타난 페티시즘적 특성

을 고찰하려고 한다. 페티시 패션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반되는 성이 아닌 ‘지

배’ 또는 ‘복종’이라는 선택된 성역할에 따라서 의복의 선택이 결정된다. 즉, 타고

64) 포르노그라피 :포르노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호색문학(好色文學)에 대하여 근 ·현대적, 서양적

인 것을 말할 때가 많다. 어원은 그리스어의 pornographos로 ‘창녀(pornē)’에 관하여 쓰여진 것

(graphos)’을 뜻하는데, 이윽고 영어에서 말하는 ‘obscence’, 즉 외설적인 문학을 지칭하게 되었다.

   포르노그래피는 부도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렬한 에로틱 장면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에로틱한 기분을 흐뜨러뜨리는 부분은 없다. 하드코어(hardcore) 포르노그래피는  

   성교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는 성교장면을 위장하고, 프렌지       

   (frenzy) 포르노그래피는 이상성애(異常性愛)를 다루는 것으로 분류된다.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2051참조

65) 카마수트라(Kama Sutra) : 4세기경에 바츠야야나가 썼다고 전해진다. 고대 인도 사람은 인생의 3가지 

목적으로서 다르마(法:종교적 의무) ·아르타(利:처세의 길) ·카마(愛:성애의 길)를 들어 이에 관한 많은 

책을 쓰고 연구하였는데, 카마수트라는 성애(카마샤스트라)에 관한 책 가운데서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

라 중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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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남․  녀의 성에 따른 에로티시즘의 추구가 아닌 양성적 특성을 공유할 때, 경험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다.66) 20세기의 가장 중요

한 페티시스트 간행물 중 하나였던 「런던 라이프(London Life)」(1923~1940)도 

코르셋과 하이힐에 대해 광범위한 기사를 실었으며 그 밖에도 의상도착, 바디피어

싱, 채찍질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후로 페티시즘을 표현한 패션은 영화, 잡지,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후로 페티시한 물건을 사용한 영화들이 속속 출현

했다. 예로 베트맨(Bat man)의 블랙 고무의상<그림48>, 캣우먼(Catwoman)의 고

무로 된 고양이 슈트<그림49>, 클리브 베이커(Clive Barker)의 헬레이저(Hellraise

r)<그림50>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속 이미지 의상들이 클럽에 

많이 등장하여 페티시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페티시 패션은 단지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에게 뚜렷한 역할과 특별한 

개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페티시즘은 펑크(Punk)나 고스(Goth)와 같이 

파괴적인 이미지나, 뱀파이어(vampire)와 같은 요부 스타일 또는 사이버섹스룩

(cyber sex look)을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소설의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영향을 미

쳤다.<그림51> 1960년대 런던에서 검은 가죽이나 PVC로 만든 옷이 유행하였고, 

70년대에는 말콤 맥란(Malcom Mclaren)과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가‘Sex'라는 의상실을 열면서 사회가 감추고 부정했던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착

실한 취향을 거부한 대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패션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성과 힘

에 기초한 패션에 역점을 두었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역시 말론 브

란도(Marlon Brando)와 제임스 딘(James Dean)이 착용했던 가죽 재킷<그림52>

에서 페티시 이미지의 영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페티시 패션은 레이스 장식의 콜

셋, 스타킹, 가터, 스틸레토 힐 등 신체를 조이고 압박하는 의복품목과 벨벳, 모피, 

고무, PVC, 가죽, 플라스틱 등이 페티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새로 등장한 ’퍼프스(Perves)‘는 영국 런던의 소호(Soho)에 있는 

본디지 패션 전문점 ’스킨 투(Skin Tow)‘로 대표되는 페티시 패션 스타일<그림

66) 이의정․ 양숙희, 앞의 글,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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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55>로서 대중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죽, 플라스틱, PVC, 고무 등의 

소재를 사용한 의상들과 레이스 달린 코르셋, 스타킹, 가터 등의 언더웨어를 아웃

웨어화한 스트리트 스타일<그림56,57,58>인 퍼브스는 클럽과 스트리트 등을 중심

으로 어떠한 하위문화보다도 영향력 있게 성장했다. 그러나 코르셋, 비자 슈즈

(bizarre shoes)등의 페티시 패션과 가죽이나 고무 등의 페티시 소재를 사용하였지

만 퍼브스는 ’정통‘ 페티스트는 아니다. 퍼브스는 팝 뮤지션들의 우연성이나 패션 

디자이너의 영감, 클럽문화와 영합함으로써 대중화된 패션이다. 즉, ‘상품화된 페티

시 패션’인 것이다. 또 펑크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표현한 의상인 것에 비

해 퍼브스는 개인의 성 도착적인 성향을 강조한 패션 스타일이다.67)

 페티시 패션에 있어서 색체 상징은 특히 중요하며, 다양한 도착적 의미와 상징성

을 표현하기 위해 검정색(black)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70년대 영국의 펑크

(Punk)의 블랙은 죽음과 절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페티시의 끈적이기도 하

면서 번들거리는 블랙의 이면의 새로운 섹슈얼리티는 터질듯 한 성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며, 빛의 반사에 의한 신체의 볼륨감은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을 자아내는 위

협적인 색이다. 

       1-1. 코르셋 페티시 

  현대 젊은이들이 성적 위선을 거부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페티시한 의복들

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본디지 드레스(bondage dress)가 대중에게 입혀졌을 뿐 

아니라 패션잡지에도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은 항상 이런 본

디지 패션들 중 으뜸이었다. 슈즈와 함께 페티시로서 간주되는 의복의 첫 번째 아

이템 중의 하나인 코르셋은 19세기 여성들 대부분이 착용했던 것과 같은 ‘평범한 

코르셋’과 가학 피학성 변태성욕과 관련된 ‘페티시한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tight- 

67) 김희남, 현대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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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d corset)'<그림59>, 두 종류로 구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르셋은 어떤 다

른 의복 아이템들보다 더욱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본적

인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의학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이유이다. 코르셋

은 다른 어떠한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 온 의복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타이트한 코르셋은 시대를 넘어서 반복되었으며, 특히 16세기부터 20세기

에 걸쳐 가장 일반화되었다. 타이트스테이(tight stays)는 여성을 비활동적인 상태

로 만들었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래 지속되어온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은 19세기 말

경까지 널리 유행했으며, 최근 수년간 성도착(sexual perversion)으로 다시 태어났

다.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코르셋 애호가인 Fakir Musafar는 코르셋은 ‘매

우 에로틱하다.’ 라고 말한다. 그는 신체 교정(body modification) 분야에서 독보적

인 존재인데, 오늘날 코르셋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들’로 분

류하였다.<그림60,61>

 첫 번째, 소위 ‘ 코르셋 비신봉자들(nonconformist)’로서 그들은 단지 몸매를 가

꾸거나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코르셋을 이용한다. Fakir 자신도 이 범주에 속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코르셋 신봉자들 또는 코르셋 인정자들(corset identi 

-ficationists)’로서 그들은 코르셋을 여성성과 동일시하여 습관적으로 착용함으로

써 성전환된 느낌을 가지며 대부분의 복장도착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세 번째, 

‘코르셋 마조히스트들(corset masochists)’로서 이들은 에로틱한 고통을 음미하기 

위해서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코르셋을 착용 한다68) 이들 범주들 간에는 상당 부

분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는 ‘가는 허리를 지닌 연약한 여성들은 남성뿐 아니라 여

성의 욕망을 자극하며, 만일 코르셋에 의한 신체훈련(body training)에 적응하게 

되면 코르셋은 성적인 경험을 강화시켜 준다. 남성으로서 자신을 매우 타이트하게 

68) Fakir Musafar, quoted in Gloria Brame, William Brame, and Jon Jacobs, Different Loving : An  

 Exploration of the World of Sexual Dominance and Submission, New York, Villard Books,      

 1994,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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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고서 역시 매우 타이트하게 조인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

다. 이때 신체 모든 내부기관들과 성 기관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재배열될 뿐 아니

라 무아지경의 기계적 자극이 수반된다.’69)라고 했다. 결국 코르셋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인내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이며 이때 ‘구속감’은 규율

(rules)이다.<그림62,63,64>들은 타이트레이싱을 통하여 마조히스틱한 희열을 느끼

는 코르셋 페티시스트들의 사진이다.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코르셋을 남성들의 즐거

움을 위해서 여성을 속박하는 부끄러운 의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코르셋은 남녀 모두에게 기쁨을 주어왔으며, 오늘날에 와서조차도 코르셋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장 폴 고티에, 마돈나 등은 코르셋을 겉옷으

