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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의미

본 연구는 21세기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 속 패션의 사회, 문화적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현대사회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패션과 미술의 크로스오버 현상은 산업적

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왔고, 예술적 측면에 대한 시각은 서양미술에

집중되어 있거나 패션이 주체가 된 시각에서 상호관계를 바라보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패션과 미술의 관계를 패션의 관점이

아닌, 미술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패션이 현대사회 속에서 가지는 시

대정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과거 서양미술에

집중되어 있던 미술과 패션의 관계성을 현대 국내외 미술을 통해서 바라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를 가진다.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에 바탕을 둔 미술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재발견

함으로써 패션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잡지, 논문, 서적을 참

고하여 상업성과 일회성을 배제한 2000년대 패션을 주요 소재로 하는 작

품을 선정하였다. 미술작가 11명 중 5명은 작품의 의도, 관람객의 이해,

패션오브제의 의미와 사용동기 등으로 구성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오브제가 미술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이후로 패션 역시 미술작품

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사용되어 왔다. 20세기 미술작품에서 표현된

패션은 성(Sexuality and Gender), 신체이미지, 보호기재, 상호관계, 소비

문화 등 5가지를 상징하였다. 21세기에서 패션의 상징성은 젠더, 자기이

미지, 상호관계, 소비문화로 20세기에 도출된 의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다만, 상징적 의미가 강화되거나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과거

- ii -

섹슈얼리티와 젠더로 표현되던 성은 젠더로 사회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신체이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아를 상징하는 자기이미지

로, 상호관계는 전체가 중요시되던 시각에서 개인 중심적 시각으로, 소비

문화는 비판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21세기

에 새롭게 도출된 의미로는 ‘혼합문화(Hybrid Culture)’, ‘주체적 개인주

의’, ‘다중적 공간성’ 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다루어지는 패션의 상징성은 아래와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첫째, 패션은 젠더를 상징한다. 김민형은 하이힐에 남성의 힘과 진취

성을 상징하는 말의 다리를 붙임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파워풀하고

진취적인 양성성을 가진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배찬효는 크로스드레싱

을 통해 백인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화적 차이와 인종

적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 젠더는 20세기에도 패션의 상징성으로 도출된

바 있다. 과거 성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현재에 와

서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시각은 줄어들고 사회성이 강조된 젠더는 여

전히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젠더는 특정한 성만을 다

루는 시각 보다는 한 작품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혼재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패션은 욕망을 상징한다. 권오상은 광고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욕망과 소비문화의 욕망을 연결시켜 표현한다. 김민형은 변형된 하이힐

을 통해 여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세계로 끌어

온다. 욕망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

는 상징성 중 하나이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가진

다. 과거에는 무의적 성적욕망으로 표현되던 욕망이 소비사회에서는 소

비문화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욕망 그 자체에 집

중하는 집착성이 강해지는 욕망의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시각문화의 발달과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인간의 욕망

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이런 욕망 속에서 절제하기 어려워진 인간

의 욕망에 대한 단상을 작품 속에서 표현한다.

셋째, 패션은 자기이미지를 상징한다. 김민형은 거대한 하이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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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현실의 자기이미지의 괴리감을 통한 공허함

을 표현했다. 서도호는 교복을 통해 자아정체성이 사라진 한국의 70-80

년대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패션은 신체이미지로 표현되었지만

현대에는 자아정체성이 더욱 부각되어 개인의 경험을 통한 자아표출에

집중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이 중시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유래

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패션은 상호관계를 상징한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옷의 스타일,

색을 통해 자신과 관련 있는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서도호는 블라우

스의 색의 변화와 재질감을 이용해 문화이동을 통한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 상호관계는 집

단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00년대 상호관계는 개인

의 특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역시 개

인의 존중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패션은 소비문화를 상징한다. 실비 플뢰리는 럭셔리 브랜드의

가방, 신발을 더욱 반짝일 수 있게 브론즈로 주조하여 유한한 패션을 영

원하게 표현한다. 전상옥은 광고이미지의 재현을 통해 작가가 가진 소비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과거에도 소비문화에 대한 시각

은 존재했지만 이는 소비문화가 가진 한 가지 특성을 표현하거나 남성

중심적 소비문화의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2000년대에는 소비문

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주체가 변하였고, 비판적인 시

각에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시각으로 대체된다.

이 밖에도 패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아

름다운 누드의 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트러지는 모습에서 현대사

회가 강요하는 여성의 미를 표현한다. 퍼포먼스에서 패션은 현대 여성들

의 이상미를 표출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김남표는 럭셔리브

랜드의 가방과 신발을 풍경의 한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인터뷰

에서 패션을 제품의 항구성만을 인지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

만, 명품을 자연과 한 위치에 두고 그를 통한 순수한 풍경을 그리는 작

가의 시선에는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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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새롭게 유추할 수 있는 상징성은 혼합문화,

주체적 개인주의, 다중적 공간성이다.

첫째, 패션은 혼합문화를 상징한다. 잉카 쇼니바레는 문화적 혼합물의

결과인 아프리칸 패브릭을 이용하여 빅토리안 시대의 코스튬을 재현한

다. 이를 통해 유럽문화와 흑인문화의 결합을 보여주고 현대사회가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한다. 또한 댄디즘과 흑인문화를 결합한 블랙댄디

즘에 대해 언급한다. 자신의 작품 속 의복을 통해서 혼합문화를 제시하

고 이를 통한 후기식민주의 사회를 비판한다.

둘째는 패션은 주체적 개인주의를 상징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로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모습

이 패션에 반영되고 있는 사례이다. 배준성 작품 속 패션은 하나의 레이

어로 회화 속에서 쌓여 가는 하나의 이미지 층이다. 또한 패션은 하나의

레이어로 렌즈가 되기도 한다. 작가는 관람객에게 사회가 주는 고정적이

고 집단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서도호와 과거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시대

의 미술작품 속 패션의 의미가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작품에서 상호관계는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사회화의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상호관계는 개

인의 정체성과 취향이 중시된 개인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작품 전반에 걸쳐 주체적 개인주의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 번째로 패션의 상징성은 다중적 공간성이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옷의 스타일과 색에 따라 패션이 작품 속에서 지니는 의미를 사적 공간

과 공적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도호는 교복을 통해 사적공간의 부

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00년대 미술작품 속에 패션은 3차원적인 공간

성을 지니며 그 공간성은 옷의 목적에 맞게 다중적 공간성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 속에 나타난 패션은 인간의 정체성을 넘어서 문

화적,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미학적, 경제적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2000년대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은



- v -

하나의 의미로 귀결되기 보다는 다양한 의미들이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인중심주의, 여성중심주의, 소비문화, 하이브리드문화 등 작가

들은 패션을 통해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술과 패션이 사회적 현상들을 통해 미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패션과 미술은 앞으로

도 크로스오버를 통해 서로의 경계성을 허물고 시각적 문화로서 서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패션이 현대사회에

서 표현되는 상징성을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미술 작가를 11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패션이 미

술작품 속에서 지니는 상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점을 가진다. 보다 다양한 작품과 패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고 사료된다.

주요어 : 패션, 21세기 미술, 상징성, 혼합문화, 주체적 개인주의,

다중적 공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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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987년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작품인 「나는 쇼핑한다 고

로 존재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의 존재가치와 욕망의 관계를 비

판하는 예술작품이다. 이처럼 패션과 예술은 과거로부터 빈번한 만남을

가져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패션과 예술이 모두 미를 추구하고, 변화하며 발전해 왔기 때문이

다. 최근 들어, 패션과 예술의 크로스오버(crossover) 현상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크로스오버 현상은 패션계와 예술계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패션의 대중성과 상업성을 통해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예

술계의 바람과 예술의 순수성·고급성·심미성을 차용해 일상생활에서의 미

적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계의 욕구를 둘 다 충족시키고 있다.

패션을 중심으로 나타난 예술과의 크로스오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30년대 후반, 이탈리아 출신의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의 작

품이다. 그녀는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크리스찬 베라드(Christian

Berard)와 장 콕토(Jean Cocteu)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의 영감을 드러낸

「신발모자」,「책상수트」등을 발표하였다. 입생로랑(Yves Sanit Laurent)

은 1965년에 몬드리안(Mondrian)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모드리안 컬렉션

을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탐 웨슬만(Tom Wesselman)의「위대한 미국인 누

드(Great American Nude)」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제작하였다.1)

현대에 와서도 예술과 패션의 크로스오버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최근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크로스오버의 예로는 럭셔리브랜드인 ‘루

이비통(Louis Vuitton)’을 꼽을 수 있다. 루이비통은 스테판 스프라우즈

(Stephen Sprouse)의 그래피티 아트 이미지를 이용한 2009년 ‘스프라우

1) Boodro. M.(2007), The Fashion Reader in Linda welters & Abby Lilletheun(Eds.),
“Art and Fashion: A Fine Romance”(pp.120-127), New York: Berg,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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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컬렉션’을 선보여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일본의 유명 팝 아티스트 무

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i)는 직접 제품 디자인의 참여하여 가

방, 지갑 등의 다양한 라인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캐주얼 브랜드에서

도 예술과 패션의 결합을 엿 볼 수 있는데, 리바이스(Levi’s)는 데님에

앤디 워홀(Andrew Warhola)의 마릴린 먼로 얼굴 패치와 데미안 스테판

허스트(Damien Steven Hirst)의 해골문양을 이용한 청바지, 티셔츠 등

을 선보였다. 유니클로(Uniqlo)는 낙서예술가로 유명한 키스 해링(Keith

Haring)과 장 미셜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작품을 응용한 티

셔츠를 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미술의 고급성을 표방하여 마

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미술 속에서 나타

나는 패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에 대

한 의문이 생긴다.

패션이 미술을 활용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예술작품에서 패

션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예들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간 삶

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인 복식이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 복식의 표현은 사실적인 묘사나 단지

소소한 표현의 일부로, 그 당시 문화와 사회상을 해석하는 주요 자료로

써의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회화 즉 초상화

속에 등장하는 옷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초상화는

우상숭배의 목적으로 인간보다는 신이나 신격화하는 인물들을 작품 속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패션이 드러나기 보다는 신격화된 인

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되고 화려한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하

지만 르네상스 시기 이후 인간중심의 초상화의 발달로 회화 속에서 표현

되는 패션은 보다 실질적이고 자세히 당시 패션을 묘사한다. 실존하는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패션의 흐름과 유행하던 장신구 등

이 회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궁중화가였

던 야코포 벨리니(Jacopo Bellini), 안토니오 델 폴라이우올로(Antonio

del Pollaiuolo), 안토니오 피사넬로(Antonio Pisanello)는 그들의 그림 속

에서 패션의 묘사뿐만 아니라 의상 모델을 창조하였고, 텍스타일과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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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다.2)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는 미술공예 운동을 통한 미술계의 대중

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화가들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

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상을 미술적 표현의 조력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영국의 오메가 그룹의 미술의 실용화 움직임으로 더욱 대두되었다.

미래주의 화가들이나 다다이스트들도 자신의 작품에 패션적인 감각을 발

휘하고 직접 패턴을 고안하여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방가르드의

출현으로 20세기 초 패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예술계에 나타난다. 이

는 패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아방가르드의 흐름 중 하나인 다다이즘의 영향으로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 예술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시

작하였다. 작가들이 레디메이드(Readymade)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 시

작하면서 패션제품 역시 하나의 오브제로 미술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

를 부여 받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현대 미술의 여러 사조들을 거치는 동안 미술 속에 패션은 다

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표현되어 왔다. 이는 본 논문의 이론적 고찰 부분

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미술 속의 패션은 더

욱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 속 패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술

과 패션의 상호작용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미의 변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션의 상징적 의미들을

살펴 볼 것이다.

패션과 미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수철·김소현(2009)3),

양희영(2010)4), 백정현·배수정(2010)5), 박신미(2011)6), 허정선(2007)7), 최

2) Mackrell. A.(2005),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on Fashion and Fashion
Art, London: Batsford, p. 5.

3) 이수철·김소현(2009), 아트와 패션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관한 고찰,『한국디자인문

화학회지』, Vol.15, No.3

4) 양희영(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콜래보레이션 경향의 사회문화적 의미,『복식문화

연구』, Vol. 18,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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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김민자(2008)8), 신주영(2008)9), 김혜영(2008)10) 등이 있다. 이들 선

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콜래보레이션

에 관한 논문으로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 제품에 나타나는 예술과

패션의 콜래보레이션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 논문들은 마케팅효과, 사

회문화적 의미, 디자인적 특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수철·김소현, 양희

영, 백정현·배수정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패션과 예술의 상호작용

에 대한 예술적 측면에 비중을 둔 논문이다. 20세기 패션과 미술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로는 박신미, 특정 예술 사조와 패션에 관한 연구로는

허정선, 최수아·김민자, 20세기 이전 화가, 디자이너, 예술작품에 관한 연

구로는 신주영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패션을 소비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적

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외의 예

술적 측면을 다룬 논문들은 예술과 패션 양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

작용들을 언급하거나 특성사조와 관련된 패션현상에 대한 논문들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패션을 패션의 관점이 아닌 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패션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고찰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패션을 다른 분야의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패션이 현대사회

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상징적 의미를 밝혀 보는 것은 앞으로 패션

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시대의 정신을 표출하며, 작품 속에서 나타

난 주제 혹은 주요 소재는 시대정신을 대변한다. 예술 작품 속에서 표현

되는 패션 또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

5) 백정현·배수정(2010), 현대패션에 나타난 Contemporary Art Inspiration 연구,『한국패

션비즈니스학회』, Vol. 14, No. 1.

6) 박신미(2011),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 특성 고찰,『한국복식학

회』, Vol. 61, No. 7.

7) 허정선(2007), 20세기 현대 미술과 패션의 상호작요에 관하 연구,『한국패션디자인학

회』, Vol. 7, No. 2.

8) 최수아·김민자(2008),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팝아트의 특성 연구, 『한국복식학회』

Vol. 58, No. 8.

9) 신주영(2008),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한국복식학회』, Vol. 58, No. 8.

10) 김혜영(2008), 패션디자인과 타 디자인 영역의 크로스오버 디자인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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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 주요 소재로 나타난 예술작품

에서 패션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패션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서

양미술과 패션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있지만, 본 연구는 국내 미술 속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들과 차별화를

가진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의 미술 속에서 패션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에 바탕을 둔 예술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패션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이 어떤 의

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패션이 점차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

는 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를 시대별로 정의 내린다.

둘째, 2000년대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수용되고 미술을 통해 표현되는 패션의 사회, 문

화적 상징성을 밝힌다.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는

패션의 의미를 과거 미술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상징성을 도출한다. 이렇

게 도출된 상징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패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

고 활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패션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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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과거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패션, 아트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과 논문을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복식학자인

부셔(Boucher)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술과 패션의 관계는 최소한 인물화

를 통해 패션이 예술 속에 표현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11)고 말한다. 부셔의 말처럼 인물초상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중세시대부터 아방가르드의 영향으로 레디메이드가 미술작품 속에 등장

한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사적 고찰을 하였다.

2000년대 미술작품12)에서 나타난 패션을 살펴보기 위해, 미술잡지와

관련서적, 인터넷을 조사하였다.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

면,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 미술종사자

200명 중 35.5%가 주위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미술 전문 잡지라고 선택

한 사람이 29.5%로 2위를 , 3위는 인터넷으로 17.5%를 차지하였다.13)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종사자들이 주요 정보원으로 선택하고 있는 미술

전문잡지 중『월간미술(月刊美術)』과 『아트포럼(Artforum)』, 인터넷

사이트인 “네오룩(Neolook)”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종의 미술관련 전문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11) Boucher. F.(199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 Thames and
Hudson. p. 191.

12) 본 논문에서 말하는 2000년대 미술작품은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미술작품

을 의미한다. 하지만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 작가가 그 동안 다루어왔던 미

술작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2000년대 작품은 아니

지만 그 상징적 의미가 유의하고 2000년대의 미술작품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

는 1990년대 후반 작품 몇 가지는 분석에 포함되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1990년대부

터 『셀』작업을 통해 이전 시기와는 완전 다른 형태의 작업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녀

의 작품을 분석할 때 1990년대의 작품도 포함시켰다. 또한 서도호 역시 1990년대 후

반부터 2000년대까지 교복을 이용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 역시 2000년대 작품과

일맥상통하는 상징성을 띄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2000년대 작품을 분석하는 데 이 두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고 있음을 밝힌다.

1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수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9년)’,p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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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선택하기 위해 각각의 잡지 회사 별로 매출 현황을 문의하고, 한

국잡지협회에도 매출현황을 문의했지만, 실제 판매부수는 잡지사별로 밝

히고 있지 않았고, 이를 통한 통계는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잡지

선정을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대학원생, 작가, 큐레이터 등 미술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40대

남녀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3명 중 10명이 국내잡지 중에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월간미술』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미술

전문가 집단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네오룩(Neolook)”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미술잡지에 대한 전문가집단 설문은 다양한 잡지를 보고 있고 해

외잡지를 구독하는 수도 적어 유의한 답이 나오질 않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잡지의 경우도 판매량에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기

가 힘들었다.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조사하는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에 가입한 미술 전문잡지도 거의 없었고, 판매 부수도 정확

히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잡지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선택하였다. 현대미술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객원편집인의 원

고를 사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판 편집인을 따로 두고 있는 등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뛰어난『아트포럼』을 해외잡지로 선정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14)

국내 전문 미술 잡지인 『월간 미술』, 『미술세계』, 해외 미술 잡지

『아트포럼』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소개된 작가 중에 패

션 아이템을 2회 이상 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 지속적으로 패션의 관

심을 가지는 작가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패션상품이 조형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든 미술작품은 제외하였다. 또한 상품의 판매나 광

고의 목적을 가지고 패션브랜드와 콜래보레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

역시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순수예술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예술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션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14) 안인기.(2004), 미술잡지 저널리즘의 형성과 기능,『미술이론과 현장』, Vol.. 2,

pp. 1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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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말하는 미술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설치미술, 사진, 비디

오, 판화, 퍼포먼스 등으로 제한하였다. 패션아이템은 신체 치장을 할 때

신체에 기본으로 착용되는 의복과 장식을 위한 사용하는 액세서리로 구

분하였다. 액세서리는 옷을 제외한 몸을 치장하는 신발, 모자, 가방 등의

장신구를 포함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미술

작가 7명과 해외 작가 4명을 선정하였다. 전시를 직접 볼 수 있는 작가

는 미술관으로 가서 전시를 직접 보았고, 전시를 하지 않고 있는 작가의

작품은 책과 사진을 통해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국내 작가 5명

과는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작품의 의도, 관람객의 이

해, 패션소재를 사용한 이유와 그 의미 등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전화, 이메일, 직접 대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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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미술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고찰

본 장에서는 과거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살펴본다. 과

거 미술작품 속에 패션이 지니는 의미를 시대별, 사조별 특징을 바탕으

로 분석해본다. 또한, 기존의 학자들이 정신분석학적, 사회, 문화적 다양

한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작품의 의미를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유추해 본다. 미술은 그 시대의 미적가치, 도덕관, 사상 등을 다

양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상징성과 표현성을 가진 시대의 정신적 산물이

다. 미술작품 속 주요소재로 사용된 패션 역시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표

현하고 있다. 시대별로 패션이 미술계에서 다루어진 방식과 의미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서 그 의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

도록 한다.

１. 20세기 이전 패션과 미술

   예술과 패션은 역사 속에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어 왔고, 또 서로에

게 부단히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 많은 서적과 논문에서 예술에 나

타난 패션을 언급하는 최초 시기는 초상화가 발달했던 중세시대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르네상스 이전시기에도 초상화는 존재하였지만, 이는 신

이나 왕과 같이 신격화되는 존재나 우상숭배의 대상이 초상화의 주인공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왕, 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유재산의 증가로 귀족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계몽

사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 또한 이런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반

인과 귀족들이 모델이 되기 시작하자, 그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

던 패션이 초상화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복식학자 부셔가

르네상스시기를 예술 속에 패션이 나타난 시기로 언급한 이유도 이와 같

다. 중세 시대 화가들은 인물묘사와 함께 회화 속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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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장신구들을 자신만의 테크닉을 담아 상세히 묘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들 중 홀베인(Hans Holbein), 고야(Goya), 피사넬로

(Pisanello), 벨라스케스(Velázquez), 와토(Watteau)와 앵그르(Ingres) 모

두 자신들의 그림 속에 나타난 패션을 통해 귀족들이 가진 높은 지위와

부를 표현했다.15)

<그림1> Princess of the House of Este, 1436-9

피사넬로의 1436-49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에스테가 공주의

초상(Princess of the House of Este)」(그림1)을 살펴보면, 당시 귀족

이 입었던 옷에 표현된 곡선이나 주름 장식들을 국제고딕 양식으로 상세

히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얀색 소매에 나타난 문양은 당시 기득권 세력

인 에스테가의 문장이었다. 그림의 배경으로 이태리어로 지네프로

(ginepro)로 라고 불리는 노간주나무를 잔뜩 그려 넣은 이유는 모델의

이름이 ‘지네브라’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당시 귀족들 사

이에서 유행하던 화폐수집의 열풍의 영향으로 피사넬로는 초상화를 옆모

습으로 표현해 화폐에 들어간 인물화처럼 그렸다. 초상화 속에 나타난

옷은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그녀의 사회적 배경과 당시 유행도 알려주

고 있다.

화가들은 옷을 더 상세히 묘사하기 위해 옷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

15) Boodro. M.(2007), Ibid.,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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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유행에도 매우 민감하였다. 복식의 정교하고 세밀한 사실주의

적 묘사로 유명한 앵그르(Ingres)는 초상화 작업 시 모델에게 그가 생각

하는 패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16) 회화 속에 나타난 복식은

화가 개인의 상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이 당시 유행하던 패

션의 사실 기록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18세기

까지도 지속된다. 화가는 사실적인 묘사로서 패션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

라,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장식디자인에 관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

인 의상모델을 제안했다.17) 당시 화가들은 복식 역사에 대한 기록자이자

디자이너였다.

<그림2> The Blue Boy, 1770년경

게인즈버러(Gainsborough)의「푸른 옷을 입은 소년(The Blue Boy)」

(그림2)은 푸른 색 새틴 옷을 입은 앳된 소년의 전신 초상화이다. 본 작

품에 나오는 복식은 화려한 로코코 시대의 초상화의 특징으로 향락적인

정취를 반영하여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년은 은사

자수가 놓인 파랑색 새틴의 반짝이는 더블릿과 은사자수의 푸른 망토를

입고 있다. 레이스 달린 폴링 칼라와 조화를 이룬 레이스 커프스의 슈미

즈는 17세기의 의상이다. 새틴의 부드러움과 광택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16) Simon. M.(1995), Fashion in Art: the Second Empire and Impressionism, London:
Zwemmer, p. 142.

