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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drastically breakin흉 from the prior form of art, searched mutual relation
ship between surrealism centering around surrealism which tried to liberate the spirit of 
humanbeing by investigating internal world of the humanbeing. That is to say,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trend and costume by 
grasping how the artistic trend of an age was specifically accepted and expressed to the 
modern costume as the foundation of fashion.

Followings are the searched results for searching mutual relationship of the surreal
ism and modern costume.

At first, surrealism made it possible from modern custume to an expression of 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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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art, and at the same time emerge from existed uniform coustume, and thus pr
esented new possibility to the harmony of costume and art with fresh and avant-garde 
sense.

Second, by being applied the expressing method of depaysement which could 
materialize surrealistic image to the modern costume from various angles, and thus it 
suggested new aesthetic conception different from general conception of the traditional 
costume.

Third, with regard to modern costume, introduction of various object due to thought 
of surrealism was a new and innovative attempt, and thus it suggested infinitive possi
bility of creation. So, it suggested that we could thrown away a fixed idea and that 
every objects could be moulded.

As the result of the afore-said, wide application of the idea and formative feature of 
surrealism with regard to modern costume did not only bring the diver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of the costume escaped from the past traditional idea, but also at the 
same time prepared modern costume with the moment to develop as a formative arts.

I.서 론

한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양식이나 예술사조는 같은 시대 복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 이는 복식이 이미 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체 위에 표출되는 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원리와 형식미의 원리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급진적으로 발전,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예술사조와 더 

불어 복식에 있어서도 빠른 진보와 다양한 변혁을 가져왔다. 따라서 복식의 흐름은 사회적 변 

화와 예술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인간의 가치관을 주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복식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술사조와 연관지어.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20세기의 중요한 예술사조인 표현주의(Expressionism), 추상주의(Abstractionism), 환상 

주의(Fantasy) 중 환상주의를 그 모태로한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예술양식과 표현관념으로부 

터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내면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정신 

의 회복과 해방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인 원리로서 오토마티즘 

(Outomatism)과 데뻬이즈망(Depaysement)등의 표현방법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표현방식의 다양한 시도와 전개는 20세기의 현대 조형예술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 

였으며, 복식에도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초현실주의적 특징은 현대복식에서의 연구의 가치가 높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叫 박气 박", 장0은 초현실주의가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을

1) 김일,「Elsa Schiaparelli의 작품세계에 관한 연구( H )j '■복식』20호(1993), pp. 179-190.

2) 박명희,「20세기 미술사조가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건대학술지』저］3집(1986), pp. 345-357.

3) 박선경,「Elsa Schiaparelli의 생애와 작품세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 장동림,「초현실주의 예술의 조형성과 Schiaparelli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제28권 2호 (1990), 

P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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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자 스캬빠렐리 (Elsa Schiaparelli, 1890〜1973)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으며 최°는 초현실 

주의 작가 및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와 그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초현실주의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을 주장하였다. 또한 박e은 초현실주의가 표현방법인 데 

뻬이즈망의 원리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제작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으며 초현실주의 

표현방법중 인체를 응용한 것과 꼴라쥬 기법을 응용한 현대복식에 대해서는 이”가 연구하였 

고 김은 초현실주의와 20세기 복식을 바탕으로 21세기 복식디 자인을 예측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주된 근거자료인 관계문헌 그림 사진 등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의 형성배경 및 그 표현방법을 추구한 후 현대복식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복식에 적용된 데빼이즈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초현실주의적 조형 

미가 어떠한 식으로 현대 복식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1924년을 전후하여 대두되기 시작한 초현실주의의 형성배경과 이념 및 회 

화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동시대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복식 분야에서 최고 

의 초현실주의자인 엘자 스캬빠렐리의 작품세계와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이념의 표현방법인 

데뻬 이즈망의 원리가 현대복식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n.초현실주의

1. 초현실주의 형성배경

초현실주의는 의식에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20세기 새로운 예술운동의 하나로 

서, 다다이즘(Dadaism) 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당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절망과 충격을 안겨 주 

었고, 수많은 예술가들은 합리적 사고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어 마침내 다다이즘이라는 충격 

적 인 예술운동이 탄생되었다.

다다이즘의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기존의 모든 도덕적 • 심미적 가치가 대전의 파국에 의해 

무의미한 것이 되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개인의 진정한 근원적 욕구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있 

었다%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예술적 이념의 다다이즘은 전 유럽에 확산되었지만 무질서한 행동 

과 단순한 부정과 파괴로 일관되었고,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1916년경 〜22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다이즘의 발전적 계승을 시도하며 나타난 것이 초현실 

주의이다. 초현실주의는 종래의 예술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여 인간 해방을 이루고자 하였다.

다다이즘시대에 대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다이즘시대의 초기 초현실주의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련을 쌓

5) 최향숙,「초현실주의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6) 박선위,「복식조형의 초현실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7) 이지선,「현대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김윤민,「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9) H.W. Janson,『미술의 역사』, 김윤수(역). (서울 : 삼성출판사, 197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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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이로써 그들은 전에도 가져보지 못했던 전위적 투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문제점에 직 

면할 수，있었던 것이다. 다다이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싹은 움트고 있 

었다叫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시인 아폴리네르(Apollinaire, 1880〜1918)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는 1917년 6월「띠 레 지아의 유방 : Les Mamelles de Tiresiasj 이 라는 2막의 광대 극을 상연 

했는데, 이 희곡의 서문에서「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叫 이후 이 말은 Ivan Goll 
의「초현실주의」라는 문예지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지기는 했으나, 초현실주의의 

이념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1924년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6〜1966)에 의한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부터이다.

이 선언서에서 초현실주의의 정의는「남성 명사•,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으로서,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입으로 말하든 붓으로 쓰든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사고의 참된 움직 

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또 이성에 의한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심미적인, 또는 논리적인 

관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해지는 사고의 구술」以 즉 무의식의 영역에서 순수히 움직이는 정신 

활동을 윤리적, 이성적, 도덕적, 미학적 적극성을 띤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사고의 자동적 

전쟁 및 표현의 방법을 빌려오는 것이다.