로 혼용함으로써 내의와 외의의 벽을 허물었다. 이것은 현대여성이 자신의 섹슈얼

리티에 책임이 있으며, 강요나 불편, 고통 그리고 패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코르셋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이제는 소프트 페

티시(soft fetish)로서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그림65,66,67,68>

패티시 패션에 있어서 코르셋은 가장 중요한 테마이며 빼놓은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나 도미나트릭스와 슬레이브(slave), S/M 페티시스트, 여성 동성애의 남성역인 

부취(butch) 또는 남성 동성애의 여성역인 펨므(femme) 모두에게 코르셋은 각각 

다른 의미와 상징으로 어필한다. 이들의 코르셋은 주로 블랙의 가죽이나 고무, 

PVC 소재가 압도적으로 선호된다.<그림69,70,71>

       1-2. 하이힐 페티시 

  허리 다음으로 성적인 관심을 크게 받아 왔고 신어야 한다는 강요 때문에 엄청

난 고통과 변형을 당해 왔으며, 또 건강을 해치게 되었던 부위는 다름 아닌 발이

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발과 슈즈는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성적암

시의 대상물이라고 한다. 발은 페니스의 대체물로 연상되거나, 성기를 교양 있게 

69) Musafar, quoted in Modern Primitive, ed. Vale and Judo, 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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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발은 성적 암시 뿐 만 아니라, 움직이는 다리 끝

에 위치하고, 따라서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에 남성들은 신으면 움직이기 

힘들고 불편한, 마치 수갑이나 족쇄 같은 것을 여성의 발에 착용하도록 강요해왔

다. 시대에 따라 발의 크기는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작은 발이 선호되었다. 중국의 

전족 풍습도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크기의 발을 최상이라 여겼는데, 동양에서 작은 

발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며, 서양의 여성들에겐 작은 발은 우아함, 연

약한 보호본능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시대에 여성들은 키가 커 보이도

록 쇼핀느(chopine)<그림72>라는 신을 신었는데, 이것은 남성이 새처럼 걷는 여성

의 경쾌한 걸음걸이(birdlike fripping)를 찬양하여 높은 굽의 구두가 성적매력의 

도구로 여겨졌다.70) 이것은 비오는 날 덧신으로 신기도 했지만 주로 고급 매춘부

가 애용했다. 위험스런 신발을 신는 것은 더 커지고 싶은, 그래서 약탈자인 남성들

에게 더 띄고 싶은 욕망과 아울러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에게 의존 받고 보호받고 싶은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하이

힐<그림73>이나 플랫폼슈즈(platform shoes)<그림74>, 중국의 전족<그림75>과도 

상당한 부분이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관습은 동서양의 ‘문화적 유사 페티시즘

(culture quasi-fetishism)’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하이힐은 육체의 과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이힐에 의해 자세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배가 들

어가고 가슴을 내밀게 되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혀야하며, 그 

때문에 엉덩이가 튀어나와 그 풍만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높은 굽으로 인해 

꼿꼿하게 몸을 경직 시켜야 했기에 허벅지도 팽팽해지며 더욱 진취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이힐의 발명에 의해서 각 부분의 아름다움만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은 

거의 완전히 해결되었다. 유방이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일부러 내미는 것은 육체

의 에로틱한 부분을 보란 듯이 과시하는 것이었다.71) 페티시스트들의 문화에서 하

이힐은 코르셋 다음으로 인기가 있다. 실제로 하이힐과 꼭 끼는 코르셋, 크로스 드

70) 채영애,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 19.

71) 에두아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Ⅲ:색의 시대, 이기웅․ 박종만 역, 까치, 1987,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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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싱은 서로 공통된 조화를 이룬다. 

 19세기 전환기의 비인 페티시 부츠(Viennese fetish boots)는 엄청나게 높은 하

이힐이다.<그림76> 이것을 신으면 발등이 완전히 굽어지고 발레리나처럼 한 포인

트만 서 있거나 겨우 절뚝거리고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에 마치 남근처럼 삽

입할 수도 있게 디자인되었다. 페티시한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이 여성의 하이힐에 

의해서 어떻게 할퀴어지고, 중상을 입고, 삽입되는가에 대하여 종종 묘사하고 있

다.<그림77,78> 1962년 「High Heel」지(紙)는 “발을 수동적인 남성을 위협하는 

신기한 무기가 되며 남성을 그렇게 지배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하이힐을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공격의 상징’이다. 또한 힘을 의미하며 지배를 나타낸다.”72)라도 

기재하였다. 발이 노출되는 구두 또한 섹시하게 여겨진다. 발꿈치 부분이 벨트로 

된 구두(slin gbacks)는 발 뒷면의 살이 엉덩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교하는 구두(fuck me shoes)’라고 알려져 있다. 떼아 카라브라아(Thea 

Calabria)의 작품 ‘히녀(La Bonne)’라는 섹시한 구두는 여성의 파체를 표현함으로

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그림79> 구두 후면의 모습은 하녀의 엉덩이를 그리고 

구두의 커다란 리본은 하녀가 입은 에이프런의 리본을 연상시킨다. 이때 하녀는 도

미나트릭스의 상대역인 슬레이브(slave)'와 마찬가지로 ‘절대복종’을 의미한다.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공적으로 보기보다는 성적 

파트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보도했다.73) 

그것은 발가락 사이의 틈이 16분의 1인치 정도로서, 유방 사이의 틈이나 여성 신

체의 다른 ‘슬릿(slit)’부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때 발은 신체 대용으로 인식

되기도 한다. 페티시하다고 인정되는 의류 항목들에는 종종 문화적․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하이힐은 우리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과 매우 밀접하

게 관계가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매춘부나 크로스드레서들이 하이힐을 선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힐은 여성의 성적 매력이 없다는 것을 

72) High Heels, January 1962, p. 7~11.

73) “Vive la Differenc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5, 1984,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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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페티시스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틸레토힐에서부터 오픈슈즈에 이르기

까지 슈즈는 남성 또는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차원에서 부합된다. 인체의 

감각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이힐과 코르셋은 여성에게 강한 동질미학(Kina 

esthetic)의 자극을 제공하여 피부에 직접 느끼는 것보다도 한층 높은 강도의 감각

적 자극을 준다. 즉, 이것들은 남성들에게 시각적 자극제일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는 촉각적 자극이 된다.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평평한 굽을 신고 걸을 때보다 두 

배정도 엉덩이가 흔들리게 되므로 성기에 쾌감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슈즈에 의

한 압박감은 코르셋을 입었을 때의 구속감이나 또는 꼭 끼는 장갑에서의 압박감과 

유사한 감정을 유발한다. 즉, 압박과 구속에 의한 긴장은 착용자나 보는 이 모두에

게 성적 감정을 고양시킨다. 

 1960년대 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무릎길이의 악어 뀌사르드 부

츠(cuissardes boots)<그림80>를 선보였으며, 메리 퀸트(Mary Quant)는 코르셋-

레이스드 부츠를 디자인했다. 1970년대에는 영국의 비바(Biba)와 이태리의 피오루

찌(Fiorucci)같은 패션숍이 높은 플랫폼 구두를 선보였다. 하이힐과 플랫폼 구두는 

항상 법과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슈즈로부터 발

이 해방되었을 때 여성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었다. 1970년대 매우 짧아진 스커

트와 함께 유행된 플랫폼 구두는 이점을 설명해 준다. 즉, 여성들은 짧은 옷으로 

인하여 방해받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게 했던 패셔너블한 플

랫폼 슈즈를 선택함으로써 그녀들 스스로를 구속했다.<그림81,82,83> 이점은 과거 

쇼삔느의 선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떼아 카라브라아(Thea 

Cala bria)의 ‘하녀’와 같이 환상적인 스타일과, 마노로 브래닉(Manolo Blahnik)의 

분홍색 새틴의 ‘이브닝 뮬(evening mules)'<그림84>과 같은 전통적인 스타일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났다. 1990년대가 되자, 모든 시기의 스타일이 리바이벌 되

었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섹시한 구두인 50년대의 스틸레토가 다시 나타났다. 최근 

들어 Azzedine Alara<그림85>, Vivienne Westwood<그림86>와 Jean-Paul 

Gaultier 그리고 Tierry Mugler 같은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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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를 디자인 했다. 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미술가와 그에 영향 받은 디자이너들

은 페티시한 영감에 의해서 구두를 페티시 대상화 하거나 또는 예술작품으로 격상

시키는데 공헌했다.<그림87,88>

       1-3. 가죽 페티시 

  가죽옷은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었으나 가죽이 페티시 재료

로서 이용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초기 페티시스트들은 가죽의 냄새와 광

택을 강조했으며, 특히 에나멜가죽은 높이 평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오자 가죽의 

외관보다 상징적인 연관성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죽이 페티시로 이용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가죽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모피가 모성(母性)을 상징하

는 것처럼 가죽은 남성적인 강한 이미지 다시 말해서, 건강한 남성의 성욕을 재확

인 하는 상징성을 제공한다. 즉, 가죽의 객관적 특성은 남성다움, 내구성, 유연성과 

보호력이지만, 그와 동시에 신체적 고통, 힘, 동물적이고 약탈적인 충동과 남성다움

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74) 가죽은 무엇보다도 힘과 속세의 거만함을 상징한

다.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피 묻은 이빨과 결부되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매

우 에로틱한 요소가 있다. 즉, 가죽에는 공격성과 폭력성이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가

죽은 원시시대부터 힘(power)과 성(sex)의 상징물로서의 기능을 해왔으며, 현대에

도 가죽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블랙 가죽은 가장 선호되는 페티시 재질이다. 