17) Mackrell. A.(2005),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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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게인즈버러가 반 다이크(Van Dyke)를 존경하는 마음을 숨김

없이 표현한 작품으로 소년은 반 다이크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옷차림

을 하고 있어 바로크 복식을 로코코 회화 양식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18)

하지만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걸친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신흥세력인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을 원하였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테일러링을 통한 옷이 등장하였고 패션디자이너가 생겨났다. 19

세기 사회적 흐름에 맞게 패션은 예술가의 손에서 벗어나 독립적 체제를

구축하며 창조적 영역으로 거듭났다.19) 시몬(Simon)은 “예술과 패션 사

이의 새로운 규정은 19세기 정립되었으며, 이 두 영역의 소비는 중산층의

급부상으로 확대되며 더욱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고 서술한다.20)

19세기 후반은 꾸뛰르의 시대가 열렸고 사진이 등장하였다. 사진의

등장으로 회화는 패션에 대한 사실적 기록의 역할을 빼앗겼고, 예술작품

속에서 옷의 역할 또한 달라졌다.21) 사진의 등장으로 이미지를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사진이 대신해 나갔다. 하지만 상류층

은 저렴한 사진보다는 오히려 차별성 때문에 더욱 초상화를 선호했다.

초상화의 유행으로 초상화 속에 나오는 옷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점차

적으로 증가하였다. 19세기 회화의 전시장이었던 살롱은 당시 패션에 대

한 관심을 가진 많은 여성들로 북적거렸다. 초상화의 모델이었던 상류층

여성들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옷을 잘 입었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으며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이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그려

졌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22)

앵그르의 1853년 작품인「브롤리 공주(Princess Albert de Broglie)」

18) 김종숙(2006), 근세 초상화에 나타난 서양복식에 대한 연구: 화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1-72.

19) 박신미(2011), 앞의 논문, p. 82.

20) Simon. M.(1995), Fashion in Art, London:Zwmmer, an imprint of Philip Wilson
Publishes, p. 128.

21) Boodro. M.(2007), p. 260.

22) Simon.M.(1995), Ibid.,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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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는 당대 아름다운 귀족으로 이름 알린 브롤린 공주의 초상화이다.

그녀의 위엄을 말해주는 자세와 멋진 실크의상의 주름 표현이 뛰어났다.

초상화에서는 레이스 장식 및 보석 장식의 세밀한 묘사도 나타난다. 여

인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는 불라(Bulla)로 19세기 당시 매우 유행한

목걸이였다. 팔찌 역시 당시 유행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팔찌이다. 작가의

세심한 패션의 표현은 그녀를 더욱 우아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실크소파에 놓여 있는 장갑과 스카프, 부채도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옷 외에도 이런 여러 소품을 통해 당대 유행한 패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3> Princess Albert de Broglie, 1853

화가들은 당시 복식의 정보 출처지로 패션 잡지나 패션 플레이트

(Fashion Plate)를 사용했다. 패션 플레이트가 발행되기 이전인 18세기

초에는 인형이 패션을 전파하고 보급시키는 매체였다.23) 패션플레이트와

회화 작품의 완성 시기를 보면 화가들이 잡지에 나온 플레이트를 참고해

서 작품을 완성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화가가 당시 유행하는 복식

을 기록했을 거라는 논의는 현존하는 복식 유물과 캔버스 위에 그려진

복식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24) 화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유행하는 패션을 화폭에 담기 위해 다방면으로

23) 신주영(2008), 위의 논문, p. 4.

24) 신주영(2008), 위의 논문,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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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으며, 옷을 통해 당시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복식을 착용하지 않은 누드화에서도 당시의 유행하던 패션

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화가들은 누드화에서 왜곡된 신체의 모습

을 그렸다. 누드화는 실제 나체의 여성이 아닌 당시의 이상적인 복식을

착용한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였다. 회화 속에 나타난 복식의 미적 가치

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앤 홀랜더(Anne Hollander)의『옷을 통해 살펴

봄(Seeing Through Clothes)』에서는 나체를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인체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나체(Nude)와 에로틱한 측

면을 나타내고 있는 나체(Naked)이다. 옷을 입지 않은 말 그대로 알몸인

순수한 나체를 네이키드(Naked)라고 말하고 유행복식을 통해 시대의 미

를 표현하는 정돈되고 이상적인 신체 즉 에로틱한 느낌을 주는 신체를

누드(Nude)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패션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미술

가의 왜곡된 시각이 회화 속에 반영되고 있다. 그 예로 고야(Goya)의 그

림을 들 수 있다.

<그림4> The Nude Maja, 1800-1803 위/Clothing Maja, 1800-1803 아래

고야의「벌거벗은 마야(The Nude Maja)」(그림4)와 「옷을 입은 마

야(Clothing Maja)」의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당시 화가들의 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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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벌거벗은 마야」의 여성은 음부가 그늘져

있고 가슴이 바깥으로 퍼진 모습, 누운 자세에서 경직된 상체, 섹시한 미

소 등이 에로틱한 요소로 표현된다. 두 그림을 보면 옷을 입었을 때와

누드화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

몸인데도 코르셋을 착용하고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가슴이 위로 올려져

있고, 부자연스럽게 가슴이 바깥으로 퍼진 모습에서 당시 화가들이 나체

에서도 복식이 주는 신체의 이상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5)

당시 화가들은 회화 속에서 복식을 통해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 아름다움

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초상화뿐만 아니라 누드화까지 패션이 많은

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２. 20세기 이후 패션과 미술

   20세기 이전까지 패션을 다루고 있는 미술작품은 회화, 조각 등으로

한정적이었고, 주로 사실적인 묘사 위주로 옷과 장신구들을 표현했다. 하

지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세기가 도래하면서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술 역시 전환기를 맞는다. 특히 미술비평가 헤

르바르트 발덴(Herwarth Walden)이 1918년 ‘세계의 전사회적 전환’이라

고 부른 사건을 통해 미술계 흐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세계의 전

사회적 전환이란 세계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태,

미래의 예측과 관련된 인간의 목표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뜻한

다.26)『세기전환기, 모더니즘의 출발』(1990)에서는 이 시기를 이처럼 표

현한다. 오늘날까지 현대 세계를 특정 짓고 있는 일들은 세기 전환기,

188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생겨났다. 현재의 우리 문화는 이때, 이른바

‘고전적’ 국면을 겪었다. 때문에 예술학에서는 당시를 ‘고전적 모더니즘’

이라고 부른다.

25) Hollander. A.(1993), Seeing Through Clothes, University California Press, p. 91.
26) Schulz. F.(2010),『현대미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다.』, (황종민, 옮김.), 미술문

화,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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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전환기의 모더니즘의 영향인 아방가르드의 출현은 영역간의 공

유를 확대시키며 오브제를 예술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다이즘의 급진적

모임인 아방가르드의 실험적 접근방법들은 미술에 내재하는 정치적, 철

학적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철저하

고 의도적인 과거와의 단절로 설명되는 아방가르드는 미술사에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27) 아방가르드의 영향은 큐비즘에서 다다이즘에 이

르기까지 많은 미술사조에 영향을 미쳤다. 다다이즘 이후에 마르셸 뒤샹

(Marcel Duchamp)의「샘」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예술작품과 달리 작

가의 의도와 표현의지를 통해 하나의 제품 즉 레디메이드(Ready-made)가

예술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드러났다.

다다이즘 이후 패션아이템이 미술에서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되기 시

작한다. 다다의 오브제는 즉물적인 것이라면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는 잠

재된 무의식에서 파생되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1924년 10월 앙드레 브로통(A. Breton)이『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oes

of Surrealism)』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초

현실주의는 남성명사로, 사고의 실제 작용을 말이나 글, 혹은 그 밖의 모

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순수한 정신적 자동기술이다.

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통제를 벗어나 모든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걱정으

로부터 자유로운 사고의 받아쓰기이다.”28) 라고 정의하였다. 브로통은 초

현실주의 선구자였고, 자동기술법(Automatisme)을 통해서 초현실성을

표현한다. 자동기술법은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며,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지 생각과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29) 무의식과 관련

하여 인간내면의 정신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욕망을 표출하고자 했던 초

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꿈의 해석, 성 본능

이론 등의 정신적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초현실주의

27) 박신미(2011), 앞의 논문, p. 82-83.

28) 안소연(2010), ‘초현실주의오브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조명: 1930년대 자코메티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현대미술사연구』, Vol. 27 No. 1, p. 10. 재인용. 
29) 곽은미(2011),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오브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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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브제가 상징하는 의미들의 다수는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되어 욕망

이나 인간의 정신세계로 해석되고 있다. 초현실주의 오브제의 한 형태로

사용된 패션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술 속에 표현된 패션을 조사하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오브제는 매

우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적인 사물과 환경이 미술작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패션 역시 우리 주변의 일상으로 미술작품 속에서 존재하고 의미

를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샹을 기점으로 오브제 미술 운동은

1960년대 이후 더욱 보편화되어 모든 물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다.

1960년대는 팝아트의 영향으로 유럽보다는 미국의 미술시장이 주도가 되

던 시기이다. 이전까지 유럽 미술이 중심이 되던 미술계는 2차 세계 대

전이후 유럽 미술과는 차별성을 두며, 새로운 사조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다. 잭슨 폴락(Jackson Polack)을 중심으로 추상표현주의의 등장과 미국

정부의 대대적 후원은 미국 미술 시장을 세계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레디메이드와 함께 오브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상블라주는 추상표현주

의의 발전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양식인

액션 페인팅도 그 행위 자체를 순수하게 자립시킴으로써, 일종의 물적

행위를 오브제와 같은 조형 개념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50-60년대의 미

술을 자극한 아상블라주는 추상표현주의에서 팝아트로 넘어가는 전환의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조형예술의 전통적인 체계에 논란을 제공하는 계기

가 되었다.30)

팝아트의 등장으로 오브제는 미술작품 속에서 그 형태와 범위가 확장

되고 일상물품은 어떤 것이나 미술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 경제 시장의 활성화는 대량생산문화를 발전시키고 매스미디어의 발달

은 이 문화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시켰다. 산업의 발달

로 새롭게 경험하게 된 매스미디어와 대량소비문화로 인해 대중들은 편

리함을 얻게 되었지만, 예술작가들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속에 숨

겨진 대량생산문화의 특성과 폐해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다. 이때 일상

소비용품과 관련된 코카콜라, 캠벨수프 등의 이미지가 예술작품에 등장

30) 곽은미(2011), 위의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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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예술작품 속 이미지들은 대량생산 문화의 특성인 획일성, 상

업성, 소비성 등을 상징하고 예술가들은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작품 속 오브제들을 통해 표현한다. 20세기를 걸쳐 나타난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개념미술, 팝아트 등 여러 미술사조 속에서 예술가들은 오

브제를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으며, 오브제의 하나인 패션 역시 시

대별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본 장에서는 사례를 통해 패션이

20세기에 가졌던 상징적 의미들을 분석해본다.

1) 20세기 미술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

20세기 이전까지 패션은 미술작품에서 인물화 속에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상징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의 도래로 20세기에는 미술작품 속에서 패션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20세기 초 큐비즘은 패션을 예술로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큐비스트의 언어인 ‘선의 분리’는 ‘옷’이라는 구조적 언어의 분석

에서 비롯된다.31) 피카소(Picasso), 브라크(Braquer)와 같은 큐비스트는

몸과 옷의 관계 규명과정에서 ‘잘려진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오브제’라는

형상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성공했다. 이런 현상은 미래주의와 절대주의

영향을 주었다.32)

1914년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를 중심으로 한 미래주의 화가들

은 남성복, 여성복, 모자, 크라바트 등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선언

문의 내용은 기존 남성복의 색채, 구성, 조화 등을 부정하고 민첩성, 역

동성, 단순성, 편안함, 비대칭성, 가변성 등을 미래주의 복식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남성복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강력한 색채,

기하학적 패턴, 비대칭 구성, 다이나믹한 직물 등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유럽의 대도시를 무대로 복식 전반에 걸친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였다. 발라의 작품「Antineutral Clothing Manifesto(1914)」

31) Celant, G.(1996), “To Cut is to Think”, in Celant, G.(Eds.), Art/Fashion, New
York: Guggen-heim Museum, pp. 21-28.

32) 박신미(2011), 위의 논문,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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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는 피부의 변형을 위한 욕망의 결과물이다.33)

<그림5> Antineutral Clothing Manifesto ,1914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ey)는 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을 그

녀의 회화의 연장이라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의상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

로운 비쥬얼 형태로서의 슈트를 선보였다. 오르피즘의 선구자였던 들로

네는 20세기 초 파리의 예술세계를 이끈 아방가르드 예술가 그룹에 속해

있었다. 1913년 제작한 동시성 의상에서 소니아 들로네는 의상을 섬유예

술, 섬유오브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녀가 제작한 일련의 섬유적 작품들은

옷을 조각의 형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들로네의 작품에서 옷은 더 이상

몸을 보호하는 의복이 아니라 몸을 표현하는 패션으로서 사람의 인체와

의상이 섞여서 실제적인 다양한 운동감을 표현한다.34)「동시적 의상」이

후「의상-詩」라는 작품은 옷 표면에 트리스탄 짜라, 일리어드 등의 시

를 자수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작품에 시각적인 면보다는 점차로 관념성

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5)

20세기 초반에 예술가들은 패션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미술작품 속에서 패션은 어떤 특정 의미를 상징

하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초창기에 미술작품 속 패션은

일차원적인 형식의 차용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33) Celant, G.(1996), Ibid.,, p. 22.

34) 윤민희.(2009), 총체적 예술에 바탕을 둔 소니아 들로네 작품세계의 재조명, 한국디자

인문화학회지, Vol. 15, No. 3, p. 220.

35) 유선태(1995),『현대 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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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Gender & Sexuality)

1930년대 이후에는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이의 공조와 협업을 통해 영

역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나가는 시

기였다. 이전 시기에 소니아 들로네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공을 이루었고, 폴 푸아레(Paul Poiret)는 라울 뒤피(Raoul Dufy)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생산하는 등 본격적으로 화가와 디자이너간의 협업

이 이루어졌다. 이러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예술가들도 패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내놓기 시작한다.

초현실주의 미술작품 속 패션은 주로 ‘성(Sex)’의 상징으로 다루어졌

다. 무의식에 바탕을 둔 초현실주의는 앞서 말한 바처럼 프로이트의 이

론으로 많이 해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역시 작품 속에서 ‘성’으로

상징된다.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를 들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는 엘자 스키아파렐리와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

의 제품을 탄생시킨다. 달리가 제작한 첫 번째 초현실주의 오브제는

1932년 파리에서 공개된「구두(Shoe)」(그림6)이다. 여성용 빨간 구두 안

에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넣고 그 구두의 사진을 붙여놓은 실에 작은

코르크 추를 달아 우유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계적으로 기능을 구현한 것

처럼 보인다. 작은 크기의 관능적 사진과 음모로 만든 장식술이 몽환적

이고 성적인, 기묘한 상징체계로 통합되는 오브제를 완성한다.36) 이는 리

비도37)의 보상 심리적 만족감을 암시하고 있다. 이 붉은 구두는 실제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인 갈라가 신었던 신발로 신발 안은 여성의 자궁 혹

은 몸 내부를 상징하고 신발이 그려진 각설탕이 신발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것은 성교를 은유한다.

36) Nicosia. F.(2007),『위대한 예술가의 생아 달리: 무의식의 혁명』, (정은미, 옮김.), 서

울: 마로니에 북스, p. 48.

37) 리비도: 일반적으로 성 본능의 에너지라고 설명되어 지는데 인간의 잠재적 생명력의

동적요인을 말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리비도는 성적 본능에 열망하는 성적 욕구의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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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Shoe, 1932 <그림7> Aphrodisiac Dinner Jacket, 1936

달리는 1936년 작품인「최음 야외복(Aphrodisiac Dinner Jacket)」(그

림7)에서도 성적 유희를 표현하고 있다. 칵테일 컵을 재킷에 부착해 파

티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달리는 자신의 자서전인『달리 인생의 비

밀(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i)』에서 자신의 작품에 스키아파렐리

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38) 칵테일 컵에 꽂혀져 있는 빨대

는 성교를 의미하고, 티셔츠에는 브래지어 사진을 그려 성적인 묘사를

하였다. 달리는 이 재킷은 장착을 해야지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작품이라

고 말하였다.

<그림8> My Governess, 1936

메레 오펜하임(Meret Oppenheim)은 1936년「나의 가정교사(My Governes

s)」(그림8)에서 하얀색의 하이힐을 마치 닭고기를 접시 위에 내어 놓은 것처럼

38) Dilys E. Blum(2003), Shocking! The Art and Fashion of Elsa Schiaparelli,
Philadelphia: Philadelphia Museum of Art,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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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이 신발은 식욕과 성욕이 맞닿는 지점을 날카롭게

은유하고 있다. 동시에, 순결을 표상하는 백색의 구두가 어느 순간에 마

치 다리를 벌린 닭고기와 같은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무성적인 물체는 섹

슈얼리티의 암시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39) 메레 오펜하임 자신은 이 작

업에 대해, “두 허벅지가 쾌락으로 꽉 죄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는 단

지 연상이라기보다는 나의 제안이기도 하다. 사실 내가 4-5세의 어린 소

녀였을 때, 나와 내 여동생을 돌봐주던 젊은 유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

일을 위한 특별 의상인 하얀 옷을 입곤 했다. 아마도 그녀는 사랑에 빠

져있었던 것 같다. 그녀에게서는 항상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섹슈얼한 분위기가 스며 나왔던 것 같다.”40) 며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

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무의식적인 발현을 설명했다. 오펜하임이 사용하

고 있는 흰색 구두는 여성의 무의식의 성적 욕망으로 남성들이 이분법적

으로 규정한 정숙한 여인과 성적으로 개방된 여인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 이는 위에 달리의 신발과는 다른 의미이다. 달리의 신발은

남성의 욕망이 투시되는 상징이지만, 구두 굽에 하얀 레이스를 달고 있

는 메레 오펜하임의 구두는 여성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9> Fur Gloves and Wooden Hands, 1936

1936년「털장갑과 나무손(Fur Gloves and Wooden Hands)」(그림9)

은 여성의 손모양의 나무에 털로 장식된 장감을 끼워 넣었다. 손의 앞부

39) 오시내.(2003), 젠더 개념으로 본 메레 오펜하임의 경계 위반성, 이화여자대학교 학위

논문, p. 25.

40) Mundy. J.(2001), “Letters of Desire" from Surrealism: Desire Unbou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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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짐으로써 여성의 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

갑의 털은 야수에 가깝게 털이 풍성하여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이는 마

치 남성을 유혹하던 요부가 사실은 여성이 아닌 남성임이 판명되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던 남성이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수치심, 공포 그리

고 불결함을 지각하게 되는 과정과도 흡사한 방식으로 남성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다.41) 작가는「모피로 된 아침식사」라는 작품에

서도 성적 표현을 보여준다. 커피 잔과 접시, 숟가락을 모두 털로 만든

작품으로, 따뜻한 액체를 담은 털이 많은 찻잔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

는 행위는 예술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예기지 못한 여성동성애의 이미

지를 부각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42) 이와 같이 메레 오펜하임은 여러 오

브제를 성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10> The Couple, 1956

1956년「커플(The Couple)」(그림10)은 두 개의 부츠가 앞부분이 연

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는 당대 직업여성들이 주로 신었던 신발로, 지

극히 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신여성들이 주로 신었던 것이다. 움직

임을 매개로 하는 신발이 앞 코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이는 마치 막혀버

린 입과 같고 여성의 말할 수 없음, 움직일 수 없음 여성의 억압된 무의

식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정치적인 말 걸기이기도

하다.43)

41) 오시내(2003), 위의 논문, p. 32.

42) Robert Hughes(1995),『새로움의 충격』, (최기득 옮김.), 서울: 미진사, p.228.

43) 오시내(2003), 위의 논문,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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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드 상파렐은 유명한 페미니즘 미술가로 그녀의 작품은 지금까지

페미니즘적 측면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연인의 초상화

(Portrait of My Lovers)」(그림11)에서 벽에 걸어둔 화이트 셔츠에 물감

이 든 주머니들을 매달아 놓고 총으로 쏘아 물감이 든 주머니를 맞추게

하는 슈팅페인팅이란 작업을 통한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물감들이 터지

면서 흐르고, 튀면서 채색이 되는 독창적인 작업이다. 남성의 머리 부분

에 위치한 다트 보트와 남성용 셔츠를 이용해 완성한 이 작품은 작품 속

에 화이트 셔츠는 아버지이자 남성이자 가해자를 의미한다. 유년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성적 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녀는 억압하는 자에 대

한 복수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과거로부터와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슈팅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그녀는 이 작업을 통해 부정의 한 사회에 동시

총을 겨누며, 나 자신의 폭력성과 시대의 폭력성에 총을 겨눈다고 말한

다.44) 자신의 폭력성에도 총을 쏘는 작업을 통해 억압된 분노에서 벗어

나는 하나의 치유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새로

운 미래를 이루려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림11> Portrait of My Lovers, 1961

크리스토(Christo)는 의상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매력적인 작품을 선

보인다. 크리스토의 1967년「웨딩드레스(Wedding Dress)」(그림12)의 작

품에 나오는 여성은 실크 화이트 핫팬츠를 입고 있다. 이 여성은 가벼운

44) 제미란(2007),『길 위의 미술관』,서울: 문화미래이프,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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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으로 부여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실

크가 감긴 무거운 덩어리를 끌고 있음을 인식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작가의 메시지를 의상 오브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제목에서 보

여주는 웨딩드레스가 주는 여성으로서의 행복감과 반대되는 웨딩드레스

가 주는 사회적 역할이 주는 책임과 삶의 무게가 작품에 담겨져 있다.

<그림12> Wedding dress, 1967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1968년작「아벤자(Avenza)」

(그림13)에서 퍼포먼스를 위한 의상을 선보였다.45) 그 후 1978년에는

「바디팬츠 패션쇼(A Banquet/A Fashion Show of Body Pants)」의상

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힘 있는 모성적 여성성에 대한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가부장적 학대에 맞서 투쟁하고 압도하고자 하는 것이

다. 다수의 젖가슴 모양을 한 형태들이 그녀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같이 부성을 거세한 모성적인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의 여

신이 아르테미스를 떠올리게 한다. 이 여신을 위한 의식에서는 황소를

거세하고, 남자들을 희생시켰다. 여신의 흉상은 여러 개의 비슷한 몽양의

둥근 덩어리들이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거세된 고환들을

가슴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46). 이 작품 역시 그녀의 어렸을 때 트라

우마와 연관된 작품으로 그녀 스스로 제작한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했다.