브르통이 초현실주의를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이라 정의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함 

과 동시에 이른바 자동기술의 방법을 가장 훌륭한 시적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심층 심 

리학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다. 일상적인 상태와 대조적인 정신의 세계에서 의식에 속박되지 

않는 상상력의 회복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인간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하려는 것이 이들의 의 

도였음을 이 선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목적은 합리적 사고의 활동 영역뒤에 잠재될 정신적 경험의 확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창조 

하기 위 한 수단이 었다叫

초현실주의 운동의 정식 발족은 1924년 10월 선언과 함께「초현실주의 연구소」가 문을 엶 

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연구소는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에 기인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보 

고를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모으기 위해 사용한다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 기관지로「초현 

실주의 혁명盘이 11월에 창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무의식 활동을 해방시키는 것과 새로운 인 

권선언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0.
정신과 이론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출발한 초현실주의 운동은 1925년에 일어난 모로코 분 

쟁으로 인하여 초현실주의 일파가 정치적으로 공산당과 제휴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 

어났다. 그들은 공산계 그룹과 같이 반전운동에 참여함을 계기로 해서 정신의 해방을 인간의 

사회적 해방과 결부시키게 되고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내부의 논쟁으로 인 

하여 초현실주의 자체의 정치적, 이념적 분열이 고조되는 가운데 1929년「초현실주의 제2선

10) Sarane Alexandrian,「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역). 서울 : 열화당, 1984), p. 51.

11) Herbert Read,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Inc. 

1964) p. 132.

12) Andre Breton,『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영(역). (서울 : 성문각, 1978), p. 35.

：13)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Praeger Publishers, 1977) p. 8.

14) 오광수,『서양근대회회사』(서울 : 일지사, 1982),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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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발표되었다. 제1선언이 문학적, 심리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에 비해 저］2선언은 정치적, 

논쟁적 성격을 갖고, 초현실주의는 문학, 미술,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배제하며 그 엄 

격성을 지켜야 된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였다.

브르통은 저】2선언이 발표된 다음해에 이 운동이 새로운 기관지로서「혁명에 봉사하는 초현 

실주의」를 창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멤버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달리 

(Salvador Dali, 1904-1989)7} 참가하여 초현실주의는 1930년을 기점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1925년에는 파리에서 최초의「초현실주의 종합전」이 열렸으며 아르프(Hans Jean Arps, 
1888-1966),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키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66), 
마쏭(Andre Masson, 1896—), 미로(Joan Miro, 1893~), 레이(Man Ray, 1890〜 1976)등이 

1938년 파리에서 연「국제 초현실주의 일러스트전」은 이 운동의 가장 빛나는 행사이기도 했 

다.

파리에서 활발한 운동을 펼치던 초현실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과 동시에 전란을 

피해 미 국으로 가게 된다. 브르통, 마송, 에른스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미국에서의 초현실주의는 추상표현주의, 팝아트(Pop Art)등 전후의 미 

국 미술에 번성을 가져 왔으며 최후의 초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마타(Roberto Matta, 
1911〜)나 고르키 (Ashily Gorky)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현실주의의 충격은 대중미술의 물체에 대한 관심과 사진술적인 영상에 매혹되는 것, 그 

리고 언어적 유희에 대한 매력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초현실주의의 성과는 오토 

마티즘의 방법을 개발함에 의해 논리와 합리성에 의하여 자신을 속박하는 예술의 기능에 진 

정 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왔다는데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的.

이상과 같은 초현실주의의 잉태과정이나 시대상황, 그 정신의 전개에 의해 이제까지 밝혀 

지지 않은 무의식 세계의 중요성 즉 상상의 무한한 자유와 환상성의 추구가 20세기 조형예술, 

정신문화에 반영되고 있으며 오늘날 또 다른 의식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 

다”〉.

2. 초현실주의 표현방법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때 현저한 사실은 한 양식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 하프만(W. Haftmann)은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사실 

적 초현실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추상적 초현실주의를 비재현적인 원초적 형태의 감각 

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정신의 심층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마송, 미로, 마타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사실적 초현실주의를 극단적으로 정확한 사물의 사실적인 묘 

사가 환상적인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한층 복돋아주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에른스트의 시적인 

환상의 세 계, 달리 의 편집광적 비평 방법 (Paranoiac Critical method) 에 의 한 회화세계, 마그 

리뜨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회화세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15) 기수암,「초현실주의 작가에 관한 연구」, 경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12.

16) 김정호,「초현실주의 회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 1041.

17) 이용익, ''초현실주의가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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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나타난 추상적 표현방법은 오토마티즘에서 처럼 유기적 추상이거나 

작품의 대상성이 무시되고 작가의 정신상태나 마음의 상태 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대상의 재 

현에서 출발하지 않는 추상의 한 양식으로서, 그 새로운 대상으로 인해 인간의 감정이나 정 

서, 심성 그 자체를 채택한 것이다. 또한 사실적 표현방법은 그 형상성이 이전에 존재했던 사 

실주의 방식이 아니라 데뻬이즈망(Depaysement)이라고 하는 서로 관계없는 형상들의 연결 

이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형상이미지의 결합을 통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고 있다씻

이러한 표현방법들은 합리적 사고의 활동영역 뒤에 잠재한 무의식적인 인간정신세계의 표 

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줌으로써, 초현실주의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

위에서 밝힌대로 표현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오토마티즘(Automatism)

오토마티즘은 자동기술법, 또는 정신자동법을 의미하며, 이는 일체의 이성의 통제나 미적, 

도덕적 선입관이 배제된 경지에서 행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의 한 방법이다. 미술의 영역에 

서는 자동적 소묘라 하여 외계의 대상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순수하며 

무한한 형상을 무의식 의 정신현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다也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정신의 실체를 노출시켜 주고 또한 그 정신을 사상과 

분리시키 기 위 한 것이다찌

따라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유스럽고 비논리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진실되게 표현하기 위 

한 방법으로 순수한 심리의 자동현상을 중요시하였다.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오토마티즘은 다다이즘의「우연의 법칙」에서 발전 확대되었으며,' 초 

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추상적 형태성을 부여하였다.

오토마티즘을 자신의 표현방법으로 선택하여 화면에 정착시킨 대표적인 화가로는 앙드레 

마송과 호안 미로, 로베르토 마타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적용하여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전개해 나갔다.

마송은 오토마티즘을 회화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시도했던 화가이며 입체 

주의에 영향을 받은 회화적 표현방법으로써 소위 "리드미컬한 오토마티즘”을 처음으로 사용 

하였다.

마쏭은 자동주의 소묘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받아쓰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무의식 상태에서 

의 손의 움직임은 소묘속에 우연의 개입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눈을 감고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생각하는 속도보다 말하는 속도가 빠른 것처럼 손으로 그리는 

속도가 생각하는 顼보다 빠르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며 그리는 속도를 고속으로 놓을수록 생각 

이 그림속에 개입하는 것보다 우연이 개입하는 정도가 비례적으로 높아진다고 보았던 것이다叫

18) 유덕용,「초현실주의 회화에 있어서 형상성과 비형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5.
19) 열화당 편집부,『현대미술용어사전』(서울 : 열화당, 1979), p. 41.

20) Sarane Alexandrian 1984, p. 52.

21) 정승관,『현대미술과 우연의 법칙』,『계간미술』No. 6,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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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ndrG Masson, 물고기들의 전쟁 (1927).