 페티시스트들은 특유의 광택과 동물적인 냄새를 가지며 피부와 유사한 감촉을 가

진 가죽소재의 바디슈트로 전신을 피복(被服)함으로써 성적 쾌감이 상승하는 효과

를 즐긴다.<그림89,90> 또 그들은 채찍이나 부츠 외에도 코르셋, 헤드기어나 마스

크, 장갑 등 온몸을 가죽 의상으로 피복함으로써 자신들의 타고난 성을 위장한다. 

가죽은 특히 성적이며, 동성애나 새디즘적인 현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페티시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가죽은 S/M의 세계 공통적인 표식의 기능을 

74) Colin McDowell, Dress to Kill : Sex, Power in Clothes, London Hutchinson, 1992,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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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늘날 모터사이클리스트의 가죽의상<그림91,92,93> 뿐 아니라, 군인, 카우

보이와 경찰관의 가죽의상 그리고 샘브라운 벨트(Sam Browne)75), 무거운 부츠 

등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가죽 페티시 아이템이다. 

 1950년대 블루칼라의 노동자나 제임스 딘, 마론 브란도와 같은 ‘반항아’의 이미지

와 연결된 검정 가죽 의상은 지속적으로 매우 친숙해져왔다. 가죽의상은 Yves 

Saint Laurent이 1960년대 처음 패션계에 발표한 이후 동성애자와 S/M층에서 널

리 수용했던 1970년애에 특히 유행하였다. 그 후 1983년 ‘스킨 투(Skin Two)'라

는 페티시 클럽<그림94,95> 스트리트 패션과 하이 패션 모두 가죽을 강조하는데 

특히 펑크에 의하여 선도된 가죽은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클로드 몽타나

(Claude Montana),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등의 작품을 통하여 하이패션

에 영입되었다.

   

       1-4. 블랙 페티시 

  색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며, 다만 그 쓰임과 상

황에 따라서 색의 의미와 상징이 달라질 뿐이다. 페티시 패션에 있어서 색체 상

(color symbolism)은 특히 중요하며, 검정은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이고 그 다음이 

빨강이다. 두 색 모두 페티시즘을 연상시키는 색이지만 비중이 더 큰 블랙에 대한 

페티시즘적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블랙은 독특하고 힘을 가진 색상일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순수하고 신비로운 색

채이다. 페티시스트들이 즐겨 입는 블랙은 ‘밤’ 즉, 햇빛의 결핍과 다가올 새날을 

의미한다. 이때 블랙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리상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페티시 패션은 주

로 블랙 의상이 선호되는데 이것은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블랙의 본디지 패(bon 

dge fashion) 으로써 전신을 피복할 때 성적 자극과 희열이 배가 되는 효과를 노

75) 멜빵달린 장교용 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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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이유에서이다. 또한 색채는 우리의 감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세 이래로 기독교 미술에서 블랙은 악(evil)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사탄

의 블랙(satanic black)’이라고 한다. 비인간적이며 악마성을 뜻하는 블랙은 ‘도착

적인 에로티시즘(perversely eroticism)'과 결부되기도 한다. 블랙은 상징적으로 매

우 중요한 색채일 뿐 아니라, 흰 피부와 가장 큰 대비 효과를 가지므로 패션에서 

예로부터 변함없이 가장 애용되는 색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블랙과 대비되어 보이

는 흰 피부는 매우 선정적이고 도발적이기 때문이다. 즉, 블랙은 다른 어떤 색보다

도 다른 색을 극적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색체이다. 

블랙은 가죽과 연관될 때 한층 페티시한 특성을 갖게 된다. 1960년대의 흑인세력

(black power)이 크게 신장된 사회 분위기는 검정 가죽의 유행을 가져왔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게이들과 펑크들이 S/M이나 폭주족(Hell's Angels)의 이미

지와 관계된 블랙 가죽의 매력을 다시 유행시켰다.<그림96> 그러나 1980년대 블

랙의 이미지는 아방가르드 패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소개된 올 블랙(all-black) 의상은 예

술가와 지식인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안티 패션이 되었다. 어두침침한 블랙 의상을 

입은 가와쿠보의 모델들은 마치 ‘여전사(a warrior woman)' 같았다. 

 1990년대에 이르자 블랙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 지배적인 색체가 되었을 뿐 아니

라 페티시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색으로 부상했다. <그림97,98> 밤, 죽음, 위

험, 악, 무가치, 반항, 죄악과 관련된 독특하고 섹시하며, 신비하고, 추상적인 색체

인 블랙은 도미나트릭스와 부취(butch) 그리고 바이커(biker)의 복장과 그 외 페티

시즘 문화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채이다.<그림99,100,101,102>

       1-5. 성적 환상(sex fantasies) 페티시 

  환상(fantasies)이나 상상(imagination) 그리고 환영(illusion)은 원래 금지되고 

불가능 한 것에 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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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금지된 것은 성적으로 자극적이다. 많은 노출을 한 여성이나 페티시한 의

복으로 전신을 피복(被服)한 관능적인 여성은 성적 환상에 흔하게 등장하는 요소이

다. 따라서 일부 페티시스트들은 의복을 페티시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의복 애착

증세(clothing fixation)를 보이기도 한다. 이때 이들 의상은 정교한 에로틱 드라마

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예를 들면, 도미나트릭스, 노예, 카우보이, 군인, 하렘 

걸, 아마존 걸, 하녀, 간호사 등의 의상이다. 이들의 이미지는 성정체와 성고정 관

념(sex stereotype)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현상의 주류와 분명한 유사성을 갖는

다. 특히, 도미나트릭스와 캣슈트 그리고 하녀의 제복과 간호사 제복은 상반되는 

성역할과 함께 페티시 패션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도미나트릭스(dominatrix)는 새도마조히즘 섹스에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

배자의 역할을 하면서 성 파트너를 학대하는 여성으로서, 이 의상 여성 페티시스트

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도미나트릭스 의상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

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현대 페티시 의상이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는 현대 패

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도미나트릭스는 결코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항상 우아한 의상과 하이힐, 부츠, 장갑을 착용한다. 이상적인 룩은 ‘가죽과 레이스

의 조화’이다. 또 도미나트릭스는 가죽 채찍을 들고 있으며 때때로 코르셋을 입는

데 그것은 여성의 바디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미나트릭스의 의상은 성적 욕망을 암시한다. <그림103,104>

 도미나트릭스 룩 다음으로 성적 환상에 있어서 중요한 페티시 복장은 하녀의 제

복이다. 하녀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볼 때 힘의 열등함을 나타내는 확실

한 복종의 배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매춘부들은 때때로 하녀의 의상을 입

었는데 주로 흰색의 에이프런 및 모자의 색과 대조되는 어두운 색이었다.  

복장도착자들은 ‘여자 같은 사내 하녀(sissy maids)' 복장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복

장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노예의 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이다.<그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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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Post-modern Grotesque)

  1980년대 말 Mary Russo는 Kayser의 모던 그로테스크 개념과 Freud의 언캐

니(uncanny)개념으로부터 언캐니 그로테스크를 도출하고, 이것은 카니발 그로테스

크와 결합하여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담론을 이끌었다. 소외와 공포를 중심으로 

하는 모던 그로테스크는 익숙하지 않은 것과 그에 따른 불안, 음울, 실망, 억압을 

의미하는 언캐니 개념에서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언캐니 그로테스크에 의하면 인

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친숙한 것에도 그 안의 무엇인가에 대해 언캐니

를 느낄 수 있다. 예로 인간은 생명 있는 존재이니 생명 없는 대상이 정말로 그러

한 지 의심이 들 때나 고향처럼 익숙한 여성의 성기에서도 언캐니를 느낄 수 있으

며 이것은 억압에 의해 소외된 세계에 대한 감정이다.76)

 그로테스크 패션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르네상스 시대의 복

식은 십자군 전쟁 후의 교회 권위 약화로 인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예술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복식은 처음에는 순수 미의식을 추구하기 위해 인체 미를 강조하였

으나 점점 더 인체를 인위적으로 과장하게 되었다. 남자들은 남성미를 강조하기위

해 어깨와 소매, 가슴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여자들은 여성미를 표현하기위해 허리

를 조이면서 소매와 스커트를 과하게 부풀렸으며 높고 커다란 러프칼라와 함께 기

이한 외관을 형성하였다.77) 이러한 과장된 복식구조를 통한 인체의 왜곡은 인공적

인 부자연스러움을 연출하면서 무엇이 복식이고 무엇이 인체인지 모호하여 그로테

스크한 느낌을 준다.<그림106> 여성복에서의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남성의 양면적

인 패션경향과는 달리 극도로 지나치고 과장된 실루엣과 인체의 왜곡을 통해 비정

상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그로테스크 패션은 20세기 패션사에

서 더욱더 첨예하게 대두되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패션사에서 성의 부조화로 

인한 그로테스크의 양면성은 1960년대부터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시도되기 시작한 

76)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도서출판, 1998, p. 