45) 박신미(2011), 위의 논문, p. 87.

46) Warr, T., Jones, A.(2007), 『예술가의 몸』,(심철웅, 옮김.), 파주: 미메시스,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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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Avenza, 1968

아네트 메사제(Anette Messager)는 1990년 작품인「드레스 이야기:

세 개의 잠 못 드는 밤(Story of Dresses; Story of Three Sleepless

Nights)」(그림14) 속에서 3가지의 드레스를 보여준다. 이 하얀색 드레스

들은 세례복, 신부복, 수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드레스들은 관

련된 사진과 문구가 적힌 푯말이 달려 있고 유리 관 속에 놓여 있다. 이

드레스 작품들은 환유적인 페티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부장

적 제도 하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여성의 위치들을

나열한 것이다.47)

<그림14> Story of Dresses; Story of Three Sleepless Nights, 1990

47) 김은진(2001), 아네트 메사제작품의 신체이미지와 일상적 오브제의 특성연구, 홍익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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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이미지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도

패션오브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하

나가 인간적인 것으로의 변형인 의인화이다. 마그리트는 다른 초현주의

자들과는 달리 놀라움을 유발하는 방식이 서로 동떨어진 것의 조합이 아

니라, 서로 연관 있는 현실의 단편들을 조합함으로써 유발됨을 보여준다.

<그림15> The Red Model, 1935

1935년의「붉은 모델(The Red Model)」(그림15) 1936년「맥세트에게

보내는 경의(Hommage to Mack Sennett)」(그림16)에서 몸과 의복, 발

과 신발의 환유적 전이를 시도한다. 구두이자 발이며, 발도 구두도 아닌

이 대상은 “담아주는 것과 담겨야 할 것, 빈 것과 채우는 것, 안과 바깥

의 융합”을 가시화한다.48) 마그리트는 이 작품에 대해 1966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구두의 문제는 어떻게 대부분의 야만적인 일들

이 습관이라는 강제의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붉은 모

델」에게 감사를. 그것은 실재로 인간의 발과 가죽 구두가 결함함으로써

야만스런 습관을 명확하게 되돌아 볼 수 있게 해 준다.”49) 그러나 존 버

거는 마그리트가 언급한 야만성과 폭력성보다 더 근원적으로 작품을 해

48) 정헌이(2001),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있어서 ‘그리기’와 ‘쓰기’- 마그리트와 재현의

파라독스,『현대미술사연구』, Vol. 11, p. 17.

49) André Blavier(1981), Rène Magritte : Ecrits complets, Paris: Flammarion,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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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붉은 모델」은 그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서 빠져 나

와 버린 자아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된다. 그 그림은 부재에 관한 것이며,

부재인 자유에 관한 것이다.”50)「맥 세네트에게 보내는 경의」는 입지

않는 헌옷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 텅 빈 잠옷은 몸의 기이한 흔적들을 내포한다. 이는 안과 밖, 포함한

것과 포함된 것 사이의 경계들을 지우고 있으며 이는 프레임과 프레임화

된 것 간의 관계와 흡사하다.51) 마그리트는 신체와 의복과의 경계를 명

확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로 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16> Hommage to Mack Sennett, 1936

아임 스테인바흐(Haim Steinbach)는 1980년대 상품조각의 대표적 인

물로, 선반 위에 레디메이드를 올려놓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1970년

대 후반까지는 주로 미니멀리즘 형식의 회화를 제작했지만 어린 시절 오

브제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그의 작품 세계를 펼치게 되는 주요 원동

력이었다. 유대인이었던 부모님을 따라 독일에서 이스라엘로 피난 온 그

는 어린 시절을 텔 아비브(Tel Aviv)에서 보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

어 물건의 배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물건 배열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기였다. 유럽

각지에서 이주해 온 이웃들의 집을 보며 스타인바흐는 사람들이 집을 꾸

50) Berger, J.(2000),『본다는 것의 의미』, (박병선, 옮김.), 서울: 동문선, p. 231.

51) 조윤경(2012), 프레임과 신체의 상호관련성 연구-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Vol. 89, pp. 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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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흥미로움을 느꼈다. 그 후 뉴욕으로의 이민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 오브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

기가 되었다.

<그림17> Related and Different, 1985

아임 스테인바흐의 1985년도 작품인「관계된 그리고 다른(Related

and Different)」(그림17)과「전통의 매력(Charm of Tradition)」(그림18)

에는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나이키 운동화가 보인다. 아임 스테

인바흐는 오브제, 상품, 예술로서의 언어와의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이를 표현한다. 그의 작품에서 선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데, 선반은 18세기 부르주아 집단이 자신의 수집품을 올려놓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였다. 선반은 부르주아의 부와 취향을 과시하기 위한 사적인

영역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선반 위에 있는 오브제의 매매 가능성을 의

미하기도 한다. 선반은 오브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52) 스테인 바흐는 인터뷰에서 “오브제의 구조와 존재감을 표현하는

장치”로 선반을 보고 있고,53) 이는 선반의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의식하

고 있음을 뜻한다.

선반 위에 관련성 없어 보이는 나이키 농구화와 인디언 촛대 5개를

진열해 놓고「관련된 그리고 다른」이라는 제목을 부여했다. 작가는 제

목에서 보여 지는 의미처럼 그 두 오브제 사이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나

52) Weintraub, L.(1996), Art on the edge and over, Litchfield, CT: Art Insights, Inc, p. 138.
53) Ginger Wolfe, “Ginger Wolfe Interviews with Haim steinbach”, InterReview, issue
06, 2005,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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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이 오브제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담는 용기’라는 데 있으

며 신발이 신체의 아래쪽을 담는다면, 촛대는 빛이나 영적인 의식에 관

계되는 위쪽을 담는데서 다르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54)「전통의

매력」에서 보이는 오브제는 사슴 다리를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등

과 나이키 운동화이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발’이다. 운동화는 인간의

발을 전등은 동물의 발이자 전등의 지지대인 발을 연상시킨다. 또한 나

이키라는 상표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를 연상시키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주를 떠올리게 한다.55) 이 두 가지 작품 모두는 발이라는

신체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

<그림18> Charm of Tradition, 1985

(3) 상호관계

제임스 리 바이어스(James Lee Byars)는 1967년「4명이 착용하는 드

레스(Four in Dress)」(그림19)를 선보였고, 1969년에는「5명이 착용하는

드레스(Five in Dress)」를 선보였다. 이 작업은 도시 별로 다른 색상의

옷을 선보였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흰색 의상, 뉴욕에서는 검은색 의

상을 입고 행해졌다. 실크 천에 구멍을 뚫은 퍼포먼스 의상을 다섯 명이

함께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이어스의 다인용 의상에는 3인용 바

지, 100명이 쓸 수 있는 모자, 500명이 입을 수 있는 의상 등이 있다. 이

54) Ginger Wolfe(2005), Ibid,., p.54.

55) 류민정(2011), 1980년대 미술에 나타난 차용 방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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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작품들은 대중과 작가, 사람들 간의 상징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사회

화’의 형태를 의도한 것이었다. 이 작업은 관람객들을 참여자로 모아 진

행했고, 대부분의 거대한 의상들은 퍼포먼스가 끝나면 조각조각 잘라 그

것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사회화 연결 체험의

기념품이기도 한 이 조각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 바이어스는 이

런 이벤트들을 자신의 조각 작업의 맥락과 내용에 익명의 개인들을 참여

시키는 ‘퍼포먼스의 사상(단지 몸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표명하는)’이라고

묘사하였다.56)

<그림19> Four in dress, 1967

소피 칼(Sophie Calle)은 사진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사실과 허구, 주

체와 대상,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과거와 현재 등 다양한 범주의 대립

적 경계를 허물고 자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프랑스 대표

작가이다. 1993년 작품인「더 타이(The Tie)」(그림20)는 검은색 실크

넥타이로 넥타이의 앞면과 뒷면에 자전적인 텍스트가 적혀 있는 오브제

이다. ‘나는 그를 보았다.(I saw him)’로 시작하는 텍스트의 이야기는 그

녀가 한 남자를 만나서 넥타이를 통해 쌓아가는 추억과 그녀의 바람과

상상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57) 넥타이에 적은 글들이 허구인지 사실

인지를 떠나서 작가는 남성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통해서 한 남성과의 상

56) Warr, T., Jones, A.(2007), 위의 책, p. 182.

57) "I saw him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1985, at a lecture he was giving. I

found him attractive, but one thing bothered me: he was wearing an ugly tie. …

Someday, when he is fully dressed by me, I would like to be introduced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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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에 대해 에피소드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림20> The Tie, 1993

(4) 보호기재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1970년도 작품인「펠트정장(Felt Sui

t)」(그림21)은 작가 자신의 치수에 맞는 수트를 직접 펠트로 만든 것이

다. 단추 같은 것은 생략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트로써의 기능은 모

두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요셉 보이스는 플럭서스 그룹, 사회조각이론으

로 유명한 미술가이다. 그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

인 펠트는 그의 과거 시절 경험에 기인해 의미를 가진다는 평론가들이

많으나, 그 경험이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

람들도 있다.

<그림21> Felt Suit,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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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44년도 크림 반도에서 급강하 폭격기 추락 사고로 그 곳의 타

타르인들에 의해 구출되었는데, 그들은 그의 몸에 기름을 비벼 바른 후

펠트 천으로 감싸 죽어가는 그를 끝내 살려냈다고 한다. 이 치유과정을

통해 그는 이 물질들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펠트 천은 거칠고 값이

싸고 다양한 자투리 천들을 잘게 자르고 부수고 뒤섞어서 거의 가루와

같은 섬유성분으로 전환한 다음 열과 압력 그리고 화학작용을 이용해 얇

게 펴 압착시켜서 만든 까칠하고 두터운 천이다. 이 천은 주변의 모든

것을 즉 기름, 먼지, 수분, 소리 등을 그 안으로 흡수하고, 또 단열제로서

바깥의 찬 공기를 차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펠트는 따스함의 보

존력을 가진 존재이며, 차단을 의미하는 존재이다. 보이스는 이 작품을

걸어둠으로 인해 예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5) 소비문화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예술과 패션 뿐 만아니라, 각종 대중문화

의 많은 영향을 미쳤고, 피카소 이후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

다. “미술은 패션 아트가 되고 있으며 그것이 미술이 가는 방향이다.”58)

라고 한 워홀의 말처럼 그는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작업

을 해왔다.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상업미술 그래픽

디자인으로 경력을 시작한 워홀은 초창기에 순수예술 성향의 드로잉을

그렸다. 다양한 잡지 뿐 아니라 광고이미지도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아

이 밀러’ 회사를 위해 신발 광고를 만들며 성공적인 삽화가로 이름을 날

리기 시작 했다. 광고에서 워홀은 특유의 외곽선을 일부러 흐리게 그리

는 특징이 드러났다. L 자형으로 기사들 사이에 은근히 자리를 잡아 광

고를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앤디 워홀은 구두 드로잉(그림23)을 하며 구두 디자인도 하였다. 상업

디자인의 성공으로 그는 상과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초기에는 상업

적 목적과 함께 드로잉으로 시작된 그의 작업은 영화제작까지 다양한 방

58) Koestenbaum, W., Wolf, R,, Goldsmith, K.(2004), I ’ll Be Your M irroｒ:　The
Selected Andy Warhol Interviews 1962-1987, New York: Carrol& Graf,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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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그의 영향력은 영화, 광고, 미술, 패션 등 지금

까지도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을 잘 하는 것이야 말

로 최고의 예술이다.” 라고 말하는 그는, 미술과 상업적 특성을 연계한

작품을 만들었다. 워홀은 미국문화 속 대표적인 소비재인 캠벨수프 이미

지를 이용하여 대량생산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상업화되어 가고 무의해져

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대상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그것의 의

미를 모두 잃게 될까봐 두렵다.”는 워홀의 말에서 소비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엿보인다.

<그림22> I. Miller 광고, 1958 <그림23> Shoe-Judy Garland, 1982

이런 시각은 1980년대「다이아몬드 더스트 신발(Diamond Dust

Shoes)」(그림24) 작업에서도 지속된다. 기존의 예술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실크 스크린 기법을 순수예술계에 도입한다. 복잡하고 노동집약적

인 스케치를 없애고 독특한 매스미디어의 사진처럼 관객을 위해 직접적

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순수미술계에서는 새로울 수 있지만 자치하면 저

속하게 흐를 수 있는 이미지들을 특수하게 변형시킴으로 인해 새로운 예

술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그 저변에는 소비재들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킴

으로 인해 대량생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시각

은 대량생산 소비재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캠벨 수프를 반복해서 찍

은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패션의 무한 관심을 드러내던 앤디

워홀은 이 수프 이미지를 원피스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 패션과 미술이

결합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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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Diamond Dust Shoes, 1980

메레 오페하임의 1985년 작품인「장갑 한 쌍(Pairs of Gloves)」(그림

25)에서는 당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과 소비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

다. 1985년 유럽의 저명한 미술 잡지 파켓(parkett)은 오펜하임의 특집을

다루면서, 그녀에게 예전작품인「나무손가락과 털장갑(Fur Gloves with

Wooden Fingers)(1936)」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 요구에 대해 오펜하

임은 예전작품인 털장갑의 낯섦과 공포스러운 면에서는 매우 흡사하지만

무수한 털은 없어진 채 실 핏줄만 남아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

은 잡지사의 요구로 스페셜 에디션에 끼워 판매되었다. 이 작업은 원본

성에 대한 논의를 무색하게 만듦과 동시에, 소비 형태로서의 예술과 예

술적 소비 형태라는 논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장갑과 속에 있어야 할 실핏줄과의 전복을 통해 1980년대의 초현실주의

를 보여주고 있다.59)

<그림25> Pairs of Gloves, 1985

59) 오시내(2003), 위의 논문,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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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레 오펜하임의 경우 그녀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신발과 장갑의 아

이템들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 성향과 경험에 따른 작업이지만, 사회적

흐름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바라 크루거(Babara Kruger)는 사진과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뚜렷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담한 작업을 하는 미국의 개념 미술가이다. 그

녀는 자신의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기존 예술을 비판하고 사회제도적 권

력에 항거했으며 특히 남성지배 구조하의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는 페미

니스트이다.60) 그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패션잡지에서 일을 한

후 1969년 미술계에 입문한다. 그녀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그녀의 작품은

그래픽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린커(Kate Linker)는 “크

루거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은 작품 전체의 통제 능력, 날카로운

상황 투시력, 이미지 선택의 정교함, 어휘와 문맥의 파괴력, 그리고 시각

적 충격을 위한 확대와 크롭핑의 완벽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한

다.61) 그녀의 작품은 예술에서 끝나지 않고, 확대되고 크롭핑되어 책, 잡

지, 포스터, 빌보드, 포장용 가방과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인쇄되었고, 대

도시 공공장소의 선전용 문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크루거의 예술세계

의 일차적 전략목표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 내부에 침투해 있는 제도적

권력에 항거하는 일이다.62)

<그림26> Untitled, 1981

60) Farthing, S.(2003),『501 위대한 화가』, (박미훈,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p. 555.

61) Linker, K., Kruger, B.(1990), Love for Sale: the words and pictures of Barbara
Kruger, New York: H.N. Abrams, p. 14.

62) 진동선(2002),『현대사진가론』, 서울: 태학원,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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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 크루거의 1981년도 작품인 ‘당신은 무기물의 성적 유혹에 매

료된다.(you are seduced by the sex appeal of the inorganic)’(그림26)

을 보면 두 개의 장갑이 놓여 있다. 이 장갑은 손을 맞잡고 있다. 여기

적혀 있는 문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일차적으로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성이 없는 물질적인 것에 매료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문화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하얀색 장갑이

고무장갑으로 여성을 나타내고, 어두운 색 장갑은 가죽장갑으로 남성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위의 텍스트인 ‘the sex appeal of the

inorganic’은 벤자민 월터(Benzamin Walter)의 글 인 “fetishism....

succumbs to the sex-appeal of the inorganic.”에서 인용되었다고 한

다.63)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I think therefore I am)’라

는 문구는 소비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텍스트인「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그림27)로 그녀의 작품에서 표

현된다. 이 작품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그림27> Untitled, 1987 <그림28> Untitled, 1990

1990년도 작품인 ‘당신은 무덤까지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You

can’t drag your money into the grave with you).’(그림28)는 사진 가운

63) Thomas Foster(2005), the souls of the cyberfolk: posthumanism as verracular
theory,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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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고급 수제화가 놓여 있다. 사진에서 전하고 있는 텍스트는 돈을 무덤

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집착하는 현상을 풍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 구두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가지고 무덤에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림29> What are you jealous?, 2000

델리아 브라운(Delia Brown)의 2000년 작품「당신은 무엇을 질투하

나요(What are you jealous?)」(그림29)에서 작가는 작가 주변에 럭셔리

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는 흡사 광고나 대중매체

에서 보여 주는 화려한 소비문화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작가는 고급 선

글라스와 수영복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여성들

의 모습을 그리며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질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들이 착용하고 있는 패션아이템들인가? 그녀들의

날씬한 몸매인가? 그녀들의 부유한 삶인가? 등 많은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작품의 제목을 통해 현대 소비문화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나

타난다.

2)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과거 미술작품 속에서 나타난 패션에 대해 살

펴보았다. 과거 미술작품에서 패션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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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미술
사조

작가 작품/작품명 작품의 의미
패션의 
의미

성

초현실
주의

Salvador 
Dali

 Shoe, 
1932

리비도의 
보상심리적 

만족감

여성
(sexuality)

Meret 
Oppenheim

My 
Governess, 

1936

여성의 
무의식의 
성적 욕망

여성
(sexuality)

Meret 
Oppenheim

Fur Gloves 
and Wooden 
Hands, 1936

성성(경계성
의 모호)

여성
(sexuality)

추상 
표현
주의

Niki de 
Saint 
Phalle

Portrait of 
My Lovers, 

1961

부정(가해자)
의 억압에 

대한 복수 및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남성
(gender)

Louise 
Bourgeios

Avenza, 1968

힘 있는 
모성적 

여성성에 
대한  욕망

모성적 
여성

(gender)

논의를 하기에 앞서 사회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의 의도에 맞게 표현된 작품 속 패션은 작가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있겠지만, 패션의 사회적 통념을 이용한 경우도 많을 것

이기 때문이다. 작품은 작가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작

가가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관람객이

생각하고 있는 패션의 사회적 의미를 작품에서 다루었을 때 작가는 관객

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20세기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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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이미지

초현실
주의

René 
Magritte

붉은 모델, 
1935

자아(경계성
의 모호)

신체

포스트 
모더
니즘

 Haim 
Steinbach

related and 
different, 

1985

정신과 
육체와의 
관련성과 
차이점

육체

상호
관계

개념
미술

James Lee 
Byars

Four in 
dress, 
1967

사회화
(Networking)

상호관계

포스트 
모더
니즘

Sophie 
Calle

The Tie, 
1993

인간관계
사적 

인간관계

보호
기재

개념
미술

Joseph 
beuys

felt suit, 
1970

보호기재 보호 기재

소비
문화

팝아트
Andy 

Warhol

diamond 
dust shoes, 

1980
대량소비사회 소비문화

포스트
모더
니즘/
페미
니즘

Babara 
Kruger

you are 
seduced by 

the sex 
appeal of the 

inorganic, 
1981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

소비문화

초현실
주의

Meret 
Oppenheim

Pairs of 
Gloves,

1985

소비문화와 
예술의 

경계성 모호
소비문화

패션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인류학자인 마샬 살

린스(Marshall Sahlins)는 구조주의 방법론을 토대로 미국인의 의복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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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했다. 살린스는 패션의 색채, 색조, 감촉, 방향성, 선 등의 요소

에 따라 사회적 성별, 지위, 연령, 직업, 라이프스타일, 인종, 성적 성향

등의 문화적 특징들이 의복에 기호화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의식중

에 행해진다고 주장했다.64) 살린스가 언급한 패션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

적 특징들이 과거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20세기 이전 미술작품에서 패션은 사회문화

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시대성, 계층, 계급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20세기 미술작품에서 나타난 패션은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성(Sexuality & Gender), 신체이미지, 상호관계, 보호기재, 소비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초현실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성, 신체이미지로 활용되

고,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젠더, 팝아트에서는 소비문화로 대변되어 나타나

고 있다.

패션은 미술작품 속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

로 해석된다. 섹슈얼리티는 달리와 메레 오펜하임 등의 작가에서 나타났

는데, 두 작가 모두 성적 욕망을 여성 구두를 통해 말하고 있지만, 그 시

선은 사뭇 다르다. 달리는 성적욕망의 대상이 여성이고, 오펜하임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여성인 시각이다. 또한 사회적 성으로 니키 드 생파렐은

남성들의 옷으로 대표되는 와이셔츠를 통해 지배자, 남성을 젠더로서 표

현하고 있고, 루이스 부르주아는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옷에 붙여 모성

성이 강조된 여성을 나타낸다.

패션은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술작품 속에서도 패션을 신체

와 연관시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다. 이는 패션을 구성하는 옷과 액

세서리가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체는 바디이미지

로 패션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쉴더(Schilder)는 바

디이미지를 “마음 속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섬머필

드(Summerfieldd)와 로젠(Rosen)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 정의하였다.65) 르네 마그리트는 작품 속에서

표현된 신발과 옷을 통해 신체와 패션아이템간의 경계성 모호를 나타내

64) Finkelstein, J.(2005),『패션의 유혹』, (김대웅·김여경, 옮김.), 서울: 청년사, pp. 57-58.

65) 이인자, 이인경, 신효경(2001),『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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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를 몇 몇의 비평가들은 신체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자아를 표

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인 스테인바흐는 운동화를 통해 신체이미지인

발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정신과는 반대적 입장의 신체를 의미한다.