〈그림 2> Joan Miro, 곡예사 무용수(1940).

결과적으로 그의 자동주의 소묘 

는 형태나 일정한 윤곽도 없이 통 

일성을 잃고 붕괴되었으며 선의 율 

동만이 행위의 흔적으로 강하게 남 

아 있다而.

마송은 1927년 모래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교를 

칠한 캔버스 위에 모래를 뿌리고 

솔로 문지르는 그의 동작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효과가 의지 

적 구성 효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할 

것이다(그림 1)
그의 자동주의적 소묘나 모래 그 

림들은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오토 

마티즘의 확대와 존재의 자발성을 

깨우치게 해주었다

미로는 오토마티즘의 이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초현실주의 천재 중의 한 사람이자 20세
기 회화를 이끈 거장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두가지 유형의 작품세계를 오고 갔다. 첫번째 유형은 무의식적 세계를 오토마티즘으

22) 장대식,「초현실주의 희화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29.

23) William Rubin, Andre Masson(New York : Museum of Modern Art, 1976) p. 74.

24) 유덕용,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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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두번째 유형은 근대 추상예술에 있어서 생물의 형태를 상징하는 유 

형을 들 수 있다2叫 즉 첫번째는 자연적 형태들을 유례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철저히 변형시켰 

으며 오토마티즘으로 열렬히 전환하여 물방울을 흘린다거나 스며들게한 얼룩들을 화폭에 채 

웠으며 가시적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속으로 깊숙히 들어가는 유형이고, 두번째는 원 

형적인 추상, 혹은 자동적이고 율동적인 생동의 리듬을 가진 부호나 기호에 가까운 형체들을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만들어 오직 충동이 닿는대로 자발적인 표현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유형이다. (그림 2)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미로의 이러한 행위는 바로 오토 

마티즘의 현실화라 할 수 있다.

당시 브르통은 “미로는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앞선 초현실주의자”라고 평가하였는더】, 이 

것은 회화가 상실했던 순결성을 미로에 의해서 되찾게 되 었음을 의미 하였다.

다른 초현실주의자들의 정신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온갖 고정관념이나 일상적인 습관을 벗 

어나 잠재의식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함에 반하여 미로는 단지 자연의 경 

과에 맡겨둠으로써 다른 어느 초현실주의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2%
마타는 1938년에 초현실주의 그룹에 가입한 후 1947년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추방되기까지 

초현실주의 운동의 마지막 세대의 화가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진보적인 유럽 

초현실주의자들까지도 뛰어넘는 해방의 한 발자취를 남겼다.

마타는 그의 초기 초현실주의적 작품에서 무의식적 정신의 이미지를 화면에 오토마티즘으 

로 구성해 갔는데, 이상한 모습들로 화면을 가득히 채운 후 흔들어서 희뿌연 유동체를 만들고 

아메 바나 벌 레 같은 형 태들로 구성 하는 것 이 었다.

그의 후기 작품에서는 구성양식이 점차로 다이나믹하게 변하여 유기적이며 기계적인 형태 

들이 유동하는 놀라운 우주공간을 화면위에서 창조했으며, 인간의 형태를 기계와 상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등 환상적인 주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마타에게 있어서 오토마티즘이란 숨겨져 있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것의 안팎을 싸고 있는 

삶의 왜곡된 구조를 순간적으로 노출시키는 도구였다.

2) 데뻬이즈망(Depaysement)

데뻬이즈망이란 용어는 본래「사람을 타향에 보내는 것」또는「다른 생활 환경에 두는 것」 

을 의미한다R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데뻬 이즈망은 전위, 전치법, 또는 병치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이는 

물체나 영상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떼내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장소에다 놓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외관상 이질 

적인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2叫
그렇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유폐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할 수 있다

25) Down Ades, Dada and Surrealism(New York : Penguin Book Ltd., 1974) p. 129.

26) 장대식, p. 28.

27) 한굴불어불문학회,『최신불한사전』(서울 : 삼화출판사, 1971), p. 40.

28) 계간미술편,『현대미술용어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81), p. 490.

29) 열화당 편 집부,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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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믿는것이다. ,

따라서 초현실주의자들에 게 있어서 의외성이나 놀라운 불가사의한 것들은 곧 그들의 일반 

적인 미적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요방법으로 데뻬이 

즈망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초현실주의적인 데뻬이즈망의 원리는 입체파의 꼴라쥬(Collage)로부터 출발하여 막스 에른 

스트,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뜨 등과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 확대되어 

갔다. 이들은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면서 주도면밀한 계산에 의해서 데뻬이즈망을 행하였다.

에른스트는 꼴라쥬나 프로타쥬(Frottage), 데칼꼬마니에 의한 데뻬 이즈망적 표현방법을 

구사하였다. .

그는 1924년에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때의 작품〈꾀꼬리에 놀라는 

두 아이〉에서는 여러 물체들을 화면에 꼴라쥬기법에 의해 전치시켜 그 사물들의 이미지를 자 

율적인 내적 이미지로 바꾸었다. 또한 서로 관계없는 사물들이 결합하여 도착상태가 나타나 

며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에 입각한 기존의 서구문명을 부정하는 물질과 정신, 즉 상호 침투시 

키는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에른스트의 꼴라쥬는 단순히 화면 구성상에 있어서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일상적인 사물들의 전치, 병치에 의해 불합리한 정신세계를 이끌어 간다. 여기서 그는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의 비논리적인 만남과 시적인 정화를 동반하는 전치로써 사물의 일상적인 이 

미지에서 이탈시켜 이를 "부조리한 평면 위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실재간의 우연한 상봉” 이 

라고 하였다찌 (그림 3).

〈그림 3> Max Ernst, 외 디푸스 왕(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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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25년 이후 꼴라쥬 외에 프로타쥬, 데칼꼬마니 기법을 작품〈밤나무 꼭대기〉,〈패각 

의 꽃〉에 각각 사용해 초현실주의의 기본적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如. 에른스트는 이러한 데삐 

이즈망 기법을 통하여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형상의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화면위에 

서 강렬함과 밀도를 지닌 시적 세계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을 탐독한 달리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프로이드의 

잠재의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고는 초현실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반 대중 

들의 마음에 초현실주의를 깊이 새겨준 미술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달리였다. 비합리적이고 

선정적이며 비정상적인 그의 그림 뿐만 아니라 저작, 언행, 외모, 콧수염, 천재성 조차도 대중 

적이고 유행적이었다. 즉 그는 이 모든 것들로써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모든 언어에서 비합 

리적이고 선정적이며 광기적인 예술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만들었으며, 그의 삶 자체가 너무 

도 완전히 초현실적이었다.

