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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mechanical beauty of the art style 
represented o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ashion.

From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mechanical civilization began to develop in full scale, 
various distinctive styles of art began to emerge by the denial of the traditional artistic style, 
which is said to be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20th century's sprit.

That is, the diversified styles of modern art, which has developed in line with the rapid 
growth of civilizations, experienced environmental pollution, non-humanization and un-indivi- 
dualization. Those phenomena became mental anguish for artists and designers, they have come 
to meet with changes, by their efforts to find new way.

So, the mechanical beauty is becoming a very important factor arts.
Especially, the collage of the Cubism have been used as art techniques of positive mechanical 

beauty. And in the transition from Dada to Surrealism, the objects provided an important har
mony, suggesting that all things, even those achived by chance or presented in new 
associations or radical dissociations, could be said to have meaning. Pop Art that expressed 
daily living of spending culture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scaled up the induction of mass 
media which was much more realistic than Dada or Surrealis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ashion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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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mechanical beauty was examined and plundered by modern art styles. The mecha
nical beauty of modern art was represented in the modern fashion as the positive and negative 
formativeness.

Above all, the best way that the fashion design should take in the future, is in the search of 
ways how to restore humanity that was lost due to use of machine, how to develop its merits 
and how to harmonized with mechanical civilization.

I.서 론

예술은 그 시대 사회의식의 반영이며 그 시대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급진적 

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계 • 기술문명은 20세기를 

풍미했던 수많은 예술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

현대는 흔히 기술의 시대 또는 기계의 시대라 

고 불리워질 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학 

기술에 의해 압도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대의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예술은 원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것이 실용적이든 상징적이든 시대를 달리하면서 

재료와•기계 • 기술적인 것에 의하여 반영되어 왔 

으며 그러므로써 예술과 기계 • 기술은 상호불가 

분의 관계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공업적 기계 • 기술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되자 현대 예술가들은 기 계 • 기술에 대하 

여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표명하게 되 었다. 그것 

은 극단적인 비관주의로 부터 오는 절망과 철저 

한 낙관주의로 부터 발생하는 우상숭배가 그것이 

었다. 전자는 기술에서 비롯되는 합리성을 전적 

으로 부정하는 예술이며 후자는 기술에 동화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미학으로 표 

명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특히 수학화되고 기계화된 과학 

이 인간의 욕구와 감정 둥과는 무관해지고 자연 

으로부터 조화, 생명력, 신비, 멋 같은 것들을 제 

거해 버린데 대한 반감이었다. 즉 현대에 이르러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 

적 이기까지 한 이유는 인간의 감성 이나 미적충동 

둥을 외면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를 맞은 오늘에 있어 산업 

예술, 공업예술의 '기계미'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 

이 스며들어옴으로써 인간노동에 의해 자유롭게 

창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온 미의 고전적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멈포드(Lewis Mumford)。역시 인간이 자신 

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여 작업과정이라는 정력 

적인 조직을 통해 자연의 힘을 조정하고 지시하 

는 활동의 어떤 부분, 바로 그 분야 자체만을 지 

적하는 것으로써 기술을 정 의하였으며 기술은 기 

계적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성의 대부분 

을 배제시킨 예술의 표출이라고 말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2차 대전을 전후해서 

기술혁신을 두고 사람들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 

고 불렀다. 여기에서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유럽을 누빈 산업혁명을 기계에 의 

하여 인간을 '근육 노동'으로 부터 해방시킨 혁명 

이라고 한다면 이 제2의 산업혁명은 자동시스템, 

컴퓨터,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둥에 의하여 

인간을 '신경노동'으로 부터 해방시켰다고 할 수 

있는것이다气

이처럼 기계 • 기술 문명의 출현은 예술의 존재 

이유마저를 뒤흔들어 놓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 

분명했으며 기계 • 기술 문명의 둥장은 종래의 예 

술과 그 자체까지를 뒤흔들어 놓았다. 예술가들 

은 산업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과 쓰다남 

은 기계류의 부산물들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 

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 생산의 홍수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미국과 유 

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즉 20세기의 시대적 요구는 과학 문명과 조형 

예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에 있어서 

도 과학 문명의 손을 잡고 패션 디자이너 자신의 

조형성과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오늘날을 사는 사 

1) 김문환 역, Lewis Mumford, 예술과 기술, 1990, p. 23, 30.
2) 李逸,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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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써 과학 문명의 기계 • 기술에 적극적인 태 

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조형 예술의 첨단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감성의 안내 역할을 수행 

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계 • 기술이 예술이라고 하 

는 창조적 인 인간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문헌 

고찰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예술 양식에 있어서의 연구 범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계미의 조형성이 두드러졌던 입체주의, 

다다 운동, 초현실주의, 팝 아트, 키네틱 아트 양 

식을 중심으로 패션에서 표출된 내적 의미를 살 

펴보았다.