또한 옷의 기본적인 특징인 신체 보호를 모티브로 펠트 옷을 만든 요

셉 보이스는 패션의 기본 특징인 보호의 개념에 맞춰 작품 속에서 옷에

의미를 부여한다. 보이스의 펠트 수트는 신체 보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적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패션을 상호관계로 보는 시선은 제임스 리 바이어스와 소피 칼에서

나타난다.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옷은 하나로 연결되어 인간을 연결시키

는 연결도구로서 사회화를 의미하고, 소피 칼은 남성을 상징하는 넥타이

를 통해 한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담론을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소비문화와 관련하여 패션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소비사회는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이 분분하다. 아날 학파를 계승한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

(Fernad Braudel)은 그 기원을 15세기로 보며, 찬드라 무커지(Chandra

Mukerji)는 16세기, 닐 맥켄드릭(Neil Mckendrick)은 18세기, 로잘린 윌

리엄스(Rosalyn Willams)는 19세기라고 주장한다.66) 소비사회라는 말은

대량생산의 구매와 연관된 공업화의 발전을 말하기도 하고 귀중하고 진

기한 상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말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소비문화는 20세기 중반 컬러 TV의 등장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광고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도 소비사회 속에 소비문

화는 존재하였지만, 컬러 TV의 등장과 보급화로 시각적인 광고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시기에 나온 미술작품 속에서 소비문화를

주제로 패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춰 소비문화

를 다루고 있는 앤디 워홀과 소비문화 속에 포함된 성(Sexuality)과 소

비 자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바바라 크루거를 대표작가로 들 수 있

다. 앤디 워홀은 대량소비문화의 특징을 이용하여 미술작품 속에서 대량

소비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면, 바바라 크루

66) Finkelstein, J.(2005),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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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소비문화 속에 있는 성을 상품화하는 남성적 시각과 소비욕망에 휩

싸여 있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모든 사회 산물들이 그러하듯이 패션은 그 당시 사회상과 사회 분위

기를 반영하고 있고, 예술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하다. 위에 작가들의 작

품들을 바라보면, 신발, 장갑 등 같은 오브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당시

사회나 문화적 흐름에 따라 꽤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예술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패션 오브제 역시 그 당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술작품들을 통해서 패

션과 예술작품과 사회적 특징이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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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의미

   본 장에서는 20세기까지 미술에서 표현된 패션의 의미를 토대로, 21

세기의 미술 속 패션의 상징적 의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보기

로 한다. 에코(Eco)는 예술가들의 시대정신과 이상미 표현에 대해 주목

한다. 수세기에 걸쳐 화가, 시인, 소설가는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간주한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표본을 남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

에 미의 역사는 예술작품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시

대를 기록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강조한고 있다.67) 시대정신과 이상미를

표출하는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아

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패션이 현대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200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

는 작품 속 패션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으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직접 예술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국외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지금까지 20세기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다루어지는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

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2000년대 미술이 어떤 방향

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다루어질 2000년대 미술작

품 속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현대 미술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패션을 소재로 한 2000년대

미술작품의 의미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미술은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화했다. 현대미

67) Eco, U.(2005),『미의 역사』, (이현경, 옮김.), 서울 : 열린책들, p. 12.



- 45 -

술은 너무나 다양한 사조를 가지고 있어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가지 스

타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현대미술은 시대와 함께 변해가므로, 규정된

상태로 머물 수 없으며 항시 유동적이고 현재진행형이다.68)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미술에 대해 어떤 사조라고 규정하기에는

작품을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동시대

의 미술을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시대의 미술작품의 경향

성을 통해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미술이 변화해 나가는 지 살펴 볼 것이

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동시대미술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업적 특성이 강

하게 나타난다. 20세기 후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의

미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유럽 미술 시장의 부흥을 꿈꾸

는 집단이 바로 ‘YBA(Young British Artist, 영국 청년 예술가)’이다. 살

아있는 현대 미술의 전설이라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는

YBA의 대표주자이다. 데미안 허스트는 과거 앤디 워홀과 마찬가지로 상

업과 미술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미술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시스템에 까지 두루 영향력을 미친다. “예술은 비평가보다 구매자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의 말에서 현대 미술작품과 돈에 대한 생각을

엿 볼 수 있다. 재화가 넘쳐나는 21세기 소비문화 속에서 예술을 돈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 저속한 생각이 아닐 지도 모른

다. 예술가들은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끝없는 현대인들의 욕망

에 대해 말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경계성의 모호가 그 영역과 방향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영역간의 유동적 전이가 일어나고 미술과 타 영역 간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다. 예술가들은 이제 더 이상 화가, 조각가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어렵다. 회화만을 그리는 것도 조각만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회화와 사진, 사진

과 조각,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등의 미술 영역 안에서의 경계성을 허물

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또한 타 영역간의 경계

도 모호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

68) Maison Rouge, Isabelle de.(2007),『현대미술: 현대미술은 엘리트의 전유물인가』,

(최애리, 옮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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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술과 패션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경계성의 모호로 인해 어디까지가

예술인가에 대한 물음은 더욱 거세지고, 작품의 의미에서도 경계성의 모

호가 한 주제가 된다.

21세기 미술은 기존의 미의식을 비판하고, 과거에 비해 더욱 자극적

이고 즉각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미술가들은 기

존의 작품과는 다른 시각으로 작품에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주제

의 변화가 되는지, 소재의 변화가 되는 지는 상관없이 보다 새로운 것을

창작해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미술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작가들은 더욱 더 자극적이고 더욱

더 기괴한 것에 심취한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아름다움이 진정한 의미의 ‘미’인지에 대한 물음과도 연관이 있다. 예술

가들은 아름다움과 보기 좋음을 구분하고 보다 자극적인 것을 통해 작가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실 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작가인 마크 퀸(Marc Quinn), 생트 오를랑(Saint Orlan), 데미

안 허스트 등을 들 수 있다. 마크 퀸은 5년마다 한 번 씩 자신의 피를

모아 냉동하여 얼굴 조각상을 만든다. 생트 오를랑은 현대사회가 강요하

는 미의식에 대한 비판을 ‘수술 퍼포먼스’를 이용해 실제 현대의 지배적

인 ‘미의식’을 전파하는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오를랑은

이 의식을 통해 고통에 대한 의학의 승리와 현대사회 속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데미안 허스트는 죽은 상어, 소, 양 등

을 포름알데히드가 가득 찬 유리 진열장 속에 매달고 모터를 연결해 움

직이게 한 작품을 통해 죽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보다 자극적이고

한 눈에 확 들어오고 재미를 주어야한다는 즉각적인 감성을 통해 작가들

은 죽음, 자아, 현대사회의 미의식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한다.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 21세기 동시대 미술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술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특성을 통해 현

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이슈와 끊임없는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

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방식은 더 자극적이고 즉각적이고 다양해졌

고 작품이 다루는 의미 역시 죽음에서 무의미까지 그 스펙 또한 넓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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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우리시대의 미술 흐름이 앞으로 논의하게 될 현대 미술작

품 속의 패션의 상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외 미술작품

(1)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미국의 유명한 월간 미술잡지인『아트뉴스(Art News)』의 1999년 5

월호에서 ‘금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25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

된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어려서 겪은 트라우마를 작품

으로 승화시킨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

는 한 세기 가까이를 사는 동안 나무, 라텍스, 돌, 금속, 석고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드로잉, 조각, 설치 미술 등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미술세

계를 펼쳤다. 일생 동안 많은 작품 활동을 했기에 그녀의 작업은 페미니

즘, 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치유, 자선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었다.

그녀는 1911년 12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 온 타피스트리(tapestry) 수선이라는 가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타피스트리 수선은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손

녀라는 특권으로 드로잉 작업과 수선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뒤에 그녀의 미술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다. 그녀의 유모이자 영어 교사

인 사디(Sadie)가 그녀의 아버지와 정사를 나눈 것이다. 1979년 한 강연

회에서 부르주아는 자신의 예술작업의 원천이 아버지의 외도라는 어릴

때 상처였다고 발언하였다.69) 그녀가 소르본느(Sorbonne) 대학에서 전공

으로 수학과 기하학을 선택한 이유 역시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연관이 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수학을 택한 이유가 규칙적

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70)

69) 정현경, 최외선(2006),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본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 세계: 오브

제 사용을 중심으로,『미술치료연구』 , Vol. 13, No. 3.

70) “I got peace of mind, only through the study of rules nobody could chang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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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수학을 그만두고, 그녀가

원하던 예술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미국인이 미술사학자 로버트 골드

워터(Robert Goldwater)를 만나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뉴욕으로 온 그녀는 2차 대전 중에 미국으로 피난 온 초현실주의자들과

친분을 맺는다. 주변이 항상 예술가들로 넘쳐나던 그녀는 예술가의 꿈을

키운다. 1930년에는 회화를 하였는데, 회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가 부

족하다고 느껴 1940년대 중반부터 조각을 시작하였다. 조각이 3차원을

통해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는 판화로

먼저 3차원의 실험을 하였다.71)

조각을 만들던 초기 시절에는 나무로 작업을 시작한다. 향수병에 시

달렸던 그녀는 가족과 친인척들을 나무로 제작하는데 기하학적이고 수직

적인 형태를 가진 조각들을 만든다. 50-60년대에는 형식적인 면에서 변

화를 보이는데, 기존에 나무와 돌 등 원시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다

르게 석고, 시멘트, 라텍스, 브론즈, 대리석 등 다양한 재료들로 실험을

시작한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정신적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표출함으로 인해 감정정화의 과정을 거쳐 치유

를 받는다. 루시 리파드(Lucy Lippard)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조각을 확

실하게 규정지을 구조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72)

이는 그녀가 특정 미술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다양

한 실험을 통해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려서 아버지의 부정으로 인한 상처는 그녀의 미술세계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그녀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남근의 모양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곡선에 가슴 형태의 모형들을 많이 만든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어 양성성을 강조하거나 강한 여성성을 표현

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을 가장 예뻐했던 아버지의 배신과 상처받고 힘

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그녀의 작품은 정신분석학적인

New York Times 2010.06.01.

71) 국제갤러리(2005),『Louise Bourgeois』, 서울: 국제 갤러리, p. 14.

72) Lippard, L.(1975), “Louise Bourgeois: From the Inside Out”, Art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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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림30> Pink days and Blue days, 199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성이 강조된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

거나 신체조각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등 그녀의 초기 작업에서 패션의

요소를 많이 살펴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밀실 작업에서도

패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97년 작품인「분홍 날과 파란 날(Pink

Days and Blue Days)」(그림30)에서는 스틸로 된 긴 장대에 오브제들이

달려 있다. 큰 주머니가 옆에 달린 분홍색 홈드레스, 분홍색 여름용 코

트, 파란색 스카프, 투명하게 비치는 구겨진 여성용 조끼, 흰색과 분홍색

실이 감긴 실패, 소의 뼈, 인형몸통, 작은 향수병, 분홍색 고무로 된 기다

란 오브제가 달려 있다. 각각의 오브제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속옷과 홈드레스는 여성의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고, 코트와 스카프,

향수병은 여성의 공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 설치물에 나오는 옷들은

여성의 엄마로서의 의무, 주부로서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소뼈, 손과

발, 머리가 없는 인형의 몸통 등을 통해 공허함, 무의미함, 죽음의 의미

까지 내포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으로 표현되는 낡고 허름한 하얀색 속

옷이 옷걸이 걸려 있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의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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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Cell Ⅶ(Clothes), 1998

1990년대 이후 부르주아의 작업은 직접 조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공간을 나타내는 ‘셀(Cell)’시리즈로 변화한다. ‘셀’은 작가 자신

에게는 감옥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

위인 가정, 집을 의미한다. 또 동시에 신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

를 의미한다. 세포에서 파생된 의미는 혼자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는 것을 말한다. 1998년 작품인「셀7(Cell Ⅶ)」(그림31)은 부르주아의

다락방에 있던 옷이 공간 속 오브제로 걸려 있다. 오래전에 낡아버린 이

옷들은 유령처럼 걸려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이 옷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추억을 가졌는지 옷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

지만 그로 인해 향수에 잠기지는 않는다. 작가는 기억의 파편으로 자신

의 이야기를 담담히 하고 있다.

<그림32> Cell XXV(The view of the world of the jealous wif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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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작품인「셀25(Cell XXV)」(그림32)은 3가지의 옷이 공간 안

에 매달려 있다. 이 옷은 각각 작가 자신과 관련된 여성을 의미한다. 셀

가운데 위치한 정숙해 보이는 하얀색 셔츠드레스는 작가의 어머니를 상

징하고 그 옆에 화려한 파란색 칵테일 드레스는 아버지의 정부를 의미하

고 연한 블루 빛이 도는 퍼프 블라우스의 짧은 토르소는 루이스 부르주

아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가슴 위부분만 놓여 있는 여성 토르소를 통해

어린 부르주아는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마를 상

징하는 하얀색 드레스 양 옆으로는 둥근 구 모양의 하얀색 조각이 놓여

있다. 여기서 하얀 구는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모성을 지닌

여성성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어머니의 여성성의 증가와 함께 세 여성

을 셀이라는 한 공간 안에 놓고 자신의 어렸을 적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

적 정화를 시도한다. 부르주아는 옷을 통해 사적순간과 공적 순간 또한

자신과 연관된 인물에 대한 기억과 사건들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2)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

바네사 비크로프트(Vanessa Beecroft)는 1969년 4월에 이탈리아 제노

아(Genoa)에서 태어났다. 영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밑에서 자

란 그녀는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런던으로 이사를 갔지만 2살이 되던 해의 부모님의 이혼으로 16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아들과 딸을 얻었

는데, 이 둘은 나중에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프로젝트에 출연하게 된다.

어머니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농가로 이사를 하게 된 그녀는 매우 엄

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비크로프트는 이 당시를 매우 원시적이

고 이상한 생활이라고 회상한다.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탈리아 작은 마을 사람들은 무신

론자이며 극좌파이고 여자들만 사는 그녀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더

불어 그녀는 영국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이었기에 어린 시절 어디

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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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그녀는 도피처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림이

었고, 이는 과거 어머니가 펼치지 못한 꿈과도 연관된다. 또한 어려서부

터 어머니와 함께 이탈리아 각지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였는

데, 이탈리아의 문화적 유산들이 그녀에게 좋은 미술적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13세에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2차 성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그녀를 병원으로 보냈는데, 산부인

과에서 받은 호르몬 처방으로 갑자기 가슴이 나오고 체중도 10kg나 증

가하였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육체적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 거부

감이 생긴 그녀는 섭식 장애를 앓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소년

일 수 없다는 사실과 먹을수록 점점 더 여성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음식

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을 시간과 수량까지 병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들어

진「음식책(The Book of Food)」이 후에 그녀의 첫 작업과 연관 있는

책이다.

<그림33> VB01, 1993

그녀는 제노아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건축, 회화, 무대디자인 등

을 공부하였다. 한편, 이 시기부터 프라다, 마놀로 블라닉 같은 명품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취향이 그녀의 퍼포먼스 작업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섭식 장애는 더 심해져 운동성 섭식장애로 바뀌었

고, 나중에는 음식을 색상별로 구별하여 섭취하기 시작하였다. 색상 별로

구분된 음식은 그녀의 회고 전시의 주요한 테마로 등장한다. 1993년 교

수님의 요청으로 첫 전시를 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음식 일기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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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air)’이라고 제목을 붙여 전시한다. 이는 후에「VB01」(그림33)이라

는 퍼포먼스가 된다.

「VB01」퍼포먼스는 원래 퍼포먼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음식책」

전시가 얼마 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책만으로는 그 내용이 시각적으로

충분히 전달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비크로프트에 의해 구성된 퍼포먼

스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책의 내용과 어울

리는 소녀들을 전시에 보여주기로 결심하였다.73) 비크로프트는 지인들에

게 옷을 입히고 관람객과 상호작용하지 말고 전시장 가운데에 놓인 「음

식책」 주변을 배회하라고 하였다. 이후에 작가는 이 전시를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꼈는데, 이는 자전적인 요소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

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개념화되지 않은 채 전시가 되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74)

<그림34> VB35, 1998

시간이 갈수록 퍼포먼스들은 작가의 계획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

을 갖추어 나간다. 1998년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열린「VB 35」(그림34)가 이를 증명해준다. 「VB35」는 바네

사 비크로프트의 이름에서 딴 이니셜과 그녀가 퍼포먼스를 한 횟수로 제

목이 정해진다. 35번째 퍼포먼스인「VB35」는 신체비율과 외모가 뛰어

난 20명의 모델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모델들에게 섬세하게 화장을 시키

73) Kontova, H., Giono, M.(2008), “Vanessa Beecroft: Skin Trade”, Flash Art
International, vol. 41, no. 261, p. 211.

74) Marcella Beccaria, ‘Conversation Piece’,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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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만들어 미적 완성도를 높인다. 이 작품에서 모

델들은 명품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비크로프트는 모델들을 땅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하이힐을 좌대처럼 사용하였다고 고백한다.75) 20명의 여성

중 15명은 럭셔리 브랜드의 비키니를 입고 있고 같은 색의 하이힐을 신

고 있다. 나머지 5명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하얀색 하이힐만을 신고

있다. 이들이 풍기는 이미지는 여느 패션쇼와 다르지 않다.

비크로프트는 퍼포먼스에서 누드의 여성들을 많이 내세운다.「VB3

5」에서도 역시 누드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존 버거는 “나체가 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고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누드라는 것은 타인에게 나체

로 보인다는 것이며 본래의 자신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체인

육체가 누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브제로서 보여야 한다. 나체는 그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누드는 전시하는 것이다. 나체가 된다

는 것은 거짓이 없음을 말한다.”76)라고 언급하였다. 존 버거의 언급대로

보자면, 비크로프트의 퍼포먼스는 누드의 여성이 나체의 여성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모델들에게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해 하이힐을 사용하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이힐과 자세가 주는 고통으로 여성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누드로

표현되는 여성들은 본연의 몸인 나체로 변해간다. 모델은 사회가 주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여성으로 변해간다. 이는 남성

적 욕망이 담긴 시선을 좌절시키고 여성의 주체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퍼포먼스이다.

「VB52」(그림35)는 친구, 예술대학 학생, 거리에서 캐스팅한 매력적

인 여성들로 구성된 32명의 자원모델들로 꾸며진 퍼포먼스이다. 이 퍼포

먼스에는 옷을 입은 나이든 여성들부터 누드의 젊은 여성까지 긴 스펙트

럼을 펼치며 투명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여성들은 초록색, 주황색, 보라

색 등 동일한 색의 옷과 발 장식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앉아 있다. 테이

블에는 색색의 음식들이 서빙 된다. 베이지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색

75) Kontova, H., Giono, M.(2008), Ibid. p. 213.

76) 한아름(2011), 여성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p.35. 재인

용. John Berger(1977), Ways of Seeing, Penguin Books,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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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별 음식을 제공하고 모델들은 그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 지에 대해서

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5시간을 걸쳐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그녀

의 초기 전시품인「음식책」과 관련된 작품이다. 거식증에 시달린 그녀

는 날씬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자신의 젊은 날을 생각하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 사회적 젠더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림35> VB52, 2003

「하얀 마돈나와 쌍둥이들(White Madonna with Twins)」(그림36)은

내전과 집단학살의 비극으로 물든 수단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가는 수단의 다르푸르(Darfur)지역으로 작품을 구상하기 위

해 떠나고 여기서 쌍둥이 아이를 만나게 된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

지 않아 젖몸살에 시달리던 비크로프트는 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게 된

다. 이렇게 탄생된 이 사진은 에디션당 5만 달러에 팔리게 된다. 작가가

사진 속에 입고 나온 드레스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하얀 실크 드레스로

양쪽 가슴은 절개 되고 밑단은 불에 탄 것처럼 디자인 되어 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을 작품에서 오버랩 시키며 수단의 정치사회적 현

실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지만 비크로프트

의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이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저 고급예술을 표방한 포르노그래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 작품 역시 작품 속에서는 아이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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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극이나 수단사회의 모습보다는 흑인 아이들 사이로 더욱 희고 아

름답게 빛나는 백인 여성만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림36> White Madonna with Twins, 2006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녀의 많은 퍼포먼스에서 고급브랜드의

신발과 옷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VB16」이후로 미술 제도의 지원

이 강화되면서 저예산으로 인한 투박한 불협화음이 사라지며, 날씬한 전

문 모델들과 고가의 의상 및 구두, 고급스러운 전시실이 그 자리를 대신

하기 때문이다.77) 실제로, 작가는 처음부터 전문 모델과 고급 패션을 도

입하길 원하였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밝힌다.78) 또한 작

가는 자신이 퍼포먼스에서 특정 상표의 구두를 종종 사용하는 이유는 자

신이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여성들에게 착용시키는 옷

과 신발은 그들을 채색하는 방식이라고 고백한다.79)

(3)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

갤러리 바닥에 샤넬, DKNY 등의 로고가 찍힌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

쇼핑백(그림37)이 놓여 있다. 언뜻 보기에는 막 쇼핑을 마친 여성이 전시

를 보러 나왔다가 양 손 가득 들고 온 쇼핑백을 잠시 내려놓은 거 같지

77) 김지연.(2007), 바네사 비크로프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신체이미지 연구,『인

물미술사학』, 제 3호, p. 161.

78) Kontova H., Giono, M.(2008), p. 211.

79) Marcella Beccaria, ‘Conversation Piece’,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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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것은 실비 플뢰리의 작품이다.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는 1961

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작가이다. 플뢰리는 1990년대

초반 유럽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등장하였다. 그녀는 80

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와 영화를 전공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 하

위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잠시 패션계에도 종

사한다. 그녀는 패션로고, 쇼핑백, 화장품, 광고 문구, 잡지, 구두, 인조

모피 등 다양한 패션 관련 오브제들을 설치미술, 조각, 퍼포먼스, 사진,

회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그림37> Shopping bags, 1990

그녀의 작품은 80년대에 매스 미디어와 소비문화에 대해 이데올로기

적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작가인 바바라 크루거, 한스 하케(Hans

Haake)와 빅터 버긴(Victor Burgin)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관점에서

소비문화에 접근하고 있다.80) 이전 작가들처럼 그녀는 소비문화를 냉소

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녀는 앤디 워홀이나

제프 쿤스의 시각과 비슷한 면을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분류로

그녀는 대중매체와 소비문화를 좀 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시각으로 표현

하고 이를 즐기고 있다.