1929년 달리는 꿈, 회상, 그리고 심리적 내지 병적인 왜곡 등의 요소들로부터 환영적인 현 

실을 창조해 내는 '편집광적-비평방법（偏執狂的-批評方法, paranoiac-critical method）'적인 

회화糾라는 그의 그림에 이론적 토대를 공식화하였다. 이 것은 사실적으로 치 밀하게 그린 일상 

적인 사물에다 아주 의외의 환상적인 해석을 이중 이미지로써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출하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한 방법으로 달리는 편집광 환자의 환각증상을 작품 제작에 이용하였다.

달리가 초사실적인 표현방법30 31 32 33 34）으로 대상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허실성에 초현실주의적인 문제를 두고자 했던 것이다. 그림이 초사실적으로 

되는 것은 실제물체의 변형은 병균이나 심적인 부패 요인으로 인하여 일그러져 보인다는 것 

인데 그래서 그의 작품은 항상 실물처럼 보이는 현실의 모든 물체들이 변형되어서 나타나거 

나 일그러져 나타나고 있다. 즉「기억의 고집, 1931」과 같은 작품 등에서도 부패의 병균이 우 

글거리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정신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은 허무와 환각이라는 그의 철학⑴에서 연유되었다.

30） 호세 피에르,『초현실주의』, 박순철 （역）. （서울 : 열화당, 1981）, p. 15.

31） 서응원,「Max Ernst 작품에 나타난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34.

32） David Britt, Modern Art（New York : Thames & Hudson, 1989） p. 232.

33） 임염방,『현대미술의 이해』（서울대 출판부, 1990）, p. 193.

34） Rosemary Lambert,『20세기 미술』, 이석우（역）. （서울 : 열화당, 1989） p. 58.

그가 사용한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팔다리나 다른 기관의 기형적 확대（그림 4）, 자연상태에 

서 딱딱한 물체의 부드러운 물체로의 변형, 빵덩어.리, 목발, 계란 프라이, 개미 같은 특정한 

형상의 반복사용, 그리고「메이 웨이스트, 1934j （그림 5）에서와 같이 얼굴을 방의 입구와 가 

구로 사용한 것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이중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시각적 익살 등의 형태를 

취하였다.

자동기술법과 같은 수동적인 방법에서 무의식의 신비를 찾고자 했던 초기의 초현실주의 작 

가들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시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달리는 편집광적 비평방법을 이용했다.

마그리뜨는 기존의 사물을 왜곡, 변형시켜 화면을 구성하는 달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는 있 

는 그대로의 사물을 거의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히 묘사하여 병치시키고 결합시켜 나간다. 이 

것을 마술적 사실주의 險라 하는데 이 것은 1930년대 와 1940년대에 유럽 과 미국에서 성 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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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Salvador Dali, 테 이 블로 사용될 수 

있는 베르메르의 망령 （1934）.
〈그림 5> Salvador Dali. 메 이 웨 이 

스트(1934〜 1936년경).

으며, 마술적 분위기는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어울리 

지 않는 요소들이나 사건들을 환상적으로 병렬시키 

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작품제작에 있어서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 

이 추구한 꿈의 세계나 자동기술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인간 내부에 있는 진정한 신비와 살아있는 이 

미지를 시적으로 표현36>하였다. 마그리뜨가 지닌 이 

미지의 정체는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없이는 불 

가능한 것이며, 신비에 대한 접근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주로 세부의 확대 （거대 한 사과 혹은 방안을 

꽉 채운 장미）, 보충적인 사물과의 결합（잎-새, 잎- 

나무, 산-독수리）, 무생물의 생물화（발가락을 가진 

구두, 유방을 가진 옷） （그림 6）, 생물의 무기물화 

（종이 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사람, 해변의 바위위를 

날으는 돌로 만들어진 새）, 해부학적 경이（팔목이 

여자의 얼굴로된 손, 상체가 물고기인 사람） 등과
〈그림 6> Rene Maggritte, 부 

인의 내실의 철학（1947）.

35)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Gallary Books, 1988) p. 411.

36) 정병관 외,『현대미술의 동향』(서울 : 미진사, 1989),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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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표현하였다3气

이와 같이 마그리뜨의 작품은 일상세계의 요소를 재조직하여 새로운 리듬으로 만드는데 단 

순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을 통해 사물을 일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존재에로 복귀시 

키려는 그의 작품들은 선입견에 가득 잡혀 있는 인간의 정신상태를 진동시키는 시적 이미지 

로 가득 차 있다洶.

in.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1. 현대복식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현대의 복식은 건축이나 문학, 음악, 회화, 그리고 조각의 경우에서처럼 특별한 문화적 환 

경으로부터 발전된 예술의 한 형태이며, 그것을 창출해내는 사회의 영감과 욕구를 반영한다

39)

그러므로 복식은 나름대로의 조형성을 추구함에 있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른 예술분 

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까지 예술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예술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복식 

의 세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기존의 예술형식을 부정하고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 

을 추구함으로써, 20세기 현대 조형예술의 표현영역을 넓히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초 

현실주의는 복식에 광범위하고도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세계 대공황과 전쟁으로 인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상적이며 자극적인 초현실주 

의 .예술은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걸쳐 패션광고와 잡지, 윈도우디스 

플레이(Window Display), 장신구, 의상 등 패션계에 독특한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특히 Vogue와 Harper's Bazaar와 같은 패션 잡지들은 초현실주의 스타일의 모드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叫

패션의 특이성과 의복의 본질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된 초현실주의자들은 패션과 관련된 

도구들 즉, 재봉틀과 의복과 여성을 대상물로 삼고 그것들의 연관성을 은유의 상징으로 삼았 

다. 시인 로트레아몽(Lautreamont)이 시작품「말도로르의 노래」에서 “해부대 위에서의 재봉 

틀과 우산의 우연의 만남”物을 노래하여 초현실주의가 지향하는 미의 세계와 패션에 대한 초 

현실주의의 관심을 제시하였으며, 죠셉코넬(Joseph Cornell, 1903〜1972) 역시 그의 꼴라쥬 

작품에서 재봉틀과 의복을 입고 있는 여성, 꽃과 옥수수들을 나열하고 있다. 배경에는 일렬로 

열을 맞춰 재봉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꽃과 옥수수는 의복의 원재료로

37) Sarane Alexandrian 1984. p. 131432.
38) Palmela Pritsker,『진정한 신비와 시를 제시한 초현실주의의 환상』, 이경식(역), (서울 : 서문당, 1982), 

P. 105.

39)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의복 : 제2의 피부』, 이화연 외(역). (서울 : 까치사, 1988). p. 

382.

40) Colin Mcdowell, Directory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Muller, Blond & White Limited, 

1984) p. 22.