그러므로써 그것이 단순히 기계주의 내지는 

'예술의 기계화'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계 • 기 

술이 예술 자체의 관념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으로 변질시켜 가며 양자의 결합이 한층 더 

다원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과학 문명 

의 형태와 조형 예술의 관계를 재인식하여 과학 

문명에서 새로운 조형활동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 

을 두었다.

그리고 현대 예술 양식과 현대 패션의 경향 둥 

을 현대 문명의 특징인 기계 • 기술적인 것과 관 

계지어 고찰함으로써 또 다른 입장에서 현대 조 

형 예술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고 신기계 •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예술의 표현영역이 

개척될 가능성이 엄존하는 한 조형 예술과 기계 

• 기술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찰 분석 할 필요성 

이 있음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U. 예술양식에 있어서 기계미의 
표현 특성

1. 긍정적 표현 특성

예술양식에 있어서 기계미의 표현 특성은 기계 

문명의 산물을 작품의 주제나 소재로 수용함으로 

써 기계 • 기술적 요소가 긍정적인 미학으로 표명 

되었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예술양식으로서 입 

체주의와 팝 아트 그리고 키네틱 아트를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1) 입체주의(Cubism)
입체주의는 르네상스 이래 서양 회화의 전통적 

인 기법인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다채로운 색 

채를 이용한 순간적인 현실묘사를 지양하고 자연 

의 여러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의 환원과 사물의 존재성을 3차원으로 구축, 재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차원의 평면성 위에 

사물의 정 면과 측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도 표현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원리에서 입체주의는 

분석의 시대 (Analystic Cubism)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를 통하여 피카소(Pablo Picasso: 18- 
81 〜 1973) 와 브라크(George Braque ：1882~19- 
63) 두 사람은 3차원의 물체를 회화라고 하는 2 
차원의 세계에 표현하고자 하는 과제에 매혹되어 

물체가 지닌 3차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객이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림의 표면이 평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구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입체주의 화가들은 시점의 위치에 의해 

정해진 우연한 대상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대상이 

지니고 있는 바의 참모습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결코 그 물체의 전체적인 모 

습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그 물체를 보아야 한 

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기하학적 견고성으로 면들 

에 의해 볼륨을 분석하는 것으로 면의 분할을 통 

해 자연공간을 파괴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공간을 

창조하게 되었다.

입체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출발점 

으로 삼으면서 컴 파스나 자, 직각자 등을 사용하 

여 대상으로 부터 그 속에 본래부터 있는 직선이 

나 곡선, 면이나 입체를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추상의 과정은 기계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어 

서 현실적인 것에 내포되어 있는 예술가의 개성 

이 뚜렷 이 발휘되게끔 해주었다成〉.

3) Phaidon Press, The Art Book, 1996, p. 65.
4) Hugh Honour, John Fleming, A World History of Art, Laurence King Publishing, 1995, p. 733.
5) Robert Hughes, The Shock of the New, Thames & Hudson, 1990,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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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나 브라크의 작품이 풍경보다도 인물이 

나 정물이 많은 이유는 풍경은 바라보아야 한다 

는 거리감이 언제나 작용하지만 인물이나 정물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써 거리감의 배제 

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6". 정물 중에서도 악기, 

컵, 파이프, 신문, 트럼프 둥 일상 손으로 만지는 

오브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상의 실제 에 가까와지려고 하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대상을 잃게 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림 1, 2)
그리하여 대상의 해체를 추구하였던 분석적 시 

대에서 분석된 것을 재구성하는 종합적 시대 

(Synthetic Cubism)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분석 

에서 종합으로의 전환을 특정지워 주는 것은 오 

브제 (objects)의 이용이었다. 즉 화면 구성상의 

효과를 노리거나 어떤 질감의 강조나 현실감의 

표출을 위해 신문지나 악보, 상표 둥의 인쇄물을

〈 그림 1 > The Bottle of Bass.
(Pablo Picasso, 1913)

〈그림 2> Man with a Guitar.
(Georges Braque, 1914)

화면 위에 부착시 킴으로써 회화가 단순히 外界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물체 

를 직접 부착하여 실재감을 표출시켜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입체주의의 오브제 인식은 관념적 구조 