그녀의 작품을 뒤샹의 레디메이드 측면에서 비평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레디메이드적인 관점보다는 작품의 피상

성(Superficial)에 주목한다. 플뢰리는 쇼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이

80) Granham Couite-Smith(2006), Deconstructing installation art: Fine art and media

art,1986-2006, ‘I shop and therefore I am not: Sylvie Fle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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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가벼움을 즐기고 있다. 쇼핑을 하는 것은 예술가가 되기 위함이

라고 말하는 그녀는 쇼핑백을 얻기 위해 쇼핑을 한다. 그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예술의

역사 속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된 아이템을 선택해요. 예를 들면, 나는 옵

아트 디자인과 관련된 옷에 대한 기사를 찾았다면, 그와 상관있는 옷을

가방 속에 집어넣어요. 그 안에는 예술과 패션의 특별한 관계가 항상 존

재해요.”81)

<그림38> Modrian boots, 1995

쇼핑백 작품을 일차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소비문화에 가벼운 담

론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가벼움을 깊이 있게 다루면

서 쇼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과 패션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예술과 패션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비디오작품인「칼 안드레 위를 걷다

(Walking on Carl Andre)」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92년 빌라 메르

켈(Villa Merkel)의 에슬링겐(Esslingen)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한

플뢰리는 칼 안드레의 작품 위에 자신의 몬드리안 디자인 부츠들(그림

38)을 흩어놓는 작업을 선보였다. 하지만 안드레는 플뢰리의 개입에 거

부감을 드러냈고, 그녀의 전시는 이틀 뒤 철거되었고 카달로그에서도 삭

제되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조수를 시켜 안드레 회고전에 몬드리안

구두를 신고 그의 작품 위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촬영하길 요청했지만

81) Index magazine, 2002 interview by Peter H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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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안드레의 작품을 소장하

고 있는 개인 컬렉터를 수소문해「칼 안드레 위를 걷다.」 라는 비디오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을 비평가들은 두 가지 견해해서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미술

계에서 바라보는 패션에 대한 닫힌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우월주의

미술계에서 페미니즘 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시각이다. 몬드

리안 그림을 통해 자신이 예술인 척 하고 있지만 패션이 미술일 수 없다

는 보수적인 시각과 신인 여성 작가가 남성들이 우월한 미술계에서 자신

의 작품 위를 걷으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림39)는 2000년 루이비통의「키팔모델(keepall model)」를 브론즈

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존의 루이비통 가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방 작품으로, 패션과 명품에 대한 많은 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하

고 있다. 루이비통 가방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지만, 반짝거리는 은색을

덧입힘으로서 소비성, 물신성을 극대화하여 소비에 대한 욕망을 더욱 부

추기고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

해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패션 자체를 즐기고 자유롭게 취하라

고 말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패션브랜드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작품에서 재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2006년 루이비통 컬렉션이라는

것이다. 마크 제이콥스는 실비 플뢰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메탈릭

실버 소재의 가방과 지갑들을 디자인하였다.

<그림39> Keepall, 2000

2003년 작품「프라다부츠(Prada boots)」(그림40) 역시 럭셔리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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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라다의 제품을 브론즈로 주조해서 만든 것이다. “모든 쇼핑은 최소

한 구두 한 켤레는 사야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작가의 말

에서 미국 유명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Sex and the city)’의 여주인공

캐리 브로드 쇼의 모습이 떠오른다. 명품이 가지는 가치성, 소비성, 차별

성 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현대 여성의 모습이 그녀의 작

품에서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작가는 소비문화의 대표적 상품들을 통해

현대여성의 모습과 상품이 넘쳐 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 취해야할 자세

를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림40> Prada Boots, 2003

(4)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는 자신이 몸소 경험한 아프리칸 디

아스포라82)를 주제로 풍자와 비판을 통해 영국과 아프리카 문화를 자신

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예술가이다. 그는 나이지리아계 영국인으로 1962

년에 런던에서 태어나 3살이 되던 해에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로 이

82)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이주와 이산의 개념에서 유래했다. 기원전 6세기 유대인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산을 의미한다. 초기 디아스포라는

주로 망명생활을 하는 소수 공동체였고,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시련에 직면

한 가혹한 유랑의 역사를 대변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용어는 식민, 전쟁, 이

주로 인해 모국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지내야 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국

제화, 세계화를 통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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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살다가 16세에 다시 변호사인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돌아왔다.

골드스미스대학에서 아트와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졸업 당시 ‘젊은 영국

예술가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필름, 그림, 설치미술, 조각, 사진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04년에는 영국 터너 상(Turner

Prize) 후보로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그림41> Dorian Grey, 2001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 가운데 2001년 작품인 「도리안 그레이(Dorian

Grey)」(그림41)는 작가 자신이 소설 속의 인물이 되어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도리안 그레이의 초상(The

Portrait of Dorian Grey)』의 영향을 받은 사진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

품에서 젊고, 아름다운 백색의 외모와 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가지

고 태어난 행운아였지만, 지나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으로 영혼까지 잃

어버리게 된 도리안으로 분한다. 쇼니바레는 12개의 사진 시리즈를 통해

도리안 그레이의 스토리를 표현하는데, 이 형식은 1945년 알버트 르윈

(Albert Lewin)감독의 ‘도리안 그레이’에서 영향을 받았다.83) 작가는 영

화처럼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을 흑백필름의 느낌

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12개의 샷 중에 유일하게 (그림41)

에서만 컬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쇼니바레의 도리안은 초상화가 아닌 거울 속에 비친 타락한 자신을

83) Miller, M. L.(2009), Slaves to Fashio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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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한다. 작가는 기존 스토리에서 나오는 초상화를 거울로 바꿈으로써

나르시즘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탐미주의에서 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백인 남성이 장애를 지닌 흑인으로의 변화를 통해 작가는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댄디의 아름다움으로 잘 차려입은 쇼

니바레의 모습에서 사회적 약자가 패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후기식민주의 사회의 강자와 약자,

진정한 아름다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쇼니바레의 1990년대 이후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형형색색의

아프리카 전통 옷감으로 만든 영국의 전통 귀족의상을 입고 있다. 2002

년 전시에서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옷을 입은 목이 잘린 마네킹들이 다양

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그의 작품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귀족들의 의상은 아프리칸의 천으로 만들어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

다. 이 패브릭은 런던의 브릭스톤(Brixton)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

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전통 패브릭이 아니다. 이 옷감

은 19세기 초 네델란드 무역상들이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인 바틱

(Batik)을 더치 왁스(Dutch-Wax)기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생산한

것을 네델란드로 수입한 것이다. 현재는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공장에서

도 만들어져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다. 이 옷감은 아프리카의 토착적인

기호와 색상을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배합하여 만든 아시아, 유럽, 아프리

카의 ‘혼합적 결과물’인 셈이다.

<그림42> Gallantry and Criminal Conversa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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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용기와 범죄의 대화(Gallantry and Criminal Conversatio

n)」(그림42)는 빅토리안 시대의 복식을 착용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다양한 제스처를 취한 모형은 인물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여

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포즈의 설치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이

것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특히, 영국에서 유행한 ‘그

랜드 투어(Grand Tour)’를 모방한 작품이다. 당시 귀족자제들과 상류층

의 특권으로 여겨진 이 여행은 귀족들의 지적 소양과 경험 그리고, 세계

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들의 성적 욕망의 분출과 충족을 위한 투어였다는 점을 풍자하고 있

는 작품이다.84)

<그림43> How to Blow Up Two Heads at Once, 2006

2006년도 작품인「어떻게 두 개의 머리를 동시에 날릴 것인가(How

to Blow Up Two Heads at Once)」(그림43)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버

전이 있다. 화려한 빅토리안 드레스를 입은 두 여성이 한 손은 허리에

올려두고 나머지 한 손은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있는 모습이다. 머

리가 없는 두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있다.

하지만 총구는 허공을 향하고 있다. 이 모습에서 19세기 절정을 이룬 서

구 식민통치와 제국주의 무모함과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나온

패션오브제인 빅토리안 스타일 드레스는 계급과 권력을 의미하며, 패브

84) 주하영(2011), 아프리칸 디아스포라와 현대미술: 잉카 쇼니바레와 크리스 오필리를

중심으로, 한국 기초 조형학회, 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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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작가 작품/작품명 작품의 의미
 패션의 

의미

상호
관계

Louise 

Bourgeois

CellXXV
(The view of 

the world of the 

jealous wife), 

2001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적 정화

인간관계

혼합
문화

Yinka  
Shonibare

Gallantry and 
Criminal 

Conversation, 
2002

아프리칸 
디아스포라를 통해 

후기식민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

문화적 
혼합물, 

제국주의 
문화

Dorian Grey, 
2001.

진정한 아름다움과 
후기식민주의사회
의 강자와 약자

블랙
댄디즘

릭에서 나타난 역사적 아이러니를 통해 작가 본인의 이중적 정체성과 흑

인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2)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국외 작가 4명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패션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지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본 2000년대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는 상호관계, 소비문화, 혼합 문화 등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20세기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

미로 언급한 성, 신체이미지, 상호관계, 보호기재, 소비문화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현대에 와서 새롭게 유추되고 있는 의미로는 혼합문화를

들 수 있다. 혼합문화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고 기존 20세

기의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들과 현대에 들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는 상호관계, 소비문화 등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며 해석되고 있는

지 (표2)를 참조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2> 2000년대 국외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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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문화

Sylvie 

fleury
Prada boots, 

2003
소비문화에 대한 

긍적적 시각
소비문화

기타 Vanessa
 Beecroft

VB52, 

2003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색, 현대
사회의 
여성미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 중에 하나는 상호관

계이다. 이는 과거에도 나타난 의미 중에 하나이다. 과거 상호관계는 앞

서 제임스 리 바이어스, 소피 칼을 대표적인 작가로 선정했다. 바이어스

는 하나의 옷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입은 퍼포먼스를 통해 개개인이 하

나로 연결되어지는 사회화를 말하고 있다. 소피 칼은 넥타이에 적힌 텍

스트를 통해 넥타이의 에피소드와 연관된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00년대 국외 미술작품에서 상호관계를 말하고 있는 작가는

루이스 부르주아이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옷의 스타일과 색을 통해서 자

신과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옷은

과감하고 매력적인 여성, 착하지만 수동적인 여성, 그리고 화가 난 어린

자신을 각각 칵테일 드레스, 셔츠 드레스, 퍼프 블라우스 등으로 표현했

다. 옷의 스타일을 통해서 인물이 지닌 성격과 감정 등을 표현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인간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옷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는 옷의 색깔로도 이미지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컬러가 가진 색감의 상징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백색은 순수하

고 정숙한 이미지로 파란색은 ‘포르노영화(blue movie)’, ‘음담패설(blue

language)’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이고 다소 거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작가는 자신에게 생긴 트라우마를 관련 인물들을 셀이라는 한 장

소로 모아 놓고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적 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0년대 미술작품 속 패션은 소비문화로도 해석된다. 소비문화는 과

거 20세기에서도 도출된 의미로 앤디 워홀, 바바라 크루거를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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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 꼽을 수 있다. 소비문화는 대량생산품의 구매로부터 생겨나는 문

화로 산업화, 공업화와 관련이 있다. 미술작품 속에 소비문화가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것은 바로 앤디 워홀이다. 앤디 워홀은 자

신의 작품에서 대량생산의 특징을 상품이미지의 반복적인 사용과 실크스

크린이란 작품생성방식을 통해 소비문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다. 바바라 크루거는 사진 속에서 고급 구두, 장갑과 텍스트들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작가는 성적욕망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현시대 소비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대의 국외미술 작가 중에는 실비 플뢰리가 작품 속에서 패션을

소비문화로 표현하고 있다. 실비 플뢰리는 럭셔리 브랜드인 프라다 부츠,

루이비통 백을 보다 반짝이게 주조함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더욱 소

유하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을 소비문화로 표현하고 있다. 실비 플뢰리는

명품과 광고를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실비

플뢰리가 소비문화를 보는 시선은 긍정적이다. 이는 과거의 소비문화에

대한 예술계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대비를 이룬다. 과거의 소비문화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은 소비문화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더불어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물신의 도구로 바라보는 광고 내

면에 표현된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에 와서 여성은 소비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의 소비를 즐기고 소비로부

터 얻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패션 속의 소비문

화는 비판적 대상이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미가 존재하는데,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은 20세

기 이전의 미술사에서 패션을 표현한 방식과 유사한 관점에서 패션을 바

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바네사 비크로프트를 들 수

있다.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작품 속에서 하이힐, 비키니 등을 색으로 이

용하거나 좌대처럼 활용한다. 이는 패션이 미술 속에서 패션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비크로프트의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사회

가 원하는 아름다운 누드의 여성으로 과거 중세시대 회화 속 누드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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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보인다. 옷을 전제한 누드화는

여성의 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비크로프트의 하이힐 역시 여

성을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한 이상미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서 나타난 패션의 요소들은 현대가 원하는

현대사회의 이상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

2. 국내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1) 국내 미술작품

(1) 권오상

미술 월간지『아트 인 컬처(Art in Culture)』에서 한국 미술계를 대

표하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한 권오상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

다. 2000년에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2004년 동대학원 조소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2001년 아트스페이스에서의 첫 개인전을

필두로 LA, 런던, 영국, 베를린, 베이징, 일본,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그는 기존에 각각 독립된

분야였던 사진과 조각을 합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진조각가이다. 그

가 사진조각가가 된 이유는 그의 작업이 사진을 이용하여 조각상을 만들

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데오드란트(deodorant) 타입」,「더 플랫(The Flat)」,

「더 스컬프쳐(The Sculpture)」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작업들의 공통점

은 모든 작업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조각들은 무거운 재료들이 주를 이루었다. 돌, 나무, 청동 등 학창 시절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작가가 물었던 건 “왜 조각은 무겁지? 가벼운 조

각은 없을까?”였다.「더 스컬프쳐」 작업의 시작은 기존에 주로 조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인간이나 동물 등 움직이는 생명체였다는 점에서 착

안한 것이었다. “왜 정물조각은 없는 거지?” 작가는 작품에게 끊임없이

- 68 -

질문을 던지다.

“가벼운 조각을 해보자.”에서 시작된「데오드란트 타입」은 사진이라

는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조각이었다.「데오드란트 타입」이라는 제목은

사진과 조각이라는 엉뚱한 조합을 암시한다. 이 제목은 ‘니베아(Nivea)’

사가 만드는 암내 제거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서양인의 겨드랑이 암내

를 없애는 제품을 암내가 별로 나지 않는 동양인들에게 팔려 했던 엉뚱

한 마케팅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작가는 모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각

의 부분으로 나눠 촬영한다. 평균 3시간이 넘는 촬영과정과 300여장이

넘는 사진으로 하나의 인물을 완성한다. 압축 스티로폼의 일종인 아이소

핑크를 실제 사람 크기로 조각한 후 사진을 차례로 붙여 나간다.

<그림44> Fuse, 2007-2008

작가가「데오드란트 타입」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보면 대중매

체가 생산하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대중매체와 패션에 대한 관심은 그의 사진 조각 작품들

의 포즈나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 등이 모두 잡지나 광고 사진 등에서

유래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퓨즈(Fuse)」(그림44)라는 작품은 모

터사이클 유니폼을 입고 양손을 두 다리 속에 넣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

는 사람이 갤러리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이는 ‘만다리나덕

(Mandarinaduck)’ 광고 사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원래 광고 사진

은 만나리나덕 가방을 앞에 두고 그 뒤에서 아주 묘한 만족감을 표현하

는 남자가 등장한다. 이 광고는 가방이 주는 만족감이 성적인 만족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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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광고를 인용하여

모터사이클을 타는 만족감을 기존의 광고이미지와 연결시킨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의도적으로 패션상품을 언급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광고 속 이미지와 패션을 연계시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현대

인의 모습을 조각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인 이미지인 광고 속의 패션이나 문화적 코드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이것은 20세기이전 초상화가 유행했을 당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점이

다. 옷을 그리려고 초상화를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행하던 옷

스타일과 포즈 등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던 모습과 일맥상통

한다. 작가가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은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항상 매체를 타고 국경을 이동하는 광고의 유통경로나 광고 자체에 관

심이 많은데 이것은 약간의 판타지가 가미된 현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85)라고 말한다.

「The Flat」(그림45)은 잡지에서 오린 시계, 보석 등의 제품들을 종

이다리를 붙여 서 있게 만들거나 철사로 지탱하게 만들어 조각의 형태로

입체감을 준다. 이 오브제들을 한 곳에 늘어놓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벽에 디아섹(diasec)의 형식으로 걸어놓은 작품이다.「더 플랫」의 연작

은 눈을 속이는 포촘킨 파사드86)의 극치이다.87)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작업은 물신이나 물욕을 상징하기 위한 작업에서 기초하지 않았다. 그는

현대미술에 왜 정물조각이라는 장르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작품

을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정물 작업이 전면으로 부각되지 않는 현

대 미술에서 정물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잡지에서 오린 오브제들의 사진을 찍은 이 작업은 너무나 그럴 듯하

여 사람들의 물욕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 오브제들은 모두 가

짜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노략질의 예술’이라는 비평을 듣기도 한다.

85) 김종호·류한승(2006),『한국의 젊은 미술가들:45명과의 인터뷰』, 서울: 다빈치 기프

트, p. 4.

86) 포촘킨 파사드는 오늘날 허구적인 눈속임의 건축을 지칭하는 단어로 18세기 후반 그

레고리 폼촘킨이 카트린느 대제를 위해 만들었던 가짜 건물들의 입면들에서 유래한다.

87) 이정우(2006), 환영과 실재를 가지고 노는 새로운 방법- 권오상, 권오상 공식 홈페이

지 에세이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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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수많은 오브제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들여 촬

영되는 소위 ‘명품’ 이기 때문이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

여주기 위해 반사가 쉬운 반짝이는 작품들은 최고의 작가들이 최고의 시

스템으로 의해 만든 이 작품들을 권오상은 자신의 작업에서 쉽게 사유화

해버리기 때문이다.

“「더 플랫」의 16, 17, 18번이 하나의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그게 잡

지 ‘노블레스’에 6년간 등장했던 보석을 한 군데 모은 것이다. 그 시기

동안 한국에 등장한 보석인 동시에 IMF 이후에 국내의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기도 하다.”88) 라는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작품에 나오는 시계나

보석 이미지의 오브제들을 물욕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을 간직한 역사의 한 흐름, 문화의 한 코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5> The Flat 16,17,18, 2006

(2) 김남표

패션잡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적나라한 명품들의

모습이 다양한 동·식물과 어우러진다. 김남표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2006년에 서울대학교 서양화

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서울, 암스테르담에서 개인전을 하였고, 베이징,

뉴욕, 싱가포르 등지에서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보통의 회화는 서사적이

측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 김남표 작가는 회화의 서사적 측면보다는 그

88) 이주현, 아라리오 큐레이터와의 인터뷰, 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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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하면 모

든 것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저기 왜 빨간 구두가 있지? 저기엔

왜 말의 머리가 있지? 이런 의문들은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는 방식

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 작업에서 중요한 점은 연상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작품 속에 있는 오

브제들은 무계획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초현실주의 작품과 다른

점이기도 하죠. 하나의 대상에 대한 반응들을 나열한 작업입니다. 작업에 있

어서 오브제의 나열은 가급적 거리가 먼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과 동양, 인공물과 자연물 ···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각각의 오브제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과정을 통해

작가의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 넣는다. 한 공간에 넣었을 때 풍경처럼 오

래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실제 그 오브제가 가

지고 있던 기능적 요소는 제거되고 기본적인 정체성만을 유지하며 작가

의 풍경 속에서 각각의 오브제들은 만나게 된다. 이런 다양한 사물들의

만남에는 어떤 스토리라인이나 기괴한 변형은 없다. 이 점이 기존의 초

현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이종 결합과는 다르다. 초현실주의는 오브제들

이 계획적으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김남표 작가의 작품에는

계획된 자리는 없다. 사물과 사물의 전이 과정을 통해 풍경을 펼쳐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Instant Landscape」이다.

작가의 모든 작품의 제목인 인스턴트 풍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6년 비닐 갤러리에서 선

보였던 그의 첫 전시를 살펴보아야한다. 작가는 털을 이용한 풍경화를

선보였다. 털을 한 방향으로 결을 잡고 포크로 그 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풍경을 그렸다. 이 풍경은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이고 이미지를 영구히 정

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순간적인 즉

‘인스턴트 풍경’이라고 명명했다.89)

웰빙을 부르짖는 현대 사회에서 ‘인스턴트’라는 말은 그다지 환영받을

89) 이진숙(2010),『미술의 빅뱅』, 서울: 민음사,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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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는 인스턴트 풍경을 통해서 따뜻한 풍경

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작품의 제목 속에 ‘인스턴트’라는 의미는 대

상의 인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 최소

한의 시간이 작품을 대하는 우리의 지각을 더욱 열리게 하는 능력을 갖

게 한다고 말한다. 대중매체와 자본주의 상품 사회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자극을 받는 현대인들은 감정과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자

극이 필요하지만 작가는 강한 자극이 아닌 무방비 상태 즉 순수상태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점을 말하고 있다. 가장 준비 없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의 진실성과 그 감각의 순수성을 복원하려 했다.90)

<그림46> Instant Landscape: Bag 1, 2009

「인스턴트 풍경: 가방1(Instant Landscape: Bag 1)」(그림46)에서는

화면 정면으로 붉은 색 가죽가방, 털로 장식된 가방, 고릴라, 말, 새들이

보인다. 그의 모든 작품은 털로 시작된다. 털은 그의 작품의 회화적 원천

체험이자 작품 구상의 원동력이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따뜻한 느낌

을 주는 털을 시작으로 그의 작품들은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 끝말잇기

를 하듯이 말이다.「가방 1」에서는 인조털이 붙여진 초록색 가방에서부

터 시작되어 이미지들이 계속 자라나간다. 이미지 발생의 즉흥성도 제목

과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 흑백의 대나무에 걸려 있는 가방들은 동양화

의 화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목탄으로 그려졌다. 동양화적 요소를 서양화

90) 이진숙(2010), 위의 책,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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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료로 담아내고 있다. 가방의 일부는 폭포수로 그려진다. 부드러운

털 가방의 털은 말의 콧바람이 폭포수로 변해 축축하게 젖는다. 빨강 가

방의 매끄러운 표면과 젖지 않은 소재에서 나오는 건조함 등 모든 이미

지가 연계되어 하나의 풍경을 완성한다.

<그림47> Instant Landscape: Shoes4, 2010

「인스턴트 풍경 :신발 4(Instant Landscape: Shoes 4)」(그림47)는 시

선의 자유분방한 이동으로 역동성과 통쾌함을 유발한다. 빨간색부츠는

높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고 하강 후 다시 상승하는 새의 비상과

함께 시선의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이 작품에도 부츠의 장식에 털이 표

현되고 있다. 또한 얼룩말이 건너편에서 편안히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이 보인다. 김남표 작가의 그림에는 자주 얼룩말이 등장하는데, 얼룩말이

가지는 축적적인 형태 구조 때문이다. 작가는 순간순간 느꼈던 부분들을

추적하여 풍경을 완성해 나가는데 얼룩말의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새의 짜릿한 비행 후 긴 여백은 관람객에게 드라마틱한 평온을 준

다.