41)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87) 

p. 217.

42) 임염방,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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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결국에는 의복을 생산해 내는 재봉틀의 산출력을 여성의 이미지로 대비시켜 상징하였 

다如.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 은유와 상징을 통한 패션현상의 기대는 신체와 의복이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의 정신적이며 살아 있는 등가로써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현실주의 예술양식과 의상디자인 사이에는 그 어떤 내재된 표현성의 일치성이 있으리라 

본다.

복식조형 분야에서 최고의 초현실주의자는 1930년대 불황의 복식 계에 활기를 불어 넣은 엘 

자 스캬빠렐리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해 명료한 직관력을 가진 그녀는 가장 평범 

한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ZL 특성만을 잡아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충격적인 창의성을 뛰어나 

게 발휘하였다.

스캬빠렐리는 1890년 로마의 귀족부모로부터 출생하였다. 그녀는 런던에서 "육체를 능가하 

는 영혼의 힘, 마술적이며 영원한 젊음의 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신령학자인 William와 결혼 

하였듯이 신비주의에 열중해 있었다“).

그녀는 작품을 디자인할 때 숙고하여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신중한 디자이너는 아 

니었으나 열정적이며 극도로 순간적인 모멘트를 디자인에 적용한다는 점이 작품의 핵심을 이 

루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즐겨 사용한 눈속임이라는 뜻의 트롱쁘뢰이유(Trompe-1'oeil)의 기 

법은 스캬빠렐리가 패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동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袂 그것은 재빠 

른 스케치로 만들어낸 스캬빠렐리의 최초의 디자인이었는데, 목에 하얀 나비처럼 처리를 한 

검은 면직의 스웨터였다. 스웨터는 즉시 패션계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성공하였고, 그것은 다 

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예술과 의복이 교묘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발명품으로 현대 디자인에 

계승되었다.

또한 그녀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평범치 않는 재료 즉, 수지, 셀로판, 밀집, glass cloth 등의 

새로운 재료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성을 보였다. 영국에 특제 트 

위드를 짜도록 주문하였고 신합성 섬유 '비에라'를 내놓았다I". 유리처럼 보이는, 셀로판을 넣 

은 새로운 섬유로 글래스 드레스(glass dress)를 발표함으로써 투명함에서 오는 환상을 일으 

켰으며, 그녀의 특수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문 프린트를 이용한 직물은 종이와 직물의 실제 

적 인 부드러움 사이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1935년 Vogue지에는 그녀가 glass cloth를 

사용한 참신한 빽과 구두가 게제되었으며，43 44 45 46 47 48 49,지퍼를 스포츠용 스커트에서 이브닝 드레스에까 

지 오뚜꾸띄르에 처음 도입한 것도 그녀였다＜气 그녀는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 

념에 도전함으로써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가 추구했던 바,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하였 

다.

43) Richard Martin, p. 14

44) Richard Martin, p. 197.

45) Palmer White, Elsa Schi거parelli (New 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1986). p； 49.

46) Georgina Howell, In Vogue (New York : Allenlane, 1979) p. 142.

47) Richard Martin, p. 200.

48) Georgina Howell, p. 142.

49) 허준,『파리모드 200년』(유림문화사, 1987), p. 182.

그녀 의 초현실주의에 대 한 관심은 파리 의 Times, 미국의 Vogue와 Bazzar로부터 극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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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듯이, 그것은 그녀의 특이한 장신구들에게 의해서도 표명되어졌다如. 이러한 발명품들은 

기존 예술의 미적 개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감각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으므로 악세서리 

계에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디자인 증에 단추는 기발한 모드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장식적 역 

할을 했다. 스캬빠렐리는 자신의 콜렉션마다 테마를 붙였는데 '천사'라고 이름 붙인 콜렉션에 

서는 단추가 달이나 별을 형용했고, '스커스라고 이름붙인 콜렉션에서는 광대나 곡마사 혹은 

곡예사 등으로 형 용되었다. 그밖에도 프랑스화의 절하를 풍자한 루이 금화의 단추도 기 발한 

착상이었다. 또 나비, 인어(mermaids), 솔, 입, 땅콩 등 어느 것이나 기발한 디자인이었다. 

(그림 7)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오브제인 곤충, 눈, 입술, 구두 등은 직 

물의 패턴이나 단추, 악세사리, 모자 등으로 은유 변형되었다. 특히 대담한 위치전환에 의해 

데뻬이즈망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구두를 거꾸로 표현한 모자(그림 8)는 우연성을 중대시하는 

초현실주의의 상상력의 해방이 제시한 현대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Elsa Schiaparelli Jac
ket with Butterfly Buttons (1937).

〈 그림 8> Elsa Schiaparelli, Sketch for 
Shoe Hat, (1937).

제2차 초현실주의 전시회가 열리던 1938년에 스캬빠렐리는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그 

것은 아마도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외에 크리 스티 앙 베라르(Christian Berard), 쟝미 

셀 프랭크(Jean-Michel Frank), 쟝 꼭또(Jean Cocteau) 그리고 에티엥 드 보몽(Etienne de 
Beaumont)을 포함한 많은 예술가, 장식가, 삽화가들과의 친교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 

한 관계가 스캬빠렐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5D.
특히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달리의 비합리적이고도 불가사의한 형상들을 표현한 작품세계 

는 스캬빠렐리 의 디 자인에 많은 영 감을 주었다.

1937년 (그림 9)에서 전화기의 수화기로 둔갑한 달리의 진홍색 바닷가재는 스캬빠렐리에

50) 장동림 p. 9.

51) Richard Martin,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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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alvador Dali, Lobster 
Telephone (1936).

〈그림 10> Elsa Schiaparelli, 
Organza Dress with Painted Lob
ster (1937).

Skins of an Orchestra(1936). Scarf(1937).

의해 고안된 우아하고 로맨틱한 흰색의 이브닝 드레스로 옮겨가 녹색의 파슬리（Parsley）와 

함께 수놓여졌고（그림 10）,〈그림 11〉에서와 같이 중간의 인물에 페인팅된 달리의 흐르는 눈 

물은 스캬빠렐리의 환상적인 드레스에 그대로 표현되어 초현실주의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 

다52）. （그림 12）

52) J. Anderson Black and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 : Orbis Publi 아ling Limited, 

1980)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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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alvador Dali, The City of Drawers 〈그림 14> Cecil Beaton,
:Study for Anthropomorphic Cabinet(1936). Schiaparelli Desk Suit (1936).

또한〈그림 13〉에서처럼 인체의 흉부에 서랍을 달아 인체를 가구로 물체화한 달리의 초현 

실적 사고는 스캬빠렐리 의 사무용 책상의 서 랍 모양을 본뜬 주머 니가 달린 데스크 수트①esk 
Suit)로 전이되었다53 54 55 56〉. (그림 14)

53) Palmer White, p. 140.