로 파악된 고전적 해석 위에 오브제 그 자체를 공 

존시킴으로써 새로운 물질세계와의 교감을 이루 

었다. 오브제 미술은 예술가가 고전적 미학의 기 

준에 관계됨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직접 

선택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비예술이 예술의 문 

맥속에 흡수되어 일상과 예술이 동일화最 이루었 
으며, 기계미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나汀났다. 오 

브제란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 

어 절연(絕椽)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 

재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상징 

6)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Art Past Art Present, Abrams, 1990, pp. 461-2.
7) Nicos Stangos,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94, pp. 56-7.
8)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Phaidon Oxford, 1997,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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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선 

택한 작가의 의지에 의해 물체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버리고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켰다. 입체주의의 오브제 사용은 꼴라주 

(collage)라는 기법에서 도입되었다. 꼴라주는 ' 

풀칠' 혹은 '플칠하여 붙이기' 둥의 뜻을 가진 프 

랑스어皿。)로써 하나의 받침판 위에 각기 다른 재 

료의 단편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특히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빠삐에 꼴레 (papier 
colle)' 라고했다.

입체주의 작가들의 기계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

〈그림 3> Mechanical Elements.
(Fernand Leger, 1918—23) 

된 신문지, 못, 노끈 등과 같은 비미술적인 재료 

의 사용에 의한 꼴라주 기법은 과거의 미술 개념 

을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1".
입체주의에서 표출된 기계미의 긍정적 표현 특 

성은 꼴라주 기법에 의해서 기계문명의 산물들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도입시킴으로써 고도의 산업 

사회가 된 현실을 낙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계문명의 산물인 기계적 요소가 회화의 주제 

로 직접 둥장하고 있는 것온 레제(Femard Leg- 
er； 1881〜1955)의 회화라고 할 수 있다邮&⑹. 레 

제는 기계야말로 근대 문명의 참다운 창조물로써 

표현할 가치가 있으며 그 빛나는 정밀한 추상미 

의 이미지가 근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따 

라서 자연의 모든 것(인간도 일부)을 기계와 같 

이 양식화해서 표현했으며 인체도 광채가 나도록 

잘 닦아진 금속과 같은 색채로 거칠온 채색을 하 

였다也或叫 (그림 3, 4)

〈그림 4> Composition with Three Figures. 
(Fernand Leger, 1932)

9) Hugh Honour, J아m Fleming, op. cit., p. 737.
10) Fredric Hartt,旳(Vol. 11), Printice Hall, 1979, p. 401.
11)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op. cit., p. 463.
12) Christos M. Joachimides, Norman Rosenthal, The Age of Modernism Art in the 20th Century, Hatje, 

1997, p. 581.
13) Robert Hughes, op. cit., p. 36.
14) Alan Bowness, Modern European Art, Thames & Hudson, 1985, p. 127.
15) Fredric Hartt, op. cil., p. 404.
16) John Russell, The Meaning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p. 253-4.
17) Christos M. Joachimides, op. cit., p. 618.
18)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intice Hall Edition, 1988, p. 327, p. 437.
19) Phaidon Press, op. cit.,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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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희화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한 이러한 

희화 기법에서 오브제의 출현은 이후의 현대 미 

술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다 주었다. 즉 오브제의 

도입은 예술가들이 몇세기 동안에 걸쳐 사용하여 

오던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실험적 재료와 기술 

을 채택한 것으로써 그것은 입체주의의 꼴라주에 

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기 

계미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계기로 후의 다다(Dada) 운동은 이 기 

법을 미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대결이라는 태 

도 표명으로써 이용했고 초현실주의 (Surreal
ism) 도 입체주의에서 유래되는 꼴라주의 이념으 

로 부터 새로운 물체의 교류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20세 기 기 계문명 의 오브제는 현대라는 분명한 

시대의식을 나타내 주는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2) 팝 아트 (Pop Art)
제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면을 추구하여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를 화면 위에 표출시켜 주는 것 

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시선을 현실세계 

로 돌려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여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팝 아 

트가 출현했다.

팝 아트는 1950년대 중엽 런던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바탕을 두고 대중문화에 대 

한 우호적인 입장으로,표명되었다. 영국의 팝 아 

트와 미국의 팝 아트는 독립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영국의 팝 아트가 기계문명을 냉소적으로 표현했 

던 것에 반하여 미국의 팝 아트 작가들은 일단 도 

시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현대예술을 만들어 내었 

다20,2“2>. 그러므로써 팝 아트는 대중 소비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 

켰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팝 아트는 일반 대중문화와 현대 소비 

사회의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풍요로움 

을 이용하거나 재현하여 예술과의 괴리감에서 벗 

어났다는 의미와 함께 내적 세계에서 외적인 세 

계로 시야를 확대하여 입체주의에서 발생된 꼴라 

주와 희화적 요소를 결합한 작업에서 확대된 좀 

더 현실적이고 대중성을 띄는 꼴라주 기법으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20 21 22 23 24).