작가는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핸드백, 신발 등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딸과 부인과의 쇼핑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명

품 매장에 발을 들어서면 작가는 여타 손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쇼 윈도

우에 전시되어 있는 가방을 대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가방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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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브제들과 눈빛으로 교감을 합니다. 핸드백, 구두 등은 유적지에 있

는 문화재처럼 각자 사물의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 문화재를 보러 문화재가 있는 장소로 가는 것과 백화점에 가는 것은 다

르지 않습니다. 각각 아이템들이 가진 철학적 의미, 그들이 내게 보내고 있

는 많은 의미들을 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패션 아이템을 보는 시각을 이야기한다. 그

는 그것이 가진 패션아이템으로서의 기능이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한다. 작가에게 있어

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발이나 구두는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

에 사물의 동질성 속에서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초현실주의자들이 오브제를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킨 것과는 매우

다른 발언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사물들이 이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상

황을 발생시키고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깸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지만 작가는 사물이 가진 항구성을 통해 공존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패션아이템들 역시 각각의 의미를 갖기 보다는 그

아이템이 가진 항구성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

(3) 김민형

김민형은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

학중이다. 그녀의 작품의 주요 소재는 하이힐이다. 사람 몸짓보다 크고

전구로 장식되어 있어 실제 하이힐보다도 더 반짝거리는 하이힐, 두 다

리를 달고 있는 하이힐, 철장 속에 갇혀 있는 하이힐, 전화기 수화기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는 하이힐 등 다양한 모습의 하이힐을 찾아 볼 수 있

다. 작가의 하이힐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 그것은 자신의 콤플렉스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158cm 작은 키, 작가는 인터뷰에서 생태

학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하이힐이었다고 말한다.

“하이힐만큼 여성성을 잘 대변해 주는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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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으면서 느끼는 갖가지 감정들, 연상되는 갖가지 이미지들을 하이힐의

형태를 빌어 표현하고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이힐은 내게 배트맨 마스

크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배트맨은 마스크를 쓰고 다른 존재로 변신을 하

잖아요. 저에게도 하이힐은 그런 변신의 도구예요.”

인터뷰에서 작가는 하이힐을 자신을 변신시키는 마법적인 도구라고

이야기한다. 작가는 하이힐을 통해서 슈퍼영웅이 되는 것이다. 슈퍼맨 영

화에 등장하는 클락의 ‘S’자 슈퍼맨 엠블렘이 새겨진 망토처럼 배트맨의

가면처럼 하이힐은 작품 속에서 작가를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켜 주는 마

법적인 도구이다. 힐을 신은 여성의 몸은 평범한, 일상의 나날들을 벗어

난 사이트(site), 장소이다. 김민형은 이처럼 대량생산품이자 소비대상인

힐에 현대 여성들의 존재와 생활을 투영하고자 한다. 그녀의 힐은 앞 서

보았듯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분이며 여성의 이

야기이다.91) 작가는 여성을 사회에서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의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신을 변신시키는 것이 하이힐이라고 생각했다.

<그림48> Dream hill, 2009

작가는 다양한 하이힐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울 수세미로 만든「드림 힐(Dream Hill)」(그림48)이라는 작품에서

91) 이재은(2010), ‘Superhill Superhero’ 전시 소개글, 안국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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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다란 엄마의 하이힐을 보면서 어른이 되길 꿈꿨던 어린 시절에 대

해 이야기한다. 작가는 어른이 되어 엄마의 하이힐이 자신의 발에 맞지

않을 정도로 커버렸을 때 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커다란 하이힐을 통

해서 표현하였다.

「드림 힐」처럼 하이힐의 모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있지만, 작가는

하이힐을 부분적으로 변형시켜 의미를 담기도 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이힐의 굽을 말굽처럼 변형시켜 말의 다리 형상을 한 하이힐이

다. 이 작품은 작가가 출근 시간에 하이힐을 신고 바쁘게 뛰어 가는 여

성의 다리에 잡힌 근육을 보고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또각또각(하이힐

이 말이 돼?)」(그림49)라는 작품의 제목은 하이힐이 말 다리로 형상화

되는 게 말이냐 되는 것이냐는 의미와 하이힐을 신고 뛰는 게 말이냐 되

냐고 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들의 존재를 소리의 이

미지로 구현하고, 구두의 힐이 말굽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열의

대상이 아닌 어느 누구의 몸의 일부이며 존재의 흔적을 나타낸다. 땅바

닥과의 마찰로써 들려오는 소리인 ‘또각또각’은 여성들이 그녀의 힘과 의

지로 지상을 딛고 서 있는 그녀의 존재의 소리를 표현 한 것이다.

<그림49>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 돼?, 2008

또 작가는「미수다(미녀들의 수다)」(그림50)라는 작품에서 빨강구두

를 수화기로 전환시켰다. 우리 알고 있는 ‘빨간 구두’이야기는 욕망에 휩

싸여 비극을 맞이하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빨간 구두는 여

성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들이 금지된 욕구를 음밀한 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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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짐에 따라 그녀들의 수다가 영화, 오락, TV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수

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 이제 이 수다는 금지된 영역이

아닌 그녀들의 문제이고 이를 나눔으로서 용기와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된

다. 이 작품에서 힐은 고독한 도시 삶에서 여성의 당당한 행진을 가능케

하는 여성들만의 통로인 것이다.

<그림50> 미수다(미녀들의 수다), 2009

기존의 구두를 다룬 예술작품의 경우 남성의 시선에서 섹슈얼한 의미

의 여성성을 표현하거나 소비문화의 상징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다. 하

지만 김민형 작가의 작품에서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남성이 하

이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하이힐을 보다 더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물론 관람객에 따라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시

각으로 여성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작가는 그에 대해서는 관

람객의 선택으로 남겨두었다. 작가는 하이힐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작

가 자신의 욕망 즉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욕망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하이힐을 통해 자신의 어려서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돌아본다. 하이힐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하이힐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는다. 작가의 작품 속에서 패션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여성

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삶의 촉진제로서 작가의 긍정적인 시선

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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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준성

배준성은 이미지 생산의 전통적 어법인 회화와 사진을 통해 미술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지속해오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1967년 광주 출생

으로 1990년에 서울대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000년에 동대학원 서

양화과를 졸업했다. 그 해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을 수상하였고, 서울, 프랑스 뚜르(Tours)에 위치한 보자르 미술관

(Musée des Beaux-Arts) 개인전을 열었고, 런던, 베이징, 바젤 등에서

전시를 하였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관되게 이미지를 재현하는 그

리기 작업을 통해 현대성이 표방해온 ‘시각체계’의 문제점들을 탐구해 오

고 있다. 그는 다비드(David), 앵그르, 코로(Corot), 쿠르베(Couret) 그리

고 반 다이크나 베르메르(Vermeer), 벨라스케스와 같은 거장들의 인물화

나 정물화를 그리고 있다.

배준성 작품의 제목은 한결같이「화가의 옷(The Costume of

Painter)」이다. 작가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화가의 옷」이라는 작업

의 의미를 밝힌다. “「화가의 옷」작업은 모티브에서의 옷이라는 대상의

선택은 물론 그 옷이 입혀질 인물을 동시에 상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시

간의 이중구조, 즉 그 이전 작업에서의 분절된 시간은「화가의 옷」 작

업에서의 옷의 이미지와 인물의 이미지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따로 제작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드러나며, 작업의 과정도 비닐과 사진이라는 비단

일 구조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92) 초기의「화가의 옷」의 연작은 거

장들의 작품에 등장한 인물과 똑같은 포즈를 취한 모델 사진이나 그림

위에 원작의 의상을 모사한 투명 아크릴 필름을 부분적으로 부착하여 의

상과 모델을 합성하였다. 주로 상류사회나 부르주아 계층에서 즐겨 입던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의상들을 그렸다. 그 소재는 벨벳이나 비단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것들이었고, 이는 작가가 작품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필

름의 질감과도 관계가 있다. 의상이 그려진 필름은 바탕의 사진 화면에

완전히 밀착되어 부착되지 않으며, 공간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92) 배준성(2000), ‘이미지를 통한 명명하기(Naming)’에 대한 연구-본인의 작업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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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층(Layer)을 형성한다. 작가는 작품에서 이 하나의 층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데 작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화가의 옷」에서 층은 층을

형성하는 옷의 의미와 연관된다.

“그림은 보는 사람이 개별적인 레이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쌓아가는 거

라고 생각해요. 그 레이어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림은 스틸라이

프잖아요.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그것을 애니메이션시켜 보잖아요. 자기

의 해법대로. 그림 자체는 수동적이고 정적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액티브하게 바뀌는 것이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Costume of

Painter’에서 코스튬은 어떤 구체적인 옷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바라보는 사

람의 레이어 즉 렌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작업한거죠.”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작품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의미를 ‘레이

어’라고 밝히고 있다. 작가는 옷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쌓아가고 그

것은 또한 각각의 관람객에게 각자의 렌즈에 맞는 의미로 재탄생되는 것

이다. 하지만 비평가 김찬동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옷을 문화적 코드로

해석한다. “롤링 바르트(Roland Barthes)는 그의 저서『모드의 체계

(Systeme de la Mode)』(1967)를 통해 복식체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

회·문화적 의미체계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배준성이 특별히

의상을 주된 소재로 삼는 이유는, 의상에 내재된 삶의 파편들과 당대 문

화를 형성하는 정신세계가 나름대로 기호화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묘사한「화가의 옷」은 단순한 의복 이미지가 아

니고 시대와 문화적 모드를 의미하는 하나의 기호이다.”93)

배준성 작가 역시 다른 인터뷰를 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의

작품이해에는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람객의 반응이 작품에 영

향을 주기도 한다. 모스크바 전람회 개막행사에서 배준성의 작품을 본

관람객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듯 서둘러 작품의 인물들이 걸친 옷을 들추

어 보곤 했다. 그런 행동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판타즘이 살아 있

93) 진영희(2006), 위의 책, 김찬동: 시가의 현대성에 대한 반성 혹은 그리기의 재문맥화,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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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일거라고 프랑스 국립미술관 사진담당 수석 큐

레이터인 알랭 사야그(Alan Sayag)는 말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배준성의

작품을 보는 순간 꺼지지 않는 깊은 충동이 자극을 받고, 그 충동으로

인해 감쳐줘 있던 것이 난폭하게 드러난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

가의 의도는 ‘들춰보기’와는 연관이 없었다. “제 작업의 과정은 이미지의

쌓기를 통한 임의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덮기, 내지

쌓기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는다는 겁니다. 과정적으로 쌓여지는 이

미지들은 그 밑의, 혹은 그 전 이미지들에 간섭하며 작용합니다. 그러므

로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들추기가 아니라 덮기, 내지 쌓기입니

다. 그러나 처음 제 작업을 전시하고 보니, 관람객들이 들추어 그 안에

이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

하고 있는 과정을 역추적 한다는 사실이 동시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닐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리고 저도 ‘쌓기’와 동시에 ‘들추기’라는 제 작품의 기능적 속성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94) 위의 인터뷰에서 관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작가의

작품이 약간씩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 비닐에

그려진 옷 밑에는 누드의 여성만이 존재했지만, 이후로 여성의 나체를

아래에서 바라보는 남성이라든지 들추기와 관련된 요소들을 넣기 시작했

다고 말한다.

<그림51> The Costume of Painter, Christian Lacroix, 2003

94) 진영희(2006), 위의 책, 이진명: 배준성을 ‘들추다’,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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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작업은 고전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의 초상화 작품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패션디자이너인 크리스챤 라크와르(Christian

Lacroix)의 협찬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다.(그림51) 이로 인해 그 동안은

초상화 속 복식의 재현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 패션의 옷을 입혀 작업

을 시도하였다.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에 많은 디자이너 옷 중의 라

크와르의 옷을 선택한 이유는 옷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크리

스챤 라크와르의 옷은 여러 겹의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형태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역동성이 작가의 취향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한 이는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림52> The Costume of Painter, 2006 <그림53> Vermeer, 1666

배준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장들의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화가의 옷(Costume of Painter)」(그림52)은 베르메르의 그림(그림53)

을 재현한 것이다. 작가는 옷의 이미지 재현에 있어 중세시대의 화가들

처럼 화가가 직접 디자인의 참여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옷 자체의 디자

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재현에 중점을 둔다고 말하였다. 다만, 기존의 초

상화와 작가의 작품 속 인물의 포즈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미술

작품 속에 나오는 모델의 포즈와 실제 옷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화가들이 실제 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을 그리기

보다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성과 의도에 따라 그림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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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실제 신체에 맞는 옷의 모습으로 그림을

재구성하여 재현한다고 말하였다.

<그림54> The Costume of Painter, Phantom of Museum L, 2008

비닐 작업 이후 작가는 렌티큘러 판(그림54)을 이용한 사진을 통해

그 동안 시도해 온 시각적 효과에 새로운 실험을 꾀한다. 렌티큘러는 입

체사진을 만드는 기법으로, 좌우의 눈을 움직였을 때 보이는 조금씩 다

른 물체의 상을 눈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약간씩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기록함으로써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입체감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기존

작가의 시각에 관한 탐구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방식이다. 렌티큘러 작업으로의 변화로 인해 실제 비닐을 덮는 등

의 그림 속에 보이는 가시적인 레이어의 비닐이 사라졌지만, 렌티큘러도

위치에 따라 다른 이미지들의 쌓이기가 존재하므로 작가의 기존 작품의

의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추가된 작업에서 작

가는 LED판을 회화 속에 삽입하여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레이어링 작

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5) 배찬효

배찬효는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나, 2003년 경성대학교 사진학과를 졸

업 한 후에, 런던에 있는 슬레이드 대학(Slade school of Art)에서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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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Fine Art Media) 석사(M.F.A.)과정을 마쳤다. 그 후 캐나다 토론토,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트렁크 갤러리(Trunk Gallery), 런던에 있는 퍼디 힉스 갤러리(Purdy

hicks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배찬효는 흔히 말하는 경상도 사나

이로 남성적 성향이 강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런 그가 영국으

로 유학을 가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와 인종적 차별이 그의 작품에

시발점이 된다고 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당시 저는 서양 사회 속 동양남자로서의 위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

다. 그 주된 내용은 저의 소외감이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성인으로서 한국에

서 영국으로 이동은 저의 결정이었지만, 전적인 나의 의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림55> Existing in Costume, 2006

작가는 유학으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또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이동을

한다. 문화이동을 통한 환경의 변화는 자의에 의한 변화였으나, 작가는

문화이동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권력구조의 힘을 느낀다. 또한 서양

여성들이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편견, 불편함과 소외감은

그의 사고체계를 뒤흔드는 경험들이 되었다. 그래서 작가는 크로스 드레

싱(Cross-Dressing)과 파워드레싱(Power-Dressing)을 통해 새로운 자아

정체성 확립하기 위한 거듭나기를 시도한다. 이는 그의 2008년 첫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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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의상 속에 존재하기(Existing in Costume)'을 통해 나타난다.

「Existing in Costume」(그림55)에서는 13세기부터 19세기의 초상화에

나오는 여성들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작가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서양의

이미지가 이 시대의 초상화의 이미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

는 인터뷰를 통해서 작품 속에 나오는 의상은 국립극장에서 그 당시 시

대의상을 협찬 받거나 직접 제작한 것으로 당시 복식을 재현하려고 노력

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시 제목인 코스튬은 서양 역사를 포함한 문화이며 사고적 틀이라고 말

씀드리고 싶네요. 의복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와 사용의 문제에 대해 언급

한 것이 아니라 코스튬은 저에게 있어 불편함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배찬효 작가의 작품 속에 나오는 패션은 서양의 문화와 역사를 의미하

며, 이는 다른 한 편으로는 권력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 차이

를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서양 복식을 입음으로서 문화적 괴리

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56> Existing in Costume Sleeping Beauty, 2009

두 번째 전시인「동화(Fairy Tale)」(그림56)에서는 작가가 직접 유럽

의 유명 동화 속 여주인공이 되어보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동화 속

인물인 남성과 여성이 늘 대립구조로 여성은 항상 남성보다 수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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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고 소외되고 주체적이지 못한 편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자신이

직접 동화 속 여주인공이 되어 이야기한다. 앞의 전시에서는 크로스 드

레싱을 통한 젠더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소외와

편견’이 동양남자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서양여성들에게도 가해졌던 잘

못된 이데올로기의 재발견 작업이다. 유명한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미녀와 야수 등 모든 동화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급간의 갈등, 약자와

강자의 대비, 행복의 이데올로기들, 동화에 내재된 관념들, 또 구전 되어

온 동화들의 서로 다른 뉘앙스까지, 그 다양한 동화구조를 ‘시각화작업’

을 했다. 아직까지도 우리시대에 잠재하고 있는 과제들, 배제 되어 진 것

들, 숨겨 놓은 것들, 엿보아야 할 것들을 들추어내려 하는 ‘질문’ 같은 작

업이다.95)

<그림57> Existing in Costume Anne Bolyen, 2012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의 주제는「형벌(Punishment)」(그림57)이다.

그 중 한 작품인「코스튬 속에서 존재하기: 앤 불린(Existing in

costume Anne Bolyne)」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인 앤 불린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한 장에 사진에는 앤 불린의 처형식과 결혼식의 이미지가

모두 담겨 있다. 사진 왼쪽 편에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그녀

의 남편인 헨리 8세를 표현하고 있다. 목에서 흐르고 있는 피는 그녀가

95) 트렁크갤러리, 작가 전시 설명 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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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었는지 말해 준다.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 역시 그녀의 남편인 헨리 8세이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는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권력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면 이번 형벌시

리즈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를 재구성해 놓은 것이다. 앤 불린 뒤에

뒷모습이 보이는 여성은 헨리의 첫 번째 부인인 아르곤의 캐설린이고,

앉아서 하늘을 응시하는 여성은 앤 불린의 시종인 제인 시무어로 후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여성이다. 이 두 여인은 긍정적 이미지의 앤 불린

의 결혼식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작가는 작품 속에 나오는 앤

불린과 그를 처형한 헨리 모두를 권력자로 의미하여, 파워드레싱을 통한

권력의 이동을 표현하고 있다.

(6) 서도호

   2011년 김달진 미술연구소가 53명의 미술평론가와 큐레이터를 상대로

한 설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생존 미술가 3명 중 한 사람으로 뽑힌 서

도호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 중인 설치미술가이다. 그

는 공간개념 특히 공간의 유동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작가

로 그의 작품은 건축적인 성격이 강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01년에 열린 제 49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볼티

모어 미술관, 뉴욕의 모마와 구겐하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도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2001년 뉴욕의 휘트니 미술

관, 2002년 시애틀 미술관 및 시애틀 아시아 미술관, 2002년 런던의 서펜

타인 갤러리, 2002-2003년 캔자스시티의 캠퍼 현대 미술관 등지에서 작가

전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초청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의 유동성 개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목민과 관련하여 그의 작품을 보는 시각들이

많다. 물론 그 자신 역시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최근 작품들은 투명한 패브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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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집, 뉴욕집, 베를린의 집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바느질의 테크닉의 다양성으로

섬유의 조형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작품 때문에 섬유 예술적 측면에서 그

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들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작가가 옷에 대한 관

심이 남다르다는 것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옷에 대한

영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90년대 초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Figures in Contemporary Sculpture’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인체와 관련된, 인체를 둘러싼 모든 것의 기능

에 대한 수업이었고, 그 수업이 작가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96) “내 작업은 공간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건축은 옷

의 연장입니다. 옷과 집은 모두 사람을 둘러싸고 덮으며 그 정체성을 나

타내는 개인적 공간입니다. 옷으로 말하자면 입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개인적 공간인 거죠. 그럼 집을

천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동 가능하게 해서 지니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

런 생각에서 내 작업이 나온 거죠.”97)

<그림58> High-School Uniforms, 1996

1996년도 작품인「고등학교 교복(High-School Uniforms)」(그림58)

은 60개의 고등학교 남학생 교복을 마네킹에 입혀 놓고 한 덩어리로 엮

은 작품이다. 데이빗 버러우(David Burrows)는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시

96) Korea joongang daily, (2012.3.23) culture, Artist in focus, 문소영.
97) 위의 기사, 중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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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의 작품은 그 시기의 기념물인 것

이다.98) 이 작품 역시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포착인 것이다. 서도호 작

가는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독일 병사의 유니폼 디자인이 일본에 의해

채택되고 또 조선에 등장하게 되는 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99) 교복

은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 1898년에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고, 지금까지도

교복을 입는 풍습은 계속되고 있다. 그 스타일은 영국군이나 독일군의

군복에서 유래하였다. 1983년 정부의 ‘교복자율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잔존하고 있다. 처음에는 강제적이었지만, 나중에 와서는 학부모

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배려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 편달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채택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서도호는 “그것은 어느새 내면화 되었고, 그 사실은 얼을 빠

지게 했다.”하고 말한다.

“나의 질문은 한 사람으로서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가

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간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

면 집단에 대해 개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나는 이 작품을 여기서

시작했다. 만약 유니폼들 간에 공간이 사라지면, 개인은 거대한 집단 속

으로 사리지고 또한 보호받는 것처럼 느낀다.” 이 작품을 보고 서양의

예술 비평가들은 흉상들 간의 공간이 거의 없는 이 작품의 배치를 개인

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독일군 스타일에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 강요된 교복은 의식에 의해 강압된 고통스러운 개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서양인에 눈에는 이 설치작품이 개인의 정체성 결여로만

보이겠지만, 이 시대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군중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안정된 의미의 개인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어깨가 서로

꿰매어진 흉상들은 서로 붙어 있어 개인적인 공간 즉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굴이 없는 흉상들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

의 부재는 집단의 정체성이 강조되던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경험에서 유

98) 오아나 바보이(2008), 서도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p.

99) Richard Frances(2002), "Home in the world: the art of DO HO Suh", Art Forum,
Vol.40, No. 5 Jan. issue,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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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다. 이 작품에서 교복이라는 오브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 1970-80년대 한국사회에서 집단 속에서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집

단의 이름으로 행해진 단일화, 공포, 억압, 통제 대한 기억이다.