54) 장동림, p. 11.

55) Palmer White, p. 49.

56) Richard Martin, p. 198.

1911년 뽈 쁘아레 (Paul Poiret, 1879〜1944)가 예술가인 Raoul Dufy로 하여금 직물 프린 

트의 고안을 의뢰하여 예술을 의상에 처음 도입시킨 이래 스캬빠렐리는 달리, 베라르, 꼭또, 

베르떼, 드리앙 같은 예술가들을 그녀의 창작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술과 의상의 만남을 

시도하였다叫

또한 스캬빠렐리는 색채감각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그녀는 흑과 백을 기조색으로 하여 

강렬한 원색의 배경이나 검정과 원색의 대비 등의 대담한 배색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베 

라르의 로우즈 바이올렛(rose violet)으로부터 명명된 쇼킹 핑크(Shocking Pink)"는 스캬 

빠렐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것은 마치 뽈 쁘아레가 야수파나 러시아 발레단의 화려한 원색 

을 복식에 도입한 것과 같은 색체 경향으로써 Harper,s Bazzar지(1934)로부터 “색상에 있어 

여성 뽈 쁘아레”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는데瞼 그것은 전통적인 색상 배합에 과감히 도전함으 

로써 초현실주의 색채의 대담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독자적인 초현실적 감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환상을 추구했던 스캬빠렐리는 

현대 의상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시킨 진정한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녀의 영향력이 

칼 랑거필드(Kar Lagerfeld)의 재치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에서, 크리스티앙 라크로와 

(Christian Lacroix)의 우화적인 작품에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대작들에 

서 폭 넓게 느껴지고 있다56〉.

이와 같이 스캬빠렐리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을 그녀의 디자인 작업에 연루시킴으로써 미술 

사조와 복식을 접목시키는 공헌을 이룩하여 현대 복식디자인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주었

一430—



〈그림 15> Salvador Dali, Flamenco V그림 16〉Christian Lacroix, Violin
Dancer(1949-1950). Dress(1985).

〈그림 17> Elsa Schiaparelli, Musical 
Notation Dress (1937).

다.

1930년대 파리에서 일했던 초현실주의 

자들은 복식을 예술로 완전하게 정착시켰 

다. 잡지,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리고 복식 

에 표현되는 복식에 관한 생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초현실주는 복식에 있어 

서 가장 인기있는 예술로 남았다. 복식과 

복식에 쓰여지는 도구는 실제생활과 마음 

속의 세계사이가 상호 관련되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초현실주의적 은 

유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초현실주의의 

상상속에서 악기는 여성과 유사함을 갖는 

다고 여겨졌다.

달리는 신체를 현악기로 표현하여 악기 

가 음악과 춤을, 그리고 궁극적인 공감각 

을 형성하는 신체가 되게 했다.（그림 15）
쟝 파뚜（Jean Patou）를 위 한 크리스티 

앙 라크로와의 바이올린 드레스는（그림 

16）초현실주의 정신에 있어서의 음악적 

인 환기 이 다.

또한 신체 자체의 은유 이외에도 음악적 모티프를 이용하였는데 스캬빠렐리는 1937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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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Karl Lagerfeld, Keyboard Belt(1982).

〈그림. 19> Jean Arp. Human 〈그림 20> Georgina Godley,
Concretion (1933). Shaped Dress (1986).

콜렉션을 위한 그녀의 디자인（그림 17）에서 악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악기들을 옷감 

에 수놓았다. 칼 랑거필드는 키보드 벨트（Keyboard belt）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18）
아르프（Jean Arp）는 그의 조각（그림 19）에서 인간형태로부터 추상적 형태를 끌어내어 새 

로운 초현실적 해부학을 출현시켰다. 그의 영향을 받은 조지너 고드레이（Georgina Godley） 
의 Shaped Under Wear와 Shaped Dress（그림 20）는 과장된 형태의 환상속에서 신체의 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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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Yves Tanguy, Multiplication of the 
Arcs (1954).

〈그림 22 > Olivier Guille- 
min, Dress Design (1985).

실적 변형의 가능성을 보게 한다. 1984년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tana)의 Red-Satin 
Cocoon Coat가 제작됨으로써 복식 은 유우머 에 대 한 도전으로 부각되 었다.

이브 탕귀(Yves Tanguy)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원호들의 증가〉(그림 21)는 무기질적 

광물체의 추상적 형체들이 부드럽고 침울한 하늘앞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마치 이 세계 

의 뼈가 쌓인 들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우주의 태고의 무한감을 느끼게도 하는 장 

관을 이루어 내고 있다沥.

탕귀 의 작품을 모티브로한〈그림 22〉는 1985년 올리 비에 길르민 (Oliver Guillemin) 의 드 

레스 디자인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커트의 하단과 네크부분에 추상적인 형 

태를 도입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여기에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넣은 배경을 뒤로 하여 더욱 회 

화적 인 느낌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수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식조형에서도 추상적인 형태 표현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7 58 59).

57) 정미영,「이브 탕귀(Yves Tanguy)의 회화세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37.

58) Richard Martin, p. 17.

59) 전영미,「Rene Magritte 희화에 있어서의 초현실성에 관한 고찰j,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0, p. 51.

초현실적 오브제로 나타나는 눈은 메트로놈(metronome, 박절기)에로 전환되고 복식에서 

는 옷감의 표면에 나타났다.

마그리뜨는 사물의 존재양식의 전환을 통해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전도시킴으로 

써 신비한 충격을 표현하였다. 사물의 재질을 하늘로 변화시키고 있는〈그림 23〉은 마그리뜨 

가 즐겨 다루는 두 개의 이미지, 즉 푸른하늘과 눈이 단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작품으로 여 

기서 우리는 눈을 들여다 보려고 하지만 눈을 통해 반대로 외부의 푸른 하늘을 보게 되는 역 

전을 볼 수 있다勘.

-433-



〈그림 23> Rene Magritte, The false Mirror 
(1928).

〈그림 24> Yves Saint Lau
rent, Les Yeux d'EIsa(1980).

〈그림 25> Andre Breton, Second Sur- 〈그림 26> Hubert de Givenchy, Lip
realist Manifesto(1929). Jacket (1979).

〈그림 24〉는 이러한 마그리뜨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인 눈을 모티브로 하여 이브 

생로랑이 다자인한 것으로 청색을 바탕으로 하여 금수와 보석 등을 매치시키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나타내고 있다. 돋한 소매부분을 검정 벨벳으로 하여 중심의 두 눈을 더욱 두드러지 

게 하였다.