77) 정흥숙, 앞의 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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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섹스 스타일(Unisex Style)과 80년대 성혁명으로 패션에 화제가 된 앤드로지

너스(androgynous)로 나타난다. 1960년대 여성들은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남성

의복 특히 바지를 많이 착용하게 되었으며, 남성들은 장발을 선호하고 여성적인 장

식과 스타일을 통해 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유니섹스 스타일은 1970년

대 뉴 웨이브 패션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1980년대 앤드로지너스룩으로 이어진다. 

앤드로지니가 전체성․  결합․  통합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의미한다면, 그로테스크는 양면적인 앤드로지너스를 닮아있으나 단지, 그러

한 혼합양상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지 않은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어떤 조화된 균형이

나 통합, 전통성보다 해체, 분열 그리고 돌연변이의 충격적인 양태를 지향하고 있

는 오늘날의 시각적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性)에 있어서 남성의 여성

화 경향은 앤드로지너스의 양성공유에 의한 조화된 균형이라기보다 우리사회에서

는 아직 이단적이며 비정상적인 그로테스크에 가깝다.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은 

‘도착’이라는 말과 밀접히 관련된다. 의복에 대한 도착행위는 페티시즘(fetishism), 

복장도착(transvestism)으로 표현된다.

 1970년대 펑크는 ‘하급의 것’, ‘풋나기’, ‘젊은 방랑자’,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고어로는 ‘매춘부’를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항과 불쾌감을 그 특징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인공적으로 염색하고 위로 세운 머리, 과장된 메이크업, 찢어진 검

정 가죽 옷, 거친 이미지와 문구의 티셔츠, 안전핀과 배수 파이프처럼 일상에서 역

할이 정립된,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조합한 장식으로 죽음, 절망, 공포를 통한 허무

주의, 히스테리, 폭력, 성의 혼용 등을 극단적으로 나타냈다. 

 그로테스크 패션의 80년대 표현된 형태는 스킨헤드(Skin Head)의 죽음과 영광이

라는 혐오스러운 문신과 Goth/Gothic Fashion의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형태

로 표현되고 있다. 1980년대 초 런던 Batcane 클럽에서 시작된 고스 패션은 보라

와 선홍빛이 가미된 블랙 벨벳, 레이스, 망사, 가죽, 코르셋, 장갑, 스텔레토 구두와 

은 장신구의 혼합이었다. 머리는 블랙으로 염색하였고 거친 빗질로 거대하게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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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으며, 얼굴은 죽음을 상징하도록 희게 칠한 피부에 피 같은 선홍색이나 검정으로 

눈과 이술을 메이크업하였다. 이 표현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공통적이었

으며 고딕시대가 배경인 드라큘라처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이중

성을 표현한 것이었다. 90년대 영 스트리트 패션의 그런지 룩(Grungy Look)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세기말적인 암울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 형태로 그로테스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위에 살펴본 그로테스크의 신체 담론과 관련된 그로테스크의 개념, 패션에서의 표

현 특징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의 이미지 특성을 신체를 매개로 한 전

통적인 이분법이 무너지는 경계의 모호성과 신체의 왜곡과 훼손 같은 신체에의 폭

력의 범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2-1. 경계의 모호성 

  그로테스크의 초기 개념으로 나타난 고대 장식 유형은 인간과 식물, 동물 등이 

하나의 유기체로 얽혀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양식은 지금 까지도 이어져 동물, 식

물, 기계와 인간의 신체의 결합으로 나타고 있다.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는 인체

를 동물화 시킴으로서 주체의 성적 본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무생물인 기계적 

인공물의 병치를 통해 성적인 것을 억제하는 한편 오히려 무성에 성적인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역겨우면서 우스운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에 나타난 인간/비인간적 신체 경계의 모호성은 자연과 인

간, 기계의 결합에 의해 인간 존재의 하락이라는 섬뜩함을 야기하는 한편 소외되고 

억압된 것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체의 유희적 변화를 표현한다.    

<그림10>은 부분적으로 모터사이클의 부품, 기계화된 인체가 주는 섬뜩함과 신체 

기능의 확장이란 즐거움의 공존이 풀리지 않는 긴장을 수반한다. 인간과 곤충, 새

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림108>는 과도하게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서 

한층 더 낯선 느낌과 동시에 유희적 효과를 준다.  남녀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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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을 통하여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일종의 자유와 해방

까지도 느끼게 한다. 성적인 모호성의 특성은 유니섹스 모드에서 보여 지는 남녀 

양성의 공존이라기보다 성도착적 충돌 혹은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 이미

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09>은 눈썹과 눈 주위를 강조한 강한 메이크

업과 태도로 인해 여성의 가슴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

한 성을 표현하고 있다. 살아 있던 것이 죽은 물건으로 되거나 죽음이 생명과 구분

되지 않는 생물/무생물이란 근본적인 범주의 구별이 확고하다는 가정과 이를 기초

로 세워진 지식과 신념을 침해함으로서 공포를 낳는 한편 의식의 새로운 확장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패션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공포의 감정과 함께 새로

운 미의식의 확장 효과를 준다. <그림110>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에 왕관이 씌어

진 프린트로 죽음의 공포와 함께 삶의 유희 측면을 보인다. <그림111>는 창백한 

얼굴과 눈 주위의 검은 메이크업, 풀어헤쳐 흘러내리는 머리가 마치 살아있는 시체

의 이미지처럼 보이면서도 공포로부터 새롭고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신체

와 복식의 경계는 문신, 피어싱, 페인팅, 화장, 의복 같은 신체 장식의 다양한 사용

에 의해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신체 장식에 의해 신체는 경계이면서 경계가 아니

게 되며 이 모호함은 자아와 자아가 아닌 것 같은 복잡한 관계를 낳는다. 한 예로 

복식과 신체 패러다임의 변형으로 나타난 의복의 극단적 크기와 과장된 왜곡은 괴

기스러움과 함께 희극적 충격을 준다. <그림112>은 타이트하게 신체를 전부 뒤덮

어 버린 복식에 의해 복식과 신체의 구별이 모호하다. <그림113>은 인체의 선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과장된 복식의 예를 보여준다. 

         2-1. 신체에 가해진 폭력

  신체에 가해진 변형과 파괴에 의한 그로테스크 패션 이미지는 잔인, 비정상성, 

섬뜩함, 공포로 인한 충격효과를 유발하며,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아름다움의 추구

란 내적 의미를 가진다. 신체의 단순화는 기하학적 형태, 불규칙 형태, 혼합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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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며, 신체 과장은 고전적 신체비례에서 벗어나 부분의 확대나 축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114>에서는 인체의 엉뚱한 부위에 패딩을 넣어 인체를 기

형적으로 재생산하였고, <그림115>은 아프리카 미개 종족의 신체 뚫기 장식 같은 

과장된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신체를 훼손시킨 이미지를 제시하는 동시에 무엇이 

아름답게 장식된 신체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16>
球體關節人形,ball jointed doll

<그림17> 손가락, 발가락
구체관절인형

<그림18> 석분점토

<그림19>Super Dolfie 
첫 시리즈 

<그림20>우레탄을 소재로 
하며 안구와 가발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는 
구체관절인형

<그림21>한스 벨머
Hans Bellmer (1902-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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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마르셀 뒤샹

 (1911~1912)

<그림23> Triadic Ballet
Oscar Schlemmer

(1922)

<그림24>Mechanical Head
Raoul Hausman (1919)

<그림25> The Engineer 
Heartfield 

George Grosz (1920) 

<그림26>‘Fetish’ Doll
 Oscar Kokoschka

(1919)