<그림59> Uni-Form/s: Self-Portrait/s:My 39 Years, 2006

이 작품과 비슷한 흐름의 작품 중에 하나는 2006년도 작품「유니폼/

나의 39년 자화상(Uni-Form/s: Self-Portrait/s:My 39 Years)」(그림59)

이다. 이 작품 역시 교복을 오브제로 만든 설치작품이다. 이 작품은 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련복, 대학교 교복, 대학교

교련복, 군복, 예비군복 등 작가가 39년간 입었던 유니폼들에 기억 작업

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개인의 공감들이

나이를 먹고 변화하면서, 텅 빈 공간인 것을 깨닫고 알 수 없는 힘, 또는

운명에 의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미

래에 대한 어떤 조짐이나 예견들이 코드화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알

지 못 하다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100) 작가는 이 작품에서

교복 오브제를 한 개인의 자아성장으로 보았다. 한 개인이 자라서 학교

라는 사회 속에 들어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지만,

이 과정에서 교복이라는 억압과 통제의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아가 집단

에 의해 사라져 버린다. 교복 안은 텅 빈 공간으로 작가는 교복을 입는

시기가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 시간들의 통로라고 말한다.

100) 김선정(2006), “필자와의 인터뷰”, 서울, 아트선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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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Paratrooper Ⅱ, 2005

2005년「낙하산 Ⅱ(Paratrooper Ⅱ)」(그림60)은 225개의 투명한 폴리

오간자로 만들어진 블라우스로 형성된 낙하산이 미술관 천장에 걸려있고

그 밑에 고독한 사람형상의 낙하산병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낙하산을

이루고 있는 블라우스는 주홍색, 붉은 갈색, 어두운 빨간색, 흰색, 회색

의 조합으로 피를 연상케 한다. 이 작품은 공간 이동의 개념이 잘 드러

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작가는 “나는 이 작품을 나 자신의 초상이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101)

라고 언급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무 관계나 연고가 없는 공간 속 낯섦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존 자

체가 문제였던 시기에 작가에게 다가왔던 생각들을 옷과 실을 통해 표현

하고 있다.

작가는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새로운 신체가 부여된 것처럼 생각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공간에 떨어졌지만, 그것은 충돌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soft landing)102)이다. 낙하산이 바로 소프트 랜딩을 의미한다. 그의

선택에 의한 이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천천히 새

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다. 작가는 생존하기 위해 낯선 곳에 내려 온 개인

101) Tom Csaszar, 2005, "Do Ho Suh: Social Structures and Shared Autobiographies",
Sculpture Magazine, December, Vol. 24, no. 10, p.34-41.

102) 이규현, 문학의 간극에서 바라 본 세상 미술가 서도호, 네이버캐스트, 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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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에서 힌트를 얻어 낙하산 시리즈들을 만들었

다고 한다. 이런 작가의 인터뷰를 볼 때 낙하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색색

의 블라우스들은 그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간접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

친 인간 군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밑에 머리와 손 발 없이 매

달려 있는 사람 형상의 모습은 앞으로 구부러져 있어 고독해 보이고 힘

이 없어 상처 받기 쉬운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사람은 낙하산에 의존하

고 있고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인다.103)

“시작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

경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처음에는 개인이 무엇이고 집단이 무엇인지

를 정의 내리기 위한 시도였다.[…]우리는 이러한 인연을 모으기 위해 노

력하고, 양을 정하고 물질화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쓴다. 나는

이것이 인생이고 인연인 것 같다.” 작가는 낙하산병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과 연관된 인연들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많은 요소에는 인연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노필라멘트사로 블라우스까지 연결된 이 실들이 인연

의 가닥 가닥이다. 작가는 “「낙하산병Ⅱ」에서 실 가닥들은 고의적으로

개인의 운명과 생존에 책임이 있는 생명선이 된다. 낙하산병 시리지는

한 사람의 선조와 문화의 누적된 결과로서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다.

낙하산을 이루고 있는 비어있는 블라우스들은 고독한 낙하산병의 형상을

감싸고 있다.”고 말한다.

(7) 전상옥

전상옥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1996년 경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

고 2001년에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상옥은 1996년경부터

패션이미지와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였고, 2006년 갤러리 도스에서 첫 개

인전을 시작으로 현재에도 비슷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의 작업

은 패션광고이미지 사진들을 캔버스에 크게 확대하여 그대로 재현하는

103) 오아나 바보이(2008), 위의 논문, p.

- 92 -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업은 광고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광고보다도 더

강렬한 욕망에 닿아 있다.

작가는 패션이미지를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작가 자신의 처하게 된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취향과 관련이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말하였다.

자신의 학창시절의 영향으로 팝아트적 성향을 띠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

다고 말한다.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개념미술이 주류를 이루

고 있었고, 학생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였다고 한다. 이런 사회 분

위기로 이전까지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을 입학하던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 미술 시장에도 포

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팝아트 및 다양한 사조의 미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하였다.

“내 욕망과 욕구에 끌려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회적 분위기상 처음에는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욕망과 욕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대

중문화의 욕구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큰 맥락에서 소비문화의 욕망이었어

요.”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

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소비문화의 욕망이었

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패션 잡지에 나와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광

고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가시화하였다.

<그림61> A D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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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옥은 자신의 작품에서 패션광고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사

회문화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점차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1999년 스타벅스 1호점을 기점으로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까페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작가는 보통 현대인

처럼 소비문화의 주체가 되어 그것을 즐기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다.

“까페, 잡지 그 중간에 빛이 있어요. 빛은 미술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

거든요. 까페 안에 조명은 자연광과는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조작된

빛은 사람들의 기분을 업 시키기도 하죠. 사실 광고 이미지도 조작된 이미

지잖아요. 광고 안에 어떤 마케팅적 음모가 깔려 있든 그것을 알던 모르던

간에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그 저변에 깔린 음모에 대해 생각을 하진 않잖

아요. 저는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하는 입장

이죠.”

전상옥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소비문화의 일회성, 욕망 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림62> A Dress, 2008

.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광고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

에서 무의식적인 조작이 들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드레스(A

Dress)」(그림61)에서 모델 여성이 반짝이는 검은 목걸이를 입에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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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광고 속 여성은 자신의 성적(Sexual)이미지와 상품의 소비 욕

구를 맞물리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이 그림 속에서 욕망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반짝이는 목걸이의 반짝임을 더욱 강하고 임팩트 있

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한다.「드레스(A dress)」(그림62)에서는 붉은

빛이 도는 실크 위에 붉은 색 드레스를 입고 누워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그녀의 욕망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붉은 색의 톤을 강조하는 등의 조

작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조작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무의식적인 조작으로 소비문화의 욕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작

가는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광고 이미지 속 소비문화의 욕망이 소비재

즉 패션상품으로 대변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 속에 나오는 옷, 액

세서리 등은 소비문화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 2000년대 국내 미술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국내 미술작품에서 표현된 패션의 상징적 의미들은 (표3)에서처럼 젠

더, 욕망, 자기이미지(Self-image), 상호관계, 소비문화 등으로 5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의미들은 과거 20세기에 미술작품에서 드러난 패

션의 상징성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세부적 의미들은 차이를 보인다. 20세기의 패션의 상징적 의미 중에 하

나인 성은 섹슈얼리티와 젠더로 표현되었지만, 현재에 와서 섹슈얼리티

로 표현하는 시각은 현저히 줄어들고 사회성을 부각시키는 젠더의 표현

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섹슈얼리티는 현대에 와서 욕망으로 더욱 강

화되고 집착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과거 신체이미지는 자아의 개념이

더욱 강화되어 자기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문화와 상호

관계도 보다 확장되거나 부정적 시선이 긍정적 시선으로 변화하는 등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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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작가 작품/작품명 작품의 의미
 패션의 

의미

젠더

배찬효
Existing in 
costume,

 2006

크로스드레싱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

젠더

김민형

또각또각-하이

힐이 말이 돼?, 

2008

현대사회의 새로운 
여성(Superhero)

파워풀 
여성

욕망

김민형
미수다(미녀들

의 수다), 
2006

여성의 욕망의 
가시적 표현.

여성의 
욕망

권오상
Fuse, 

2007-2008

대중문화의 
표현(섹스의 

만족감=패션상품 
만족감=사이클 

만족감)

욕망

자기
이미지

서도호

High school 
Uniforms, 

1996
개인의 정체성 부재

개인의 
정체성, 

자아

Uni-Form/s: 
Self-Portrait/
s:My 39 Years, 

2001

자아
개인의 
자아 

김민형
Dream hill, 

2009.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현실 자기이미지에서 

오는 공허감.

이상적인 
자기이미

지

<표3> 2000년대 국내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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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계

서도호
Paratrooper 

Ⅱ,2005
인간관계, 

인연(Karma)
상호관계

소비
문화

전상옥
 A Dress, 

2009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
소비문화

기타

배준성

The Costume 

of Painter, 

2006

이미지 쌓기를 통한 
임의적 만남

이미지 
레이어, 

기호학적 
문화

김남표

Instant 
Landscape

: Bag 1, 
2009

순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수하고 

따뜻한 풍경

변하지 
않는 

오브제

첫째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패션의 상징성으로 꼽히는 것은 젠더이

다. 이는 과거 20세기 작품 속에서도 의미로 도출된 바 있다. 20세기 젠

더의 대표적인 작가인 니키 드 생파렐은 가해자인 아버지를 남성 복식의

대표 아이템인 와이셔츠로 대변하여 힘을 가진 지배자로 남성을 표현했

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여성성을 강조하여 모성적 여성을 표현했다. 2000

년대 국내 미술작품 속에서는 배찬효 작가와 김민형 작가의 작품에서 패

션을 젠더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배찬효는 중세시대 여성귀족복식을

착장함으로써 파워드레싱과 크로스드레싱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시

도한다. 배준성은 작품에서 귀족복식이 사회 속에서 지니는 계급과 힘을

상징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작가 자신이 문화이동을 통해 받게 되는 차

별과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서양여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

선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그들의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문화와

힘의 논리에 의해 그들이 우위에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귀족

복식을 통해 대변하고 있다.

김민형 작가는 하이힐을 통해 현대 사회가 원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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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여성을 상징하는 하이힐에 말의 다리를 붙임

으로써 하이힐은 보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말의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도구로 탈바꿈한다. 또한 이 하이힐을 신음으로써 보다 파워풀한 여성으

로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하이힐에

남성의 상징인 말의 다리를 붙임으로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성을

지닌 여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패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젠더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작품 속 젠더의 의미는 남성중심사회의 시선에서부터

파생되는 의미들이 주를 이룬다. 과거 젠더의 이미지 속 남성은 지배자

이고, 가해자였다. 여성을 나타내는 젠더의 의미 안에도 권력을 가진 남

성으로부터의 억압과 상처로 인한 젠더의 표현이 드러난다. 남성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남성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여성성을 강조한 것이었

다. 반면에 현대에 와서 젠더는 남성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

미들을 나타낸다. 패션은 문화적, 사회적 의미의 젠더로 탈바꿈되고 있

다. 또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성에 남성성을 혼합하여 양성성을 지

니고 진취적이고 강력한 젠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패션의 상징성은 욕망이다. 이 의미는 과거의 성적욕망이 변형

되고 강화된 의미라고 여겨진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권오상, 김민형을 들

수 있다. 권오상은 자신의 작품에서 성적욕망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광고

된 물건을 소유하는 욕망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바이크를 타는데서 오

는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것을 광고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통해 표현한

다. 김민형은 하이힐을 전화로 변형시켜 여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성적욕망, 소유욕 등 여성의 내면에 잠재되

어 있는 수많은 욕망을 여성들의 대화를 통해 현실로 끄집어낸다.

과거 섹슈얼리티로 표현되던 성적욕망이 대량생산 시대에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소비재에 대한 욕망으로 변해간다. 소비의 목적은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광고 속에는 소비자

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욕망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광고 속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망, 아름다움에 대한 성적 욕망 등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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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되고, 여러 욕망들은 소비욕망으로 오버랩된다. 질 리포베츠키(Gilles

Lipovetsky)는 “광고는 온갖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고 넓은

범위의 패션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욕망은 패션과 같이 구

조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작품 속 패션의 의미는 성적욕망에서

소비재의 욕망으로 변형되고 현대에 와서는 탐욕적이고 중독적인 욕망

(Greed)으로 더욱 강화된다. ‘소비하는 인간(Homo Consumers)’이 가장

행복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되고

소비재에 집착하게 된다. 미국 사회학자 베블렌(Veblen)은 사람들이 자

신을 과시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인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넘어서 자신을 과시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욕

망은 욕망을 부추기고 점차 거대해진다. 내면화 되어 있던 욕망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욕망을 쫓고 있는 현대사회의 일면

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패션의 상징성은 자기이미지이다. 과거 작품에서는 주로 신체이

미지로 표현되던 패션은 현대에 와서 보다 자아가 강조된 자기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마그리트는 신발과 발, 잠옷과 몸의 경계성 모호를 통해

서 인간의 신체와 자신의 정신적 경계성을 표현하였다. 아임 슈테인바흐

는 자신의 작품 속에 나온 나이키 운동화를 통해 신발에서 발의 이미지

를 연상시켜 육체의 이미지로 대변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2000년대 작

품에서 패션은 개인적 신체, 개인의 자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2000년대 미술작품 속 패션의 상징성을 자기이미지로 사용한 작가는

서도호, 김민형을 들 수 있다. 서도호는 자신의 작품에서 특수복인 교복

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잃고 사라가던 70-80년대의 한국사회를 표현

하였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이 모두 같은 디자인, 같은 색의 옷

을 입고 성장해 온 자신의 학창시절을 교복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모두 같은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군상을 이룬

다. 교복과 교복 사이에는 하나의 빈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두는 하

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 속의 교복 하나는 자신의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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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있다.

김민형은 철 수세미로 된 거대한 하이힐을 통해 이상적 자기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신던 하이힐에 발을 넣고 맞지도 않

은 신발을 신고 좋아하며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

로 만든 작품이다. 작품 속 하이힐은 자신이 동경하는 이상적 자기이미

지이며, 어른이 되고 난 후는 이런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적 자기이미지

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공허감을 느끼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

다. 신발과 옷 등을 통해서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신체 더 나아가서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들은 개인이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의 문화 속에서 공공의 자기가 아닌 개인적 자기의 표현을 통해서

관객과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패션의 상징성은 상호관계이다. 이것은 20세기 미술 속에서도

드러난 상징성이다. 20세기 작품에서 상호관계는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

어야 한다는 매스 사회화의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상호관계

는 개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개인주의적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도호는 블라우스의 소재와 색감, 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표현하

였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블라우스는 자신이 살아오는데 맺어 온 사람

하나하나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실은 그 사람과 자신과의 인연의 끈

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블라우스는 투명색에서부터 점차 붉은색으로 변

해가고 있는데, 이는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과의 인연으로부터 자신

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블라우스에서 시작한 붉은 피는 실을 타

고 매달려 있는 인간형상을 하고 있는 오브제에게로 내려온다. 이 작품

은 작가가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

연을 의미한다. 블라우스는 낙하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문화이동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자신을 소프트 랜딩을 통해 안전하게 잡아주

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블라우스로 표현되는 인간군상은 자

신을 문화적 충격으로부터 구해줄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인연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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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패션의 상징성은 소비문화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전상옥을 들 수 있다. 전상옥은 잡지 속 광고의 이미지들을 재현함으로

써 현대 소비사회의 문화를 표현한다. 그녀 역시 광고 이미지들을 무의

식적인 조작을 통해 실제 광고보다도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강조하게

끔 더 반짝이고 더 강렬한 색조로 소비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전상옥은

광고 속 명품을 이용하여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외 작가인 실비 플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진다. 두 작가 모두 소

비문화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과

거와는 다른 관점이다. 보다 주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비문

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이 보인다.

이 밖에도 패션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김남표, 배준성이다. 김남표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작품 속 패션은 상품

의 항구성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패션

은 패션이 가진 다른 특성들을 모두 배제하고 제품이 지니고 있는 본질

적 의미에 가깝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가의 시선에는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문화의 대표격인 럭셔리 브랜드들의

명품 가방과 신발을 작가가 말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풍경의 일부로 이용

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에는 근본적으로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준성 작가는 과거 복식을 재현하는데 있어 이미지 레이어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여러 차례 붓질을 함으로써 인

물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아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

다. 작가의 작품 속에서 옷은 하나의 레이어로 표현된다. 옷은 비닐과 렌

티큘러라는 새로운 소재로 이미지의 모호성을 지니며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다. 작가는 레이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난 개인

의 시선, 취향으로 이미지보기를 유도한다. 위치에 따라 변해 보이고 레

이어의 유무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의 모호성을 통해 사회가 주는 고정

적이고 집단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판단을 중요시 하라는 개인주

의적 시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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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의 상징적 의미

앞 장에서는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나는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살

펴보았다. 패션오브제를 주요 소재로 다룬 미술작품에서 패션의 상징적

의미는 <표2, 3>와 같이 젠더, 욕망, 자기이미지, 상호관계, 혼합문화, 소

비문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0세기 미술작품 속 패션의 의미와는

달리 2000년대 미술작품 속에서의 패션 오브제는 하나의 의미가 아닌 다

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멀티사회 속에서 문화

적 현상이 작품에 녹아내렸기 때문이고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의미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20세

기 미술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징성은 21세기의 작품 속에서도 유사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의미들은 현대사회에 시각에 맞게

보다 세분화되거나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시각들

도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시각은 혼합문화, 주체적 개인

주의, 다중적 공간성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21세기 들어

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패션의 상징성을 살펴보겠다.

1) 혼합문화(Hybrid Culture)

2000년대 미술작품 속에 내재된 패션의 상징성은 혼합문화(Hybrid

Culture)이다. 이는 과거의 미술작품에서는 살펴 볼 수 없었지만, 현대에

와서 새롭게 도출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왔고, 세계화는 서구중심

적인 시각으로의 세계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하이브리드 문화가 생성되었다. 하이브리

드 문화는 기존의 보편적인 문화적 현상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

요소를 결합시켜 현 사회에 맞게 새롭게 창출된 혼합문화를 의미한다.

이런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21세기 미술작품 속에서도 혼합문화적 요소

가 드러나고 있다. 혼합문화를 표현하는데 있어 주요 도구로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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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옷, 패션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잉카 쇼니바레를 들 수 있다.

잉카 쇼니바레는 아프리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패브릭으로 만들어

진 옷을 착용한 인물상들을 제작한다. 현재 아프리카인들이 입고 있는

복식의 패턴이고 아프리카의 고유한 패브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화려한 패턴의 패브릭은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전통이 아니다.

이 패브릭은 제국주의 유산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의 문화

적 혼합물이다. 작가는 이 패브릭을 이용하여 빅토리안 시대의 복식을

재현하고, 풍자적인 다양한 포즈를 통해 후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비

판하고 있다. 쇼니바레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패브릭은 아프리카인들이

현재에도 자신들의 고유의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패브릭이라고 알고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혼합문화의 산물이고, 제국주의의 산물이라

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이 패브릭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이

지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를 다시 한 번 깨닫

게 된다.

쇼니바레는 도리안 그레이 작품을 통해 ‘블랙댄디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블랙댄디’는 흑인사회의 미학과 정치 협상 역사의 상징이다.104) 댄

디즘은 18세기말 혁명의 산물이다. 부와 지위가 출생으로 결정되던 지난

시대에 대한 반향으로 스타일과 포즈 같은 미세한 것으로 계층구별의 수

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105) 그 대표적인 인물로 브럼멜(Brummell)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옷을 입는데 매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의 옷은

과거 귀족 복식에 비해 간소한 스타일이었지만, 옷감은 최고였고 재단은

완벽했다. 그는 아이템별로 재단사가 다를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 쓴 옷

을 입었다. 댄디즘은 스타일과 태도를 통해 계급에 필적하는 ‘신사다움’

을 주장했다. 과거에는 신분에 의해 복식의 스타일이 구분되었다. 브럼멜

역시 귀족은 아니었지만, 그의 복식은 귀족뿐만 아니라 많은 당대 남성

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스타일에 있어 신분보다 신사다움이 강조되기 시

작했다.106) 또한 댄디즘에는 나르시시즘과 남성적인 교태가 현저히 나타

104) Monica L. Miller(2009), Ibid., p. 181.
105)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2010), 『서양패션멀티콘텐츠』, 파
주: 교문사,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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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댄디즘은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양성성을 지닌 댄디들의 태

도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댄디들은 엄격함 속에서 미학을 발견하고

있다.107)

앞서 언급한 댄디즘이 ‘블랙’이라는 인종적 의미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블랙댄디’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영국 백인남성 문화였던 ‘댄디’와 흑

인집단 특히 디아스포라 경험을 가진 흑인집단을 의미하는 ‘블랙’이 결합

하여 새로운 혼합문화인 ‘블랙댄디’를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대

표적인 예는 1917년, 1919년, 1920-30년대에 뉴욕에서 발생한 ‘조용한 항

의 행진(Silent Protest Parade)’을 들 수 있다. 니그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20세기 초반에 그들은 뉴욕의 할렘(Harlem)가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할렘가에서는 이주민인 니그로인들만의 문화가

형성된다. 이 시위 행렬은 할렘의 르네상스시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 문화 속의 댄디즘, 자신들만의 패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낯선 사회에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

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블랙댄디’이다. 그

들의 이주가 정치적 망명이었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든 간에 새로

운 문화 속에서 차이와 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문화적 미학적 움직임이었다. 수트로 잘

차려 입은 흑인들의 조용한 시위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적 자존감을 드러냈다.