또한 눈은 레리 쇽스(Larry Shox, 1915~)의 수트와 스테뺀 드 빼트리(Stephen De 
Pietri)의 종이로 만든 드레스에 문양으로 프린트되었다.

엘자 스캬빠렐리나 이브 생 로랑과 같은 디자이너들은 초현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복식의 

관음주의를 통해서 기쁨을 갖는다.

입술은 초현실주의의 가장 관능적인 심볼이다.

1929년 브르통에 의해 발표된「초현실주의 저12선언」서에 프로타쥬(Frottage)기법으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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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던 입술(그림 25)은 19기년 이브 생 로랑의 

립 코트(Lip Coat)에 세퀸(Sequin)으로 장식된 입 

술로 표현되었고, 1979년에는 지방시(Hubert De 
Givency)의 쟈켓에 퀼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림 26).
초현실주의자들의 감각과 심볼은 광범위하여 신 

체부위중 눈과 입술외에 손도 많이 응용된다.

엘자 스캬빠렐리의 빨간뱀가죽 같은 손톱을 가진 

검정 세무장갑은 사악한 멋을 창조하고 있으며 꼭또 

가 수놓은 스캬빠렐의 이브닝 자켓은 옷위에 놓인 

손으로 자켓의 허리를 표현하여 허리를 조이는 벨트 

처럼 보이게 하였다. 마르크 야콥(Marcjacobs)의 

허리에 손을 얹은 트롱쁘뢰이유 구슬드레스(그림 

27)는 스캬빠렐리 의 영 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 27> Marc Jacobs, Tro-
mpe 1'oeil Beaded Dress(1986). 2. 데뻬이즈망의 원리에 따른 현대복식의 초

현실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현실주의 회화는 복 

식조형에 광범위하고도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복식조형의 초현실적 이미지 표현 

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방법의 적용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러 표현방법 중에서도 특히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구 

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뻬이즈망의 원리가 복식조형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 

어져 왔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이 데빼이즈망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오브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이탈되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관 

련이 없는 엉뚱한 장소에 놓여짐으로 해서, 변화된 사물은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새로운 의 

미와 해석을 부여받아 또 다른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로 우리들 앞에서 새롭게 지각됨으로써 

그 가치를 갖게 된다叫

이러한 데뻬이즈망의 효과는 1914년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에 의해 발표된 레디

페이드 오브제(ready-made object)에서 나타난다. 그는 기성품을 선택하여 그 사물의 본래 

의 일상적인 위치와 용도를 박탈하고 전혀 엉뚱한 장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자 

격을 부여하였다即.

데삐이즈망의 원리에 따른 복식조형의 초현실적인 표현은 이와 같이 위치 전환된 모든 사 

물과 이미 지들을 오브제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복식조형에 있어서 데삐이즈망에 의한 표현은 각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표 

현경향을 연구자료와 초현실주의를 지향하는 복식예술가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구 발표되

60) Richard Martin, p. 107.

61) 최효순,「Salvador Dali의 작품세계와 초현실주의의 objects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血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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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Karl Lager
feld, Corset Hat(1985~ 
1986).

〈그림 29> Chanel, Col- 
lezioni, No. 24, p. 134.

〈그림 30> Chanel, 
Elie, 1994, No. 15, p. 
19L

고 있는 작품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쯔H, 데삐이즈망의 표현방법 중 복식 항목들의 위치와 용도 변경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복식의 각 항목들을 그 본래의 위치나 용도에서 끄집어 내어 전혀 다른 사용법으로 

자유롭게 배열함으로써 일반적인 복식항목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원리는 초현실주의적 복식에 나타난 기이한 모자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切.

초현실주의적 사상에 의거하여 기존의 미적 관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감각을 추구하였던 엘 

자 스캬빠렐리의 작품인 Shoe Hat(그림 8)에서 거꾸로 얹은 구두의 모양을 한 모자는 그 형 

상이 허위의 상으로 보이지 않고 생명력을 지닌 채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63.
바닷가재, 페스트리, 양의 고깃점 등은 초현실적 모험으로써 모자로 쓰여졌다• 또한, 칼 랑 

거필드는 축소형 안락의자의 형태를 한 모자를 발표하였다.(그림 36)
칼 랑거필드의 모자(그림 28)와 쟝 뽈 고띠에(Jean Paul Gaultier)의 Corset Dress는 뽈쁘 

아레 이래 자취를 감추었던 코르셋(Corset)을 그 본래의 속옷 기능에서 탈피시켜 겉옷화시킴 

으로써 속옷과 겉옷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데뻬이즈망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그는 1982년 이후 대중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용 속옷이 하나의 

패션 주체로써 부각되리라는 예상에서 코르셋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계속하였다. '

샤넬(Chanel)은 근대의 속옷인 크리놀린(clinolin)과 같은 스커트 받침대를 겉옷으로 디자 

인했으며(그림 29) 또한 그는〈그림 30〉에서와 같이 겉으로 절대■보여줄 수 없었던 여성 전용 

의 란제리 (Linserie)를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로 등장시켰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념과 스타일

62) Richard Martin, p. 107.

63) 장동림,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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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Marcel Ve- 
rtes, Rendering of Back
ward Suit, by Elsa Schi
aparelli (1937-1938).

〈그림 32> Jean Charles 
de Castelbajac, Backward 
Suit (1980).

〈그림 33> Hubert de 
Givenchy, Collezioni, 
No. 24, p. 154.

의 극복으로 여성의 미를 더욱 당당하며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칼 랑거필드는 장갑이 갖는 본래의 용도와 목적을 박탈하여 허리를 졸라 매는 벨토로 변경 

시켰다. 쟝 샤르 드 카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은 장갑을 그 위치에서 '이直•시 

켜 어깨에 메는 가방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예는 데뻬이즈망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복식을 이루는 각,항목들 

에의한새로운 결합에서 이루어진다叫 '

존 칼리아노（Jonn Calliano）는 바지 형태의 자켓을 창안하였으며, 쟝사르 S. 카士텔바작은 

자켓 형태의 스커트를 고안하여 자켓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변경시킴2•로써, 일반적인 복식 

의 상（上）과 하（下）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았다險.

뿐만 아니라, 1937년 Harper's Bazaar에 실린 엘자 스캬빠렐리의 수트（그림 31）는 앞모습 

이 뒤로 향하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앞과 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전환을 가져온 작품이다 

이러한 스캬빠렐리의 혁신적인 수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쟝 샤르 드 카스텔바작의 

Backward Suit（그림 32）와 지방시의 작품（그림 33）이 있다.

둘째, 데빼이즈망의 원리 중 구조적인 형태변경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복식의 구조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를 오브제화한 사물로 

변형, 새롭게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복식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표현방법 이다.

64) Richard Marin, p. 108.

65) 이용으］, P. 35.