<그림27>The Doll
Hans Bellmer (1935)

<그림28>호프만 이야기
(1932)

<그림29>관절을 가진 
합성인간

Hans Bellmer (1932)

<그림30>마네(Edouard 
Manet)

 Olympia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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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첫 번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3)

<그림32>첫 번째 인형 
         신체 각 부분
Hans Bellmer (1933)

<그림33>첫 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3)

<그림34>첫 번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3)

<그림35>첫 번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3)

<그림36>첫 번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3)

<그림37>Crowd
Pierre Molinier (1961)

<그림38>Panorama 
Mechanism 

for the first doll (1934)

<그림39>두 번째 인형시리즈
Hans Bellmer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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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1>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2>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3>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4>이젠하임 제단화
(Isenheim Altarpiece)
Hans Bellmer (1510)

<그림45>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6>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5)

<그림47>두 번째 인형 시리즈
Hans Bellmer (1936)

<그림48>베트맨(Bat man)의 
블랙 고무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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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캣우먼(Catwoman)의 
고무로 된 고양이 슈트

<그림50>클리브 베이커(Clive 
Barker)의 

헬레이저(Hellraiser)
<그림51>Fia Berggren의 
Metallic costumes (1996)

<그림52>영화 “The Wild 
One"에서 Marlon Brando가 

입었던 가죽자켓 (1954)

<그림53>‘Skin Two' 
최초의 페티시 클럽 (1980 

중반) 

<그림54>London Soho의 
‘Skin Two' 클럽의 회원 

(1996)

<그림55>Rubber Fetishism. 
Polhemus (1966)

<그림56>페티시 잡지 
“Exotic"의 표지

<그림57>Bondage Look
 96 S/S Paris․ Lond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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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Bondage Fashion
Glynn (1982)

<그림59>Tight-laced corset
(1937)

<그림60>Fakir Musafar and 
Body Play (1989)

<그림61>현대 남성 코르셋의 
제2인자 Pearl (1990)

<그림62>15인치 
코르셋 페티시스트

Peter Farrer Collection 
(1992)

<그림63>기네스북에 오른 
13인치의 Ethel Granger

Steele (1996)

<그림64>Tight-laced corset
Fontanel (1992)

<그림65>Laced-up bustier
summer collection (1992)

<그림66>Corset belt
summer collecti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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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Corset dress
Westwood 

Printemps (1996)

<그림68>아웃웨어로 착용된 
스판덱스 코르셋

Italy Vogue (1996)

<그림69>Leather fetish 
fashion

McDowell (1992)

<그림70>영화 “Les Damnes"
크로스드레싱 코르셋

Helmut Berger (1969)

<그림71>영화 “Kid Rodeo"의 
Janet Leigh (1966)

<그림72>16세기 Venetian
Stilt-type leather chopines

Correr Museum. 

<그림73>7cm Black & Red
stiletto-heeled pumps

(1950~60년 초반)
<그림74>여성의 플랫폼 슈즈

(16세기)

<그림75>수단신과 전족 모형
전족한 발은 종아리와 폭이 

같을 정도였으며 자기 손바닥 
안에 들어와야 했다.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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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11인치 굽의 
Viennese fetish shoes 

(1900년)

<그림77>8인치 굽의 
Viennese fetish shoes 

(1900년)

<그림78>1900~1910년경의 
다양한 형태의 신발들

<그림79>“하녀(La Bonne)"
여성의 엉덩이를연상시키는 
둥근 뒷꿈치와 다리모양의 
굽과 하녀의 흰 에이프런이 

특징이다.
T. Cadabra (1980)

<그림80>Cuissardes boots
Vivier (1956)

<그림81>Platform fetish 
boots

Trask (1950년 중반)

<그림82>보석장식된 플랫폼 
슈즈 (1930년대)

<그림83>Black leather 
platform fetish boots

(1970년대 초)
<그림84>evening mules 
Manolo Blahnik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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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Leg heeled-pumps
여성의 하체를 강조한 디자인

Spring Collection (1992)

<그림86>Stiletto-heeled 
fetish boots, Westwood 

A/W Accessori Collezioni 
(1996)

<그림87>Schiaparelli의 구두 
모자 스케치 Surrealism & 

Fetishism (1937) 

<그림88>Surrealism & shoes
Silano, Bazzar (1967) 

<그림89>Skin Two club 
(1992)

<그림90>Black leather fetish 
bodysuits (1991)
암스테르담의 클럽

<그림91>Motorcycle & 
leather jacket, McDowell 

(1992)

<그림92>Motorcycle을 응용한 
의상 Thierry Mugler 

Collection (1992)

<그림93>Fetish fashion 
Thierry Mugler Collection 

(1992)



- 68 -

<그림94>Skin Two club
(1980년대 초)

<그림95>1980년대 초   
페티시 클럽의 페티시 패션쇼

<그림96>영화 “The Devil's 
Henchmen"에 등장한 
Motorcycle (1971)

<그림97>"Warrior Womens"
Vein (1993)

<그림98> 페티시 드레스
Skin Two 3 Collection 

(1993)

<그림99>페티시 클럽 
'Torture Garden'의 Kaisu 

(1996)

<그림100>Black fetishism 
Carl Russell (1996)

<그림101>Black fetishism
Mark Garbs (1996)

<그림102>"Xed Le Head"
Sincla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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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3>Dominatrix fashion
킨제이 연구소 (1944)

<그림104>Dominatrix fashion
McDowell (1992) <그림105>Fetish Maid

Steele (1996)

<그림106>Elizabeth I  
르네상스 복식 (16세기)

<그림107>Thierry Mugler
S/S Fashion News vol.12 

(1992)

<그림108>Thierry Mugler 
Haute Couture Fall (1998)

<그림109>A.Demeulmeester
S/S Belgian Fashion design

(1990)

<그림110>Helmut Lang 
S/S Fashion News vol.17

(1993)

<그림111>Oliver Theyskens
F/W collecti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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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2> JPG(1991)
S/S Fashion 

<그림113>Viktor & Rolf 
S/S Haute Couture colletion 

(1999)

<그림114> Comme des 
Garcon S/S Fashion 

(1997)

<그림115>A.McQueen
F/W collec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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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 . . .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의도 의도 의도 의도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작품 제작 의도

  현대의 패션이 독특한 이미지 개발과 조형적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인형 또한 조형 예술의 중요한 한 분야로 패션 이미지의 특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냄과 동시에 독특하고 참신한 재료와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보다 효

과적인 패션 이미지의 발현과 색다른 이미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인형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재료의 선택, 

다양한 표현기법의 전개, 실험적인 시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흔히 유아의 장난감으로 치부되어져 왔던 인형이란 소재를 통해 섬세하고, 장식적

인 기법의 표현효과로 독특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구체 관절 인형 기법을 응용

하고자 한다. 구체 관절 인형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친숙하면서 낯선 느낌의 이미지

를 위주로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해 앞서 살펴 본 한스 벨머(Hans 

Bellmer) 인형시리즈의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현 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벨머 작품의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관절 인형 2점과 인형 의상 3점 총 

5점의 작품을〔표 Ⅰ/Ⅱ〕와 같이 계획하여 제작하였다. 

 

    1. 작품 제작 방법 

 작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

체관절 인형 작품을 제작하였다. 구체관절 인형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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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그리기→ 심재 깍기→ 점토 붙이기→ 심재 꺼내기→ 헤드 만들기→ 안구 넣

기→ 귀 만들기→ 바디 만들기→ 팔·다리 만들기→ 손·발 만들기→ 관절· 관절받침

만들기→ 가조립하기→ 바탕칠하기→ 채색· 메이크업하기→ 재조립하기→ 완 성 

1. 도면그리기

<그림116> 제작에 있어서 먼저 만들고자하는 인형의 실제 크기의 도면을 그

린다. 심재를 깎아내기 위해, 인형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

문에 이 도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방안지에 정면과 측면을 좌우대칭이 되

도록 상세하게 그린다. 심재를 깎아내기 위한 형지를 만들기 위해 완성선보다 

5mm 안쪽으로 라인을 그린다. 이 5mm 두께가 점토의 두께가 된다.

<그림117>

방안지 위에 트레이 페이퍼(tray paper)를 이용하여 파트 라인을 복사한다. 

바디부분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쪽만 그려 자른다. 복사한 파트 라인을 잘라 도안 위에 놓고 크기가 맞는지 

비교하여 형지를 완성시킨다.

2. 심재(心材) 깎기

<준비물> 톱, 목공용 야스리, 필기도구, 자, 아이소핑크, 본드, 칼

<그림118> 머리, 몸, 양팔, 양다리.. 총6조각의 아이소핑크를 형지의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 각 형지의 정면, 측면의 라인을 따라 그려준다. 