쇼니바레는 작품 속에서 스스로 도리안이 되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

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백인 남성인 도리안을 자신이 대신하며 일반인

과 장애인, 백인과 흑인 이 대조적인 풍자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

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댄디즘의 특징인 나르시즘과 잘 차려 입은

블랙 수트를 통해 댄디의 미학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문화이동을 통해 영국과 나이지리아를 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영국과 아프리카의 문화결합을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106) Harvey, John(2008), 『블랙패션의 문화사』, (최성숙 옮김.), 서울: 심산, p. 44.
107) 위의 책,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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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되어 가는 현대사회

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려 현시대의 문제를 제시하는 문화적 이종결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 주체적 개인주의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로 개인주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가장

주도적인 문화 트렌드이다. 마케팅은 매스에서 시작해 타깃을 거쳐 마이

크로 진화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개인화로 갈 것이다.108) 사회의 트렌드

를 가장 발 빠르고 정확히 반영하는 마케팅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빈번히

찾아 볼 수 있다. 식당에서는 1인용 식탁이 늘어나고 있고 마트에서도 1

인용이나 2인용으로 소량 포장된 제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

국 교통연구원 국가교통센서스 결과를 보면, 평일 전체 차량의 최소 60

퍼센트 이상이 운전자 혼자 탑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래에는 1인

용 자동차가 소개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취향이 중요시 되는 사회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2000년대 미술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세기

와 비교해볼 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20세기 작품

들은 이미 한 세기가 지나 오랜 시간을 거쳐 통시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이루어진 작품들이고, 현시대 작품들은 아직 그런 해석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0년대 작품들은 작가와의 인터뷰와 사적 경

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더 개인적 의미가 첨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를 염두하고도 현대사회 전반에서 개인주의적 성향

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0년대 미술작품의 패션의 의미는 주체적이고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만나 본 5명의 작가들의 인터

뷰에서도 그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작가들은 관람객의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서 모두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에 관여하지 않는

108) 김용선, 전은경(2008), 『소비자가 진화한다.』, 파주: 김영사,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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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대답하였다. 작가들은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자신의 작품을 각

자의 레이어에 맞게 주체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배준성작가의

작품인「The Costume of Painting」에 나오는 코스튬 역시 작품을 바라

보는 하나의 레이어이고 그 레이어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자 하는 작

가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패션의 상징성 중 하나인 상호관계의 서도호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시대의 미술작품 속 패션의 의미가 보

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세기 작품에서 상호관

계는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상호관계는 개개인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주체적이

고 개별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제임스 리 바이어스는 (그림19) 작품에서

하나의 옷을 함께 입은 사람들을 통해 사회화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

다. 이는 앞서 말한 매스(Mass)의 의미로서 사회화이다. 바이어스의 퍼

포먼스는 4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옷을 입고 그 후에는 그

옷을 잘라서 조각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개인이 하나

의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표출한다. 여기서 개

인은 비독립적이다. 하지만 서도호는 개인을 각각의 블라우스로 표현하

고 있다. 블라우스 군상들이 모여 하나의 낙하산이 되지만 이는 사회 속

의 개개인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서도

호의 작품에서 블라우스는 하나의 객체로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지

만, 바이어스의 작품의 옷의 조각은 하나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서도호

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독립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는 개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중요

시 되는 주체적 개인주의가 상징적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3) 다중적 공간성

2000년대 미술작품 속에서 패션이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는 다중적 공

간성이다. 이는 3차원적인 개념으로, 루이스 부르주아와 서도호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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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표현되고 있다. 옷의 원래 목적은 인간의 신체를 감싸는데 있

다. 인간에게 입혀지는 옷의 특성을 배제하면 옷 자체는 2차원적이고 평

면적인 형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옷을 사람이 착용함으로서 옷은 공간을

형성하고 3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옷의 본래 목적인 신체 착용으

로 인해 3차원적으로 입체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옷의 특성에 초

점을 맞춰 현대 작가들은 옷이 가지는 공간성뿐만 아니라, 옷을 통해서

파생되는 공간에 관해서도 작품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옷에 공간성의 의미를 부여한 대표적인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는 「분

홍 날과 파란 날」이라는 작품에서 옷의 스타일과 컬러를 통해 패션이

작품 내에서 지니는 의미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 내에서 홈드레스, 속옷 등을 통해 집안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의 목적성에 주목해 이를 사적공간으로 대표하고 있다. 반

대로, 코트, 향수병, 스카프 등 외출시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통해서

여성의 공적 공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사적공간의 사물들은 화

이트, 핑크 등의 컬러로 표현하고, 공적 공간은 블루 컬러를 이용하여 표

현함으로서 컬러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용하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작업노트에서 “색은 언어보다 강하다. 그것은 잠

재 의식으로 소통한다. 파란색은 평화, 명상 그리고 탈출을 표현한다.…

하얀색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재생, 새 출발의 가능

성과 온전히 새로운 것을 뜻한다. 분홍은 여성적이다. 자신에 대한 애정

과 수용을 표현한다.”109)라고 자신의 색에 대한 생각을 나타냈다. 부르주

아의 색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볼 때,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는 사적

공간은 여성적이고, 어머니로서의 애정과 가족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고

있다. 공적 공간은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의무로서의 탈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를 통한 평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모든 작

품에서 그렇듯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여성으로서 부르주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다. 또한 앞 서 언급한 바처럼 작가는 조각이 가지

109) 정현경, 최외선(2006), 위의 논문, p.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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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적 표현을 통해 패션에 공간적인 개념을 부여하여 심도 있게 자

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

서도호 역시 자신의 작품에서 공간적 개념을 통해 패션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은 공간에 옷을 입히는

것이고, 옷과 집은 모두 사람을 둘러싸고 덮으며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공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고등학교 교복」,「유니폼/나의 39년

자화상」의 작품에서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교복을 통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공간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

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교복과 교복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서 개인과 개

인의 공간이 사라지고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말

하고 있다. 다만, 부르주아의 경우는 사적공간의 표현에 있어 실제 사적

인 공간에서 입게 되는 홈드레스와 같은 스타일의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만, 서도호는 외부에서 즉, 공적 공간에서 착용하는 사회적 신분이

뚜렷이 드러나는 교복을 통해서 사적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도

호는 집단이 강조되는 교복의 특성을 이용해 반어적으로 개성의 부재를

표현한다는 것이 부르주아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는

개인의 삶 속의 사적공간에 대해 말한다면, 서도호는 사회 속 개인의 사

적 공간 즉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는 개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작품 속에서 패션을 공간성을 가진 3차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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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술작품에 표현된 패션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나

타내는 사회, 문화적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미술은 시대사상, 가치관, 시

대의 지배적 관념, 태도, 경제성, 사회성, 문화적 배경 등을 표현하는 역

사의 지표이다. 패션 역시 하나의 역사적 지표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

러내왔고, 패션은 과거로부터 미술작품 속에서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하

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패션은 유행성과 상품성 때문에 미술에서는

가벼운 주제로 터부시 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보다 새로운 의미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패션과 미술의 끊임없는 접촉은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시대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작가들이 주

요 소재나 주제로 선택한 패션 역시 그 시대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패션이 예술 작품 속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현대사회 속에서 패

션이 지니는 시대정신이고,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

이다. 기존의 패션과 미술의 관계를 다루는 시각은 패션이 주체가 되어

미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패션과 미술의 상호작

용을 예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이 논문의 주요한 의의가

된다. 지금까지 패션과 미술의 관계는 서양미술의 흐름에 치우쳐 바라보

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서양미술뿐만 아니라 현 시대

의 국내 미술작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에 바탕을 둔 예술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패션이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미술작품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분

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월간미술」,

「미술세계」,「Artforum」등의 국내외 잡지, 미술과 패션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서술한 각종 논문과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미술과 패션의 관계를

서술한 서적을 참고하여 작품 선정 및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작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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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준은 21세기 이후 패션을 주요 소재로 사용한 작품으로 일회성과

상업성을 배제한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미술작품 속에서 패션이 지

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을 둔 작품보

다 작가 자의에 의해 소재가 선택되어야하기 때문에 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되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현대미술작가 11명 중

5명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작품의 의도, 관락객의 이

해, 패션오브제의 의미와 사용동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0년대 미술작품 속 패션의 상징성은 기존의 20세기에

서 추론한 패션의 의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의미가 강화되거나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과거 섹슈얼리티와 젠더로 표현되던 성은 젠더로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신체이미지는 자기이미지로,

상호관계, 소비문화로 표현되었고, 새롭게 도출된 의미로는 혼합문화와

주체적 개인주의, 다중적 공간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패션은 젠더를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김민형, 배찬효이

다. 과거에도 패션을 통한 젠더의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패션

이 젠더를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아이템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젠더를 표현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하이힐

을 들 수 있다. 하이힐의 시초는 남성의 신발이었다. 각 시대의 문화에

따라 한 아이템은 다른 젠더로 표현될 수 있다. 니키 드 생팔은 당시 남

성의 복식을 대변하는 와이셔츠를 통해 젠더를 표현했고, 루이스 부르주

아는 옷에 여성의 가슴의 형상을 붙여 여성성을 강조한 옷을 만들었다.

2000년대에 김민형은 현대의 사회가 원하는 젠더를 하이힐을 통해 나타

내고 있다. 하이힐에 남성의 힘과 진취성을 상징하는 말의 다리를 붙임

으로 현대사회가 원하는 파워풀하고 진취적인 양성성을 가진 여성을 표

현하고 있다. 또한 배찬효는 크로스드레싱을 통해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강대국 여성이 약소국의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와 차별을 옷을 통

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옷이 상징하는 사회성, 시대성을 통해 젠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패션은 욕망을 상징한다. 대표적인 작가는 권오상, 김민형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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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권오상은 광고이미지를 차용하여 성적욕망의 만족감, 소비재의

만족감, 모터사이클의 만족감을 동일하게 표현한다. 작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소비문화와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다. 김민형은 하이힐을 전화로

변형시켜 여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세계로 끌

어왔다. 소비문화 시대에서 과거 작품 속 성적욕망은 소비문화욕망으로

대변되고 이 소비욕망은 점차 거대해져 욕망이 욕망을 부르는 거대한 욕

망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실태를 패션을 통해서 표현하

고 있다.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시각문화의 발달과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인간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이런 욕망 속에서 절제

하기 어려워진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상을 작품 속에서 표현한다.

셋째, 패션은 자기이미지를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김민형, 서

도호를 들 수 있다. 김민형은 거대한 하이힐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 자기

이미지와 현실의 자기이미지의 괴리감을 통한 공허함을 표현했다. 서도

호는 교복을 통해 자아정체성이 사라진 한국의 70-80년대 현실을 나타

내고 있다. 과거 미술작품에서 신체이미지로 대변되던 패션은 현대에 와

서 보다 사회적이고 자아정체성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개인의 특정 경험

을 통한 자아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전체 속의 개인이 아닌 개인 자체

로 존중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흐름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패션은 상호관계를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루이스 부

르주아, 서도호를 들 수 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옷의 스타일, 색을 통

해 자신과 관련 있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서도호는 블라

우스의 색의 변화와 가벼운 재질감을 통해서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 즉,

인연의 의미와 문화이동을 통한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간 사

이의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 상호관계는 개개인이 모여 하나가

되는 집단주의적 사회화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2000년대 미술작품 속

에 상호관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하나를 중요시 하는 개인주의적

사회화 속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즉, 개인이 중요시되는 개인주의적 사회화를 나타내고 이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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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패션은 소비문화를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실비 플뢰

리와 전상옥이 있다. 실비 플뢰리는 럭셔리 브랜드의 가방, 신발을 더욱

반짝일 수 있게 브론즈로 주조하여 유한한 패션을 영원하게 표현한다.

또한 전상옥은 광고이미지의 재현을 통해 작가가 가진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한다. 과거에도 소비문화에 대한 시선은 존재했다.

하지만 이는 소비문화의 특성에 대한 시각이거나 남성 중심적 소비문화

의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에 와서는 이런 소비문화를 바라

보는 시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주체가 변화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긍

정적이고 수용적인 시각으로 대체된다.

이 밖에도 패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바네사 비크로프트는 누

드퍼포먼스에서 신발과 옷을 통해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의 미를 비

판한다. 아름다운 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트러지는 모습을 촬영하

면서 누드와 나체를 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드

러나는 패션요소는 색과 좌대 등 부수적인 의미만을 가진다고 말하였지

만, 작품 속에서 패션은 과거 중세시대의 옷을 내재한 누드 속에서 표현

된 당시 사회의 이상미처럼 현대 여성들을 이상적으로 보이기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마른 신체와

명품에 집착하는 현대 여성의 이미지와 자기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김

남표는 럭셔리브랜드의 가방과 신발을 풍경의 한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패션을 제품의 항구성만을 인지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가의 내면에는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함축

되어 있다. 명품을 자연과 한 위치에 두고 그를 통한 순수한 풍경을 그

리려는 시도를 볼 때 작가의 시선에는 소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배준성은 회화에 옷을 입힘으로써 옷이 이미지 레이어를 의미

한다고 말한다. 미술작품 속 패션은 회화 근본 작업에 대한 질문의 답으

로 색을 덧칠하며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아가고 모델에게

옷을 입힘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렌티큘러

와 비닐로 인해 변화하는 옷의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모호성을 포착하고

있다. 작가는 관람객에게 사회가 주는 고정적이고 집단적인 시각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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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각자 개인의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2000년대 미술작품에서 새롭게 유추할 수 있는 상징성은 혼

합문화, 주체적 개인주의, 다중적 공간성을 들 수 있다.

패션은 혼합문화를 상징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는 잉카 쇼비바레이다.

잉카 쇼니바레는 자신의 작품 속 의복을 통해서 유럽문화와 흑인문화를

결합한다. 이는 제국주의 산물인 패브릭을 통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에는 댄디즘과 흑인 문화와 미학을 결합시킨 블랙댄디즘도 표현되고

있다. 글로벌 유목민인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후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혼합문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상징성 중 두 번째는 주체적 개인주의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전반에 나타나는 중요한 트렌드로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고 있다. 작가들의 인터뷰 전반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 하

고 있는 시각이 나타났다. 배준성의 미술작품에서 표현된 코스튬은 레이

어로 개개인의 회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또한 패

션의 상징성이 상호관계로 표현된 서도호와 과거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시대의 미술작품 속 패션의 의미가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20세기 작품에서 상호관계는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대중이 부각된 사회화의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상호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이 중시된 사회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 전반에 걸쳐 주체성이 강조된 개인주의인 주

체적 개인주의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 번째로 패션의 상징성은 다중적 공간성이다. 패션은 인간이 착용

함으로써 비로소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공간성을 작품에서 표

현하고 있는 대표작가로는 루이스 부르주아, 서도호를 뽑을 수 있다. 루

이스 부르주아는 옷의 T.P.O.에 따라 옷이 작품 속에서 지니는 의미를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도호는 작품의 교복을 통해

서 사적공간의 부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부르주아는 사적인 공간을 사

적인 공간에서 착용하는 홈드레스 등으로 표현하였지만 서도호는 교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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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회적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는 의복을 통해 사적공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작품 속 패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되어 왔고,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변화해 오고 있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미술작품 속에서

패션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발견되었지

만, 세부적으로는 의미가 강화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

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 혼합문화, 주체적 개인주의, 다중적 공간성

등 패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트렌드

인 개인중심주의, 여성중심주의, 소비문화, 하이브리드문화 등이 미술작

품 속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과거와 비

교해 볼 때, 작품 속에 나타난 패션 오브제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

기 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있음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미술 속에 나타난 패션은 인간의 정체성을 넘어서, 문화

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미학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들은 패션을 통해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더 다양한 방식과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술과 패션이 사회적 현상들을 통해 미적 가치를 반영하

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패션과 미술은 앞

으로도 크로스오버를 통해 서로의 경계성을 허물고 시각적 문화로서 서

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작품에서 표현된 패

션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패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 작가를 11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대미술 속 패

션의 상징성의 보다 더 큰 흐름을 알아보기에는 더 다양한 작가의 조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작가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역

시 모든 작가로 확대되고 좀 더 다양한 접촉을 통한 작품의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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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된다. 미술과 패션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현대미술에서 보이는 패션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면 보다 현대사회

속에서 패션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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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was intended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 the 21st century and thereby explore the

social and cultural symbolism of fash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phenomenon of the crossover of fashion and art, which frequently

occurs in the modern society, has been handled mainly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In the artistic perspective, the viewpoint of the

phenomenon has focused either on the western art, or 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fashion and art from the standpoint of fashion. But,

this work looked into the relations between fashion and art from the

standpoint of art, rather than fashion, and thereby investigated the

zeitgeist that fashion have in the current society. This work is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of fashion in the current society. Also, it is newly meaningful

in the aspect that it looks into the relations between fashion and art

on the basis of the contemporary domestic and foreign arts, rather

than of the western ar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rediscover the meanings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based on human life and spiritual world, and to

find how fashion are presented as one of cultural codes and what

symbolism they hav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y and interview survey, this

work analyzed the symbolic meanings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 the 2000s. With reference to domestic and foreign

magazines, theses, and books, it chose the artworks that exclude

commercialism and Einmaligkeit, and have the main subject of

fashion in the 2000s. 5 out of 11 artists had interviews in which

they were asked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intention of their

artworks, viewers'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ir fashion objet

and their motive for using the object.

Since objet has been used as a new meaning in the art world,

fashion have also been used with various meanings in artworks.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 the 20th century symbolized five

things: sexuality and gender, body images, protection materials,

mutual relation, and consumption culture. In the aspect that fashion in

the 21st century symbolize gender, self-images, mutual relation, and

consumption culture, the meanings of the fashion in the 21st century

did not largely go beyond those in the 20th century. But their

symbolic meanings in the 21st century have been strengthened or

specialized.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symbolic meanings,

sexuality and gender changed to gender that include enhanced social

meaning; body images changed to self-images that symbolizes the

self in detail; mutual relation changed from a group-centric viewpoint

to an individual-centric viewpoint; and consumption culture changed

from a critical viewpoint to a positive viewpoint. The newly drawn

meanings of fashion in the 21st century are 'hybrid culture',



'subjective individualism', and 'multiple spatiality'.

The symbolism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 the 2000s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fashion symbolize gender. By adding the legs of a horse

symbolizing the power and enterprising spirit of men into high heels,

Min-hyeong Kim presents the socially requested women who have

powerful and enterprising bisexual characteristics. Through cross-dressing,

Chan-hyo Bae presents the cultural difference and racial discrimination

of the viewpoint of a white woman who looks at Korean men. In the

20th century, gender became a sort of symbolism of fashion. In the

past, sex was presented in the form of gender and sexuality. But,

these days, it is presented less in the form of sexuality, yet more in

the form of gender with the social characteristic. In addition, gender

does not focus on a single type of sex, but on mixture of feminity

and masculinity.

Secondly, fashion symbolize a desire. Through advertising images,

Oh-sang Gwon presents the connection between one's desire and a

desire for consumption culture. Through transformed high heels,

Min-hyeong Kim brings the unconscious desire that lurks in the

heart of a woman to the real world. A desire is one kind of

symbolism that has appeared in many artworks from the 20th century

to the present times. It just shows different inclinations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 desire that was presented in the type of an

unconscious sexual desire in the past has been presented in the type

of a desire for consumption culture in the consumption society,

changing to the presentation of a desire with strong attachment to

desire itself in the present times. The development of stimulative and

direct visual culture and the excessive exposure to consumption

goods continuously stir up hard-to-control-desires of human beings,

which are presented in artworks.

Thirdly, fashion symbolize self-images. Through big high heels,

Min-hyeong Kim expresses a sense of emptiness by presenting the

alienation between his ideal self-image and real self-image. Through

a school uniform, Do-ho Suh presents the self-identity disappearing

reality in the 1970s to 1980s in Korea. In the past, fashion were

presented in the type of body images, but, in the present times, focus

on self-identity and the self-expression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Tha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that

puts personal tastes of importance.

Fourthly, fashion symbolize mutual relation. Through styles and

colors of clothing, Louise Bourgeois presents the women related to

herself. By using the changes in colors of blouses and their materials,

Do-ho Suh presents the human network that helps to maintain

oneself in the chaos by cultural moves. In the past, mutual relation

featured collective characteristics, whereas in the 2000s, they respec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ocus on individualism. That seems to

reflect the social trend of the present times, respec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Fifthly, fashion symbolize consumption culture. Sylvie Fleury cast

bronze on luxurious brand bags and shoes to make them shining

further and thereby make finite fashion look infinite. By recreating

advertising images, Sang-oak Jeon presents her positive view on

consumption culture. In the past, there were views on consumption

culture, but they were about the presentation of a single characteristic

of consumption culture, or about the criticism over male-centric

consumption culture. But, when it comes to the views on consumption

culture in the 2000s, their subject changes from men to women,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o positive and acceptive perspectives.



Besides, fashion are interpreted into various meanings. Vanesa

Beecroft presents the beauty of women that the current society

persistently demands through the beautiful female nude that falls into

disorder with the lapse of time. For performance, fashion are used as

an important tool to express the ideal beauty of women in the

present times. Nam-pyo Kim presents luxurious brand bags and

shoes as one of scenary factors. The artist said in an interview that

he recognized and presented the permanency of goods in fashion. In

the viewpoint of the artist who places luxurious goods in the same

position of nature and thereby paints the pure scenary, it is possible

to find his positive view on consumption culture.

The new symbolism inferred from artworks in the 2000s are hybrid

culture, subjective individualism, and multiple spatiality.

First, fashion symbolize hybrid culture. Yinka Shonibare uses

African fabric, the byproduct of cultural mixtures, to recreate the

costumes in the Victorian era. In so doing, he shows the combination

of European culture and African culture and criticizes the problems

that the current society has. Also, he refers to Black Dandyism that

combines dandyism with black culture. Through dresses appearing in

his artworks, he suggests hybrid culture and thereby criticizes the

post-colonialism society.

Secondly, fashion symbolize subjective individualism. The symbolism

is the main trend appearing in the whole current society. It is a case

in point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society respecting

individual tastes is applied to fashion. fashion in artworks by

Jun-seong Bae are a single layer or an image layer that is

accumulated in a painting. Also, his fashion become a lens as a single

layer. The artist induces viewers to escape from the fixed and

collective perspective given by the society, and to look at artworks

from their own perspective. The artworks by Do-ho Suh and James

Lee Byars show that the meaning of fashion appearing in contemporary

artworks tends to be individualism. The mutual relation in artworks in

the 20th century focused on the collective sociality which means the

union in a society, whereas the mutual relation in the 21st century

focuses on individual social relations in which individual identity and

tastes are of significance. In the aspect, their overall artworks include

the meaning of subjective individualism.

Thirdly, fashion symbolize multiple spatiality. On the basis of styles

and colors of dresses, Louise Bourgeois interprets the meanings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to private spatiality and public

spatiality. Do-ho Suh presents the absence of private spatiality by

using a school uniform. The artworks in the 2000s have

three-dimensional spatiality, which is interpreted into multiple

spatialit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resses.

The results of this work revealed that the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have not only the meaning of human identity, but also

various meanings in cultural, social, historical, political, aesthetical,

and economic ways. It was found that the fashion in artworks in the

2000s didn't come to a single meaning, but included various

meanings. Contemporary artists symbolize the current issues-individualism,

female centralism, consumption culture and hybrid culture-through

fashion. That seems to be because fashion and art have their common

purpose of reflecting aesthetic values through social phenomena.

Through the crossover, fashion and art continue to pull down their

own boundaries and solidify their own position as a sort of visual

culture. By drawing the symbolism of fashion that are presented in

the current society, this work offered a good opportunity of

confirming the values of fashion.



This work is limited to 11 contemporary artists in the 2000s.

Therefore, it has limits in generalizing and objectively judging the

symbolism of fashion appearing in artworks. In the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relations between fashion and more

artworks in order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shion in the curr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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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e Individualism, Multiple spa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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