66) Richard Martin, p. 208.



〈그림 34> Thierry Mugler, 
Flora (Begonia) (1981 〜1982).

〈그림 35> Jean Charles de 
Castelbajac, Eagle Dress(1986).

구조적 형태변경에서 중요한 오브제는 새, 꽃, 바닷가재 등과 같은 자연물로서 이것의 형태 

를 변경시켜 나감으로써 복식의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바다에 대한 초현실적 시각은 신지아 루지에리 (Cinzia Ruggieri)의 Octopus Dress와 아담 

쿠르츠만(Adam Kurtzman) 의 Manta Hat의 현대복식 에 서 유지되 고 있다이브 생 로랑의 

물고기 비늘 모양의 Sardine Dress는 인어의 비밀스런 음성과 같은 새로움을 주었다•

애니미즘(Animism)관점에서 나무를 여성의 형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비비엔 웨스트우 

드(Vivienne Westwood)의 Tree Coat와 신지아 루지에리 의 Weeds Dress에서의 복식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되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으로써 여자는 곧잘 꽃과 연결되어진다. 여성이 아름다움이 꽃으 

루 표현될 때 여성은 티에리 뮤글러(Thierry Mugler)의 Begonia Dress(그림 34), 크리스 티 

앙 라크로와의 Rose Hat 등의 형태가 된다.

쟝 샤르 드 카르텔바작은 Eagle Dress(그림 35)에 서 새를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또 구조적 

형태변경의 중요한 오브제로 쓰이는 것은 가구, 장식품 둥과 같은 인공적인 부산물로 이것의 

형태를 변형시켜나감으로써 보는 사람의 타성적인 미의식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사물은 다양 

한 모양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칼 랑거필드는 위치와 용도변경에서 예를 들었듯이 Chair Hat(그림 36)을 발표했는데 이 

러한 그의 시도는 가구와 복식간의 전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그림 14〉에서 그 선례 

를 찾아볼 수 있다. 인체의 흉부에 서랍을 구성한 달리의 작품을 엘자 스캬빠렐리가 데스크

67) 김윤민,「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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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Karl Lager
feld, Chair Hat and 
Upholstered Dress (1985).

《그림 37> Dominique 
Lacoustille, Galle Lamp 
Dress (1980s).

v =1림 38> Valentin 
Yudashkin,-- - -Fashion 
Today(1993, 9) 부록.

슈트로 재현한 것으로, 서랍의 기능성이 강조한 포켓으로 디자인되었다. 1984년에 돌린 드맅 

사스(Doline Dritsas)는 그의 작품인 (Painted Silk Drawers Dress〉에서 서 랍을 장식물로 구 

성하여 장식적인 디자인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아델 루츠(Adelle Lutz) 의 작품에서 의복을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의 기둥모양으로 표현하 

였고, 도미니크 라쿠스틸(Dominique Lacoustille)은 역사적인 유물인 Galle 램프(그림 3S를 

오브제화 하였으며, 또한 Window를 오브제화하여 복식의 구조적인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기존 복식의 일반적인 형태개념에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또 발렌틴 유다스킨(Valentin 
Yudashkin) 이 93/94 오뜨꾸띄르(Haute Couture) 에 발표한〈그림 38〉에서도 꽃병을 오브 

제화한 복식의 구조적인 형태변경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은 복식의 구조적인 형태중 어느 한 부분만을 변형시켜 나감으로써 초 

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데뻬이즈망의 표현방법 중 꼴라쥬 기법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꼴라쥬란 비예술적인 일상의 소재를 그때 그때의 선택과 상상력의 기쁨 및 데뻬이즈망의 

원리에 따라 화면에 붙이는 기법을 말한다叫

복식조형에 있어서 데빼이즈망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꼴라쥬는 

그 재료의 사용이나 표현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찌

크리스티양 라크로와는 자수, 패치워크(patchwork)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꼴라 

쥬함으로써 환상젹이고 불가사의한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쟝 샤르 드 카스텔바작의 아플리케(Applique),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퀼팅 

(Quilting), 신지아 루지에리의 타피스트리(Tapestry)의 스터핑(Stuffing) 등과 같은 기법을

68) 윤미경, PoUage에 의한 섬유예술의 표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p. 3.

69) 윤미 경, p. II.

-439-



〈그림 39> Romeo Gi- 
gli(1990/1991 S/S Col
lection).

〈그림 40> Reiko Hir- 
ako(1991, S /S Paris Col
lection).

〈그림 41 > Moschino 
(1990, S /S Milan Collec
tion).

이용하여 오브제를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꼴라쥬함으로써 모호하고 불 

합리한 초현실적인 세계로의 문을 열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넷째, 데빼이즈망의 표현방법중 트롱쁘뢰이유 기법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트롱쁘뢰이유는 눈속임을 뜻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형이나 색채, 선, 재질감의 대비로써 시 

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다지인 테크닉이다叫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한 것도 무 

의식의 세계를 증명하는 역할로서 데뻬이즈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초현실 

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주 응용되며 새롭고 충격적인 흥미를 자아낸다.

그 예로써, 살색이나 비치는 옷감을 붙임으로써 피부가 보이는 것과 같게 한 것（그림 39）, 
칼라와 앞여밈（단추）만을 디자인하여 입혀져 마치 살색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는 것（그림 

40）, 직물 자체에 프린팅이나 비딩（Beading）을 함으로써 물체가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 

으키 게 한 것（그림 41, 27）등 다양한 방식 이 있다.

이와 같이 데뻬이즈망의 표현방법에 따른 적용은 기존의 복식형태를 변형시켜 새로운 구조 

적 경험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복식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해 

주었으며, 앞으로의 현대복식에 있어서 창조적 가능성을 고무시켰다.

恥결론

현대사회에 이르러 급진적으로 발전,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인 환경에 따라 복식에 있어서도 

예술사조와 더불어 빠른 진보와 다양한 변혁을 가져왔다.

70）권혁미,「20세기 Mode의 조형성 표현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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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식조형은 모든 조형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조형 예술성은 여러가지 방법 

과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술 사조의 하나 

인 초현실주의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여 그 조형미가 어떠한 식으로 

현대복식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는 현대복식을 조형예술적 표현으로 가능케 하고 동시에 기존의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복식과 예술의 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둘째, 초현실적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인 데뻬이즈망 표현방법이 현대복식에 

다양한 각도로 적용됨으로써 기존복식의 일반적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였 

다.

성!째, 현대복식에 있어서 초현실주의 사고에 의한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은 새롭고 혁신적 

으로 시도로써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물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게 

하고 모든 사물이 조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현대 복식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의 이념과 조형적 특성의 폭넓은 활용은 기 

존 관념에서 벗어나 복식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복식을 조형예술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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