<그림119,120> 정면과 측면의 선을 따라 심재를 칼로 깍은 후 각진 부분을    

입체감 있게 칼이나 목공용야스리로 잘 다듬어 준다.

<그림121> 잘 다듬어진 심재를 도면 위에 올려놓고 밑그림과 비교하면서 좀   

더 다듬어 완성한다. 심재를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잘 다듬으면 앞으로의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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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다.

3. 점토 붙이기

<준비물> 석분 점토, 밀대, 대나무 헤라, 물통, 붓, 조각도, 나무젓가락

<그림122,123> 석분 점토를 적당량 나누어 물을 섞어가며 잘 반죽한다. 이 때 

점토 사이의 공기를 빼주면서 반죽해야 한다.

점토는 일정한 두께(약 5mm)로 밀어야 하기 때문에 양 옆에 나무젓가락을 놓

고 밀대로 고루 편다.

<그림124> 일정한 두께로 편 점토로 심재를 감싸며 심재의 모양대로 잘 눌러

가며 모양을 만들어 간다. 관절이 들어갈 부분(목, 손목, 발목, 어깨, 다리)은 동

그란 모양으로 구멍을 내준다.

<그림125> 몸체, 얼굴, 양팔, 양다리의 6조각의 심재에 전부 점토를 붙여 잘 

말린다. 

4. 심재 꺼내기

<그림126,127> 점토가 완전히 건조되면 절단선을 그려 칼로 자른다. 분리하

여 모든 파츠의 심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림128> 심재와 분리된 파츠의 점토 두께를 확인하고, 점토가 균일하게 붙

지 않은 부분에 점토를 보강한다. 파츠의 내부의 점토가 완전히 건조되면 절

단된 조각을 다시 이어 붙인다.

<그림129> 이어 붙일 각 파츠의 절단면에 물을 충분히 바른 후 물을 묻힌 점

토를 충분히 붙여 단단하게 붙인다. 연결부분에 밀려 나온 점토는 틈이 생기

지 않게 잘 펴 발라준다.  

<그림130> 접합하는 절단면에 물을 충분히 바르지 않으면 접합면에 틈이 생

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압력을 이용하여 단단히 붙인다. 건조 중에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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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쳐 놓은 파츠 둘레에 고무줄을 감아 둔다.

5. 헤드 만들기 

<그림131,132> 기초 점토를 붙인 얼굴 위에 연필로 눈, 코, 입의 위치를 표

시한다. 도안과 비교해 가며 윤곽을 정확히 표시하며 점토를 붙여 형태를 잡

아간다.

<그림133> 점토 대나무 헤라나 작은 붓을 잘 이용하여 섬세한 얼굴 작업을 

한다. 헤드을 만들 때에는 지금까지 잡아 놓은 대략적인 형태가 대칭을 이루

는지 여러 각도나 거울로 확인해 가며 작업해야 한다.

<그림134> 사포를 사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얼굴은 다른 파츠와 달

리 인형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40번 이상의 사포로 

아주 매끄럽게 다듬는다.

6. 안구 넣기

<그림135> 헤드 속의 심재를 꺼내고 안구를 넣기 위해서 정수리를 기준으로 원

이 되게 절단한다. 안구를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비스듬히 절단한다. 

<그림136> 분리된 헤드의 얼굴 부분에 안구가 들어갈 위치를 연필로 표시하여 

조각도로 구멍을 뚫은 후, 얼굴 뒷면을 사포를 이용해 둥글게 갈아 준다.  

<그림137> 안구를 점토를 사용해 임시로 고정시켜 눈의 라인을 수정한다. 이 

때 인형의 이미지에 맞는 동공의 위치를 결정한다. 안구를 완전히 고정시킨 후 

헤드의 절개부분을 다시 붙이다. 

7. 귀 만들기

<그림138> 귀의 위치를 연필로 그린다. 귀는 정수리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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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눈과 코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이 만나는 위치에 있으며, 약간 뒤로 눕혀져 

있다. 

 <그림139> 귀의 위치에 약간의 물을 바르고 적당량의 점토를 붙인다. 양쪽 

귀 부분에 점토를 붙인 다음, 정면에서 바라보며 위치와 각도를 확인하면서 귓

바퀴의 큰 형태를 만든다.

 귀는 큰 물음표 안에 작은 물음표가 들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귀의 큰 형

태를 만든다.

 <그림140> 귀의 큰 형태가 나오면 건조하여 사포와 줄로 세부를 정리한다. 

인형의 스타일에 따라 귀의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얼굴이 완벽하게 완성되

면 머리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 S고리를 심는다. 이는 인형을 조립할 때 텐션

줄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8. 바디 만들기

<그림141,142> 심재를 꺼낸 바디를 완전히 건조한 후  바디의 앞·뒤 중심선

을 긋고 깎을 부분과 붙일 부분의 밑그림을 연필로 그린다. 

연필로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조각도와 줄을 사용하여 바디의 전체적인 라

인을 다듬어 간다. 인체 누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보면서 바디의 굴곡을 점

토를 붙이고, 깎으면서 형태를 완성한다. 

<그림143,144> 바디의 형태가 완성되면 사포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정리한다. 

9. 팔 & 다리 만들기

<그림145> 팔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2등분선을 표시하고 팔의 근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각도로 파낼 부분과 점토를 붙일 부분을 고려하여 밑그림을 그린

다. 



- 76 -

<그림146> 다리도 무릎을 기점으로 정면 중심선과 측면 중심선을 긋고 도면

과 비교해가며 2등분선을 그린다. 밑그림을 토대로 점토를 붙이고 깎아 양다

리, 양팔을 서로 대칭이 되도록 완성한다. 

<그림147,148> 팔의 팔꿈치와 다리의 무릎을 기준으로 그린 2등분선을 톱으

로 잘라 안의 심지를 마저 빼내어 준비 한다.

 10. 손 & 발 만들기

<준비물> 공예용 철사, 조각칼, 점토, 사포, 줄, 

<그림149> 손바닥과 발바닥 부분이 될 점토에 손가락의 뼈대가 될 공예용 철

사를 잘라 기본 모양을 만든다. 철사를 심은 점토가 건조되면 손가락 모양대

로 철사를 구부려 준다. 

<그림150> 점토로 손바닥, 발바닥의 전체적인 굴곡을 표현한다. 철사에도 점

토를 붙여 손가락, 발가락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형태가 정리되고 점토가 완전

히 마르면, 사포로 손과 발의 형태를 정리한다. 

<그림151> 손과 발의 형태가 완성되면 손톱, 발톱을 만든다. 손톱, 발톱은 피

부와의 경계면이 움푹 들어가 있음을 알고 조각도와 줄을 사용하여 만든다. 

11. 구체관절 & 관절받침 만들기

 <그림152> 허벅지 파츠에 관절 구를 붙이기 위해 허벅지 파츠의 윗부분을 둥

근 조각도로 파낸다. 구가 파츠의 1/2 이상 들어가면 조립이 힘들어 지므로 절

반을 넘지 낳도록 넣어 점토로 고정시킨다. 

<그림153> 허벅지 관절 구를 관절 부분에 대보며 구멍 부분을 확인하여 구가 

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점토를 보강한 몸통의 관절 부분에 구를 밀어 

넣어 구 받침을 만든다. 관절받침을 만들 때 관절의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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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절의 위치와 허벅지 측면에서 봤을 때 허벅지 관절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정과정을 반복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그림154> 구와 관절받침이 완성되면 텐션줄이 지나가는 구멍을 뚫는다. 

11-1. 무릎, 팔 관절 만들기

<그림155> 허벅지와 종아리 파츠의 무릎 뒷부분을 45˚ 각도로 잘라 낸다. 조

각도를 사용해 두 파츠 사이에 관절구가 딱 맞물릴 정도로 파내고 움직임이 자

연스러운지 확인한다. 팔 파츠도 앞의 관절 만들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절과 관

절받침을 만들어 완성한다. 

<그림156,157>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 했다면, 종아리 파츠에 구를 

고정시키고, 관절받침도 만든다. 이때 무릎 관절구의 1/2 정도가 종아리 파츠 

위에 올라오도록 높이를 정한다. 어깨 관절 구를 넣을 부분은 측면도와 비교해 

보며 위치를 정확히 잡아 어깨 구멍 주위를 어깨 관절 구가 약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파주어 어깨 관절 받침을 만든다.

<그림158> 무릎이 접히는 부분은 최소 90˚가 되어야 인형이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다.

<그림159,160> 구와 관절받침이 완성되면 텐션줄이 지나가는 구멍을 뚫는다.

11-2. 손, 발 관절 만들기

<그림161> 손과 발의 구를 고정시키기 전에 손목 부분에 나와 있는 손가락뼈

대로 사용한 철사를 잘라 제거하고 손·발 파츠에 관절구가 들어갈 수 있게 조

각도로 파놓는다. 

<그림162>손·발 파츠의 구관절이 앞의 모든 관절과 같이 1/2 정도 들어 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구를 고정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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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3> 점토로 고정시켜 완전히 건조되면 다시 한번 사포로 마무리 한다.

<그림164> 손목 발목도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관절받침을  만든다.

<그림165> 손과 발에는 텐션줄을 지탱할 수 있는 철사를 심어 S고리를 연결

해 주어야 한다. 우선 손·발의 관절에 구멍을 뚫어 주고 나서 핀바이어스로 구

멍의 직각이 되도록 뚫어 철사를 넣고 양 옆 구멍을 점토로 막아 잘 다듬어 

완전한 구관절이 되도록 한다. 

 12. 가조립하기

<그림166> 왼쪽 팔꿈치-바디-오른쪽 팔꿈치 = 양 팔 부분 목-바디-허벅지 

중간까지= 헤드에서 다리까지 다리 부분의 텐션 줄은 두 줄이 필요하다. 인형

을 조립하는데 있어서 텐션 줄 은 총 3줄이 필요하다. 

<그림167> 텐션줄 한줄로 바디를 관통하여 양 팔을 연결한다. 

<그림168> 헤드 파츠의 S고리에 텐션줄 2줄을 걸어 바디의 목의 구멍으로 

넣어 대퇴부관절 사이로 빼내 다리와 연결하여 가조립을 마무리 한다.

<그림169> 가조립이 완성되면 인형을 평평한 바닥에 세워 직립 시켜본다. 인

형의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는다면 안정적으로 직립 할 수 있다.

 

13. 바탕 칠하기

 

<그림170>젯소와 모델링 페이스트를 적당량 혼합하여 채색전에 바탕칠을 해

준다. 이 작업은 인형 표면에 합성수지 피막이 형성되어 내구성과 방수성이 

높아지며 물감의 발색도 좋아지며 화장품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업이다. 바탕칠을 하기 전에 인형의 표면을 물수건으로 잘 닦은 다음 

바탕칠을 매니큐어를 바르는 느낌으로 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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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1>초벌칠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바탕색을 칠할 경우 

벗겨지기 쉬우므로 건조시키면서 바탕칠을 3~4회 반복해 점토의 표면에 충분

한 피막이 형성되도록 해 준다. 각 파츠가 완전히 건조 되면 전체적으로 사포

질을 한다. 이 과정은 바탕칠을 할 때 생긴 붓 자국을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고운 사포로 정리한다. 

14. 채색 & 메이크업

<준비물> 메이크업 재료는 파스텔, 아크릴물감, 색연필 등 다양하며 화장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172> 바디에 혈색이 돌아 정말 사람과 닮아 보이도록 채색을 하는데 이

때 미술용 스펀지나 파운데이션 스펀지에 물감을 적당량 뭍혀 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 채색을 한다.

눈썹은 양쪽의 높이가 같아야 하므로 눈썹을 그리기 적당한 높이에 끈을 일직

선으로 둘러놓고 양쪽 눈썹이 대칭이 되도록 색연필로 그린다. 더 진하게 표

현하고 싶다면 물감을 이용해 그려준다.

<그림173> 채색한 바디와 메이크업한 헤드를 잘 건조하여 다시 재조립하고 

헤드에 가발을 씌우거나 머리를 붙여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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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및 및 및 및 해설해설해설해설

【 작품 Ⅰ/Ⅱ 】

 ■ 작품명 : AndrogynyAndrogynyAndrogynyAndrogyny

 ■ 구  성 : 헤드 2, 바디2

 ■ 재  료 : 석분점토, 글라스안구, 젯소, 모델링페이스, 아크릴물감, 가발

 ■ 기  법 : 구체관절 기법

 ■ 크  기 : 40 cm

 ■ 작품 해설

 <작품Ⅰ/Ⅱ>에서는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도착적 양성구유와 언캐니적 신

체 파편화 특성을 도입하였다. 인형의 신체를 파편화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조립하

여 기형화로 인한 괴이함, 섬뜩함을 인형 신체 표현에 나타내어 이상화된 신체라기

보다 비정상적 이미지, 왜곡된 형상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형의 얼굴 이미지에서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적 성적 충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노출증, 관음증, 소아 기호증, 시체 애호증을 연상시키는 도착적인 벨머

의 메시지를 나타내어 또 다른 기이한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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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Ⅰ/Ⅱ】AndrogynyAndrogynyAndrogynyAndrogyny의 의 의 의 전체사진<그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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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Ⅲ 】

 ■ 작품명 :    Femme Femme Femme Femme fatalefatalefatalefatale

 ■ 구  성 : 헤드, 바디, 다리, 팔, 손, 발

 ■ 재  료 : 석분점토, 글라스안구, 젯소, 모델링페이스, 아크릴물감, 가발

 ■ 기  법 : 구체관절 기법

 ■ 크  기 : 70  cm

 ■ 작품 해설

 

 <작품Ⅲ>에서는 인형의 얼굴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프로이트가 밝힌 언캐니한 죽

음의 이미지를 상징하도록 헤어스타일은 브라운의 컬러의 부스스한 컬의 머리에 

거친 빗질로 거대하게 부풀렸으며, 얼굴은 창백한 백아이보리 칼라의 피부와 은색

펄감의 아이메이크업, 혈흔 같은 선홍빛 립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어 팜프파탈

의 이미지처럼 죽음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작품Ⅲ>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팜므파탈의 이미지처럼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죽음

을 환기시키는 독특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성적 매력을 동시에 표출 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83 -

【 작품 Ⅲ】Femme Femme Femme Femme fatalefatalefatalefatale의 얼굴 사진<그림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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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Ⅲ】Femme Femme Femme Femme fatalefatalefatalefatale의 정면/뒷면 사진<그림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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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Ⅲ】Femme Femme Femme Femme fatalefatalefatalefatale의 측면 사진<그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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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Ⅴ】

 ■ 작품명 : S/M S/M S/M S/M 

 ■ 구  성 :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 블라우스, 에이프런, 헤어밴드

 ■ 재  료 : 인조가죽, 레이스, 와이어, 훅, 액세서리

             면60수, 레이스테이프

 ■ 색  상 : 검정(Black), 흰색(White)

 ■ 기  법 : 소재의 Mix & Match, Taping

 ■ 작품 해설

 <작품Ⅳ/Ⅴ>에서는 벨머의 작품 특성인 도착적 페티시즘 요소를 성과 힘에 기초

한 노골적인 성적 환상 의상을 디자인 하여 표현하였다. 

육체적····정신적 지배자의 역할을 하며 파트너를 학대하는 사디즘적 이미지인 도미나

트릭스 룩과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볼 때 성적인 노예이미지인 마조히즘

적 이미지인 메이드 복장의 상반된 의상을 하나의 작품 안에 표현하여 복장 도착

증의 극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인형 의상에 있어서 도미나트릭스의 이상적인 룩인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을 페티

시의 대표적인 소재인 가죽을 에로틱한 레이스와 믹스매치 하여 다양한 도착적 의

미와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강렬한 느낌을 위해 Black을 주요 칼라로 선정하였다. 

이에 상반되는 메이드 복장은 White의 에이프런 및 레이스 달린 헤어밴드와 Black 

블라우스로 구성하여 이미지 양분화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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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의 얼굴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는 성적인 경계의 모호성, 양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몸은 여성의 몸이긴 하나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

한 경계선상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 작품 Ⅳ 】S S S S 의 도식화<그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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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MMMM의 얼굴 사진<그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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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MMMM의 전체 사진<그림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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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MMMM의 세부 사진<그림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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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Ⅴ】MMMM의 도식화<그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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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Ⅴ】MMMM의 얼굴 사진<그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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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Ⅴ】MMMM의 정면/뒷면 사진<그림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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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Ⅴ】MMMM의 세부 사진<그림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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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Ⅴ】S/MS/MS/MS/M의 조립 사진 ⅠⅠⅠⅠ<그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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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Ⅳ/Ⅴ】S/MS/MS/MS/M의 조립 사진 ⅡⅡⅡⅡ<그림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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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

 ■ 작품명 : 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

 ■ 구  성 : 드레스, 러플 칼라

 ■ 재  료 : 실크노방

 ■ 색  상 : 패일베이지

 ■ 크  기 : 70  cm

 ■ 작품 해설 

 <작품Ⅵ> 디자인에 있어서는 인형의 신체인지 의상인지 구별이 어려운 기이한 그

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형의 피부칼라와 같은 톤의 패일베이지의 

실크노방을 주소재로 하여 한 벌의 드레스를 만들었다. 

 높고 커다란 러플 칼라로 하여금 인체를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외곡시킴으로

써 복식과 신체의 경계를 모호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상의 부분에는 

페티시적 요소인 코르셋 형태를 빌려 절개라인을 넣어 디자인 하였고, 스커트 부분

에는 여러 겹의 러플을 겹겹이 이어 붙여 상의 부분과 소매부분까지 연결하여 의

복이 아닌 신체가 러플 자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적인 디자인요소를 더하였다. 

그로테스크의 기이하고 언캐니한 특성 가운데 미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도식화<그림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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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얼굴 사진<그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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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정면 사진<그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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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뒷면 사진<그림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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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측면 사진<그림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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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Ⅵ】AmbiguityAmbiguityAmbiguityAmbiguity의 세부 사진<그림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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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6>도면 그리기 <그림117>도면 그리기 <그림118>심재 깍기

<그림119>심재 깍기 <그림120>심재 깍기 <그림121>심재 깍기

<그림122>점토 붙이기 <그림123>점토 붙이기 <그림124>점토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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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5>점토 붙이기 <그림126>심재 꺼내기 <그림127>심재 꺼내기

<그림128>심재 꺼내기 <그림129>심재 꺼내기 <그림130>심재 꺼내기

<그림131>헤드 만들기 <그림132>헤드 만들기 <그림133>헤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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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4>헤드 만들기 <그림135>안구 넣기 <그림136>안구 넣기

<그림137>안구 넣기 <그림138>귀 만들기 <그림139>귀 만들기

<그림140>귀 만들기
<그림141>바디 만들기 <그림142>바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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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3>바디 만들기 <그림144>바디 만들기 <그림145>팔 만들기

<그림146>다리 만들기 <그림147>다리 만들기

<그림148>다리 만들기

<그림149>손&발 만들기
<그림150>발 만들기 <그림151>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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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2>구체관절&관절받침 
만들기

<그림153>구체관절&관절받침 
만들기 <그림154>구체관절&관절받침 

만들기

<그림155>무릎&팔 관절 
만들기

<그림156>무릎&팔 관절 
만들기

<그림157>무릎&팔 관절 
만들기

<그림158>무릎&팔 관절 
만들기 <그림159>무릎&팔 관절 

만들기

<그림160>무릎&팔 관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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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1>손&발 만들기

<그림162>손&발 만들기

<그림163>손&발 만들기

<그림164>손&발 만들기
<그림165>손&발 만들기

<그림166>가조립하기

<그림167>가조립하기

<그림168>가조립하기

<그림169>가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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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0>바탕칠하기

<그림171>바탕칠하기

<그림172>채색&메이크업

<그림173>채색&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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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 . . .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인형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양식과 재료의 확대로 많은 변

화와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대중화와 예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에 일본에선 벨머의 인형 시리즈의 형식적 특징과 모티프를 직접적으로 차용

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벨머의 인형은 현대 작가들에게 있어서 ‘인형’

을 소재로 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의 창작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모델로 참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이며 구체관절 인형의 창시자인 한

스 벨머(Hans Bellmer)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그의 사상과 작품에 나타난 특성 

및 표현 양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가 현대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벨머의 작품 특성을 연결시

켜 구체관절 인형과 의상을 연구․  디자인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인형 제작에 있어서 구체 관절 기법과 벨머의 특성인 도착성과 언캐니함의 신

체 이미지와 죽음과 폭력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결합시켜 인형 제작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또한 한스 벨머의 예술세계와 작품의 특성을 고찰하고 참고 작품을 

수집․ 정리한 독창적이다 못해 독특한 특성을 접목시킨 현대 의상을 연구한 결과, 

페티시와 그로테스크 패션의 예술성과 개성이 있는 독창적인 조형적 디자인 요소

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 하여 6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형의 기원과 역사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인형이 인류 역사  

        이래 변함없이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해 온 친숙하고도 기이한 대상이며, 무  

        생물이면서도 살아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존재를 보는 듯한 이중 분신으로 기능과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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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환기시키는 독특한 심리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세계에서는 인형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경계론적인  

        속성과 성적 페티시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에로틱한 것에 고통스  

        럽고 어두운 죽음과 폭력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결합시킴으로 충격과 기   

        이함의 특성이 있음을 분석 결과로 도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스 벨머의 작품 특성인 도착성은 페티시 패션으로 언캐니함은 그로테스  

        크 패션과 같은 맥락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한스벨머의 작품 특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인형 의상에 있어서 도미나트릭  

        스의 이상적인 룩인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을 힘과 성을 상징하는 페티시  

        재질인 가죽과 에로틱한 레이스를 믹스매치 하였고, 다양한 도착적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블랙을 주요 색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상반되  

        는 하녀복장으로 화이트의 에이프런 및 레이스 달린 모자와 블랙 블라우  

        스로 구성하여 이미지 양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인형의 신체인지 의상   

        인지 구별이 어려운 기이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인형의  

        피부칼라와 같은 톤의 페일베이지의 노방소재를 선택하였고 높고 커다란  

        러플 칼라로 하여금 인체를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외곡시킴으로써 복  

        식과 신체의 경계를 모호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 하여 한스벨머의 작품  

        특성인 도착과 언캐니함을 패션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섯째, 한스 벨머의 작품의 예술적 특성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인형과 인형 의상이 아닌 현대 감각에 맞는, 독창적인 작품  

        을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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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 결과로 수공예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으로써 구

체 관절 인형의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

러 한스 벨머와 같은 독특한 작가의 작품 특성을 의상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방법으

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스 벨머의 작품 특성 분석 결과를 

페티시즘과 그로테스크 이미지로 표현하면 현대 의상에서 표현의 예술성과 함께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잇을 것이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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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DOLLS

월간 HAUTE JE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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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s that have came along with human history can be the best 

means to express feelings most closely to human being. Interest for dolls 

that are the intermediate, according as the development into such various 

forms, are elated.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deficient sphere joint 

dolls, one of plastic arts, which is getting into the spotlight in these society 

atmosphere is recognized, and domestically insufficient data for sphere 

joint dolls is organized systematically, establishing scientific value. 

Specially, by presenting sphere joint doll manufacturing and doll clothes 

designing, in accordance to linking traits that appear in doll work of Hans 

Bellmer, originator of sphere joint doll, the purpose is to reveal 

development and novel fashion image as a genre of art.

 In this study, with literature investigation method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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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international doll related books, preceding scientific treatise, 

periodicals, Internet data search method for this first, established concept 

of doll, and observe history of doll and change process from ancient to 

present and second, established status of sphere joint doll based on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of doll, and to understand the appearance 

background of sphere joint dol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body 

expression and traits that appear in his doll series work based on his time 

background and art world of originator Hans Bellmer and  third, by 

expressing on body and fashion of dolls based on analysis contents of work 

traits  within fashion, total of 6 dolls were produced giving priority to 

attributes of fashion and art.

Following is the summarized result of this study.

1. Doll is familiar yet, strange object which exist within our life without 

much change in human history by examining origin and history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doll, and could know that it created peculiar 

psychological effect that awakens death, even though, being an object of 

love with function of duplex incarnation of own comes from strange feeling 

that seem to be alive, yet being inanimate object.

2. In Hans Bellmer's doll work, contains strange boundary attribute and 

function as sexual fetish, and trait of impact and strangeness was elicited 

as analysis result by combining image of violence drastically with painful 

and dark death to erotic thing, and could understand it was expressing 

these traits symbolically.

3. Perversion which is Hans Bellmer's work trait, the fetish fashion of 

uncanny could be understood that it had same sense with grote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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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4. In doll clothes that were produced with Hans Bellmer's work trait, the 

mix-matched erotic lace and fetish quality of the material that symbolize 

force and sex and ideal look of dominatrix, tight laced corset, and black 

was chose as the main color to express various perversion meanings and 

symbolism, and on the contrary, tried image bisection by composing maid 

dress with white apron and hat with lace and black blouse.

Also, to express strange grotesque image which is hard to distinguish the 

body or dress of the doll, nobang materials of pale-beige, which is same 

tone with doll's skin color, was chosen, perversion and uncanny, which are 

the traits of Hans Bellmer, by designing to make the border of dress and 

body vague in accordance to distorting the body unnaturally and artificially 

with high and big ruffle collar, could be found in the fashion.

5. Hans Bellmer's artistic elements of work with new vision could produce 

correct and unique work with modern sense, not just existing simple doll or 

dress.

This study informs new value of sphere joint doll as technique that 

has artistic feature with high added value of handicraft as in doll, and 

unique writer's work trait such as Hans Bellmer that may be studied 

continuously by new method for developing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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