20) Edward Lucie Smith, Movements in art since 1945, Thames & Hudson, 1995, p. 142.
21)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2, p. 504.
22) Lucy R. Lippard, Pop Art, Thames <£ Hudson, 1996, p. 27.
23) Edward Lucie Smith, Movements in art since 1945. op. cit., p. 115.
24) Lucy R Lippard, op. at., p. 170.
25) Nicos Stangos., op. cit., p, 232.
26) 海野弘外1A,現代美術，新曜社，1995, pp. 128-9.

팝 아트에서의 꼴라주는 대중적, 상업적, 도시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속에서 

의 생활용품과 인쇄물 둥 일상의 이미지를 꼴라 

주하거나 전사하는 기법을 사용해 형상을 재현하 

는 회화로 복귀하였다. 캔버스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소비적인 오브제들, 예컨데 코카콜라 빈 

병, 포장지, 벽지, 라디오, 수선기, 선풍기, 박제 

된 동물 둥의 꼴라주들과 함께 물감을 칠하는 방 

법 을 사용하기 도 하였다.

그러므로써 기성품이나 폐물을 막론하고 모든 

물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예술과 

생활을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어떤 작품이든 물체이고 어떤 행위도 창 

조행위일 수 있다는 다다정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팝 아트는 현대 소비사회의 

한 양상으로 일상적 도시환경의 풍속화를 소재로 

끌어들여 다다나 초현실주의의 부정정신과는 다 

른 현대 문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오브제 

가 갖는 일상성과 함께 꼴라주의 영역을 확대시 

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브제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많은 팝 아트 작 

가들에게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데, 그들은 오브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옮기거나 회화적 이미지로 비꾸어 놓는 경우에도 

되도록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려고 하였다25 26。).

팝 아트를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가장 명쾌하게 제시된 경우로 특징짓는 것은 대 

중문화의 내용을 주제로 삼는 것은 물론 표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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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도 대중의 관심거리와 유사하게 작업한 작 

가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21
그리하여 현대 문명이라는 메카니즘 속에서 발 

견되는 극히 일상적 인 이미지를 대량으로 희화속 

에 도입했다. 그때까지는 하잘 것 없는 것으로 간 

주되어 왔던 모든 것을 예술이라는 것과는 관계 

없이 받아들였고 그 어떤 것도 신성시 하지 않을 

뿐더러 반대로 그 어떤 것도 비속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표현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예술적인 

방법을 무시 했다涮.

팝 아트 작가들은 대중적 이미지의 표상 또는 

우상화, 연작 형식의 기계적인 복사 또는 반복 소 

비산업 문명의 소모적이고 폐기된 레디 메이드의 

사물들을 예술로의 숭화를 통해 근대 기 계문명과 

기술 나아가서는 대중의 꿈과 이상을 구가하며 

첨예화하는 예술을 창조함으로써 긍정적인 기계 

미의 조형성을 탐구하였다.

현실생활 속의 필수품을 연질화 또는 거대화시 

킴으로써 그 자체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올덴버그 

(Claes Oldenberg:1929~)의 작품들 역시 마그 

리트(Rene Margritt：1898〜1967)가 사물을 변 

조시키는 방법을 계승하고 있다. 을덴버그는 거 

대한 스케일의 오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질적인 

경이의 환상을 자아냈다죠电31) (그림 5)
그의 작품 속에 둥장한 오브제들 대다수는 싸 

구려 식당메뉴를 진지하게 풍자적으로 개작하여 

조잡하게 형태지운 다음 번지르하게 채색한 아이 

스크림이나 샌드위치, 케익조각, 햄버거 둥이었 

다. 즉 역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올덴버그는

〈그림 5> Hamburger, Popsicle, Price.
(Claes Oldenburg, 1962) * * * * *

27) 정진국 역,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87, p. 23.
28) Nicos Stangos., op. cit., p. 226.
29) Hugh Honour, op. cit., p. 788.
30) John Russell, op. cil., p. 347.
31) Michael Wgd, Art of the Western World, Bruce Cole and Adelheid Gealt, 1989, pp. 314-5.

〈그림 6> Kitchen Storve.
(Claes Oldenburg,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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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팝 아트 작가들 보다는 초기 다다이스트나 

초현실주의자들에 보다 가까왔다32 33 34网. 결국 그는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욕실이나 부엌설비들 

을 연약하고 찌그러지는 오브제로 변형시킴으로 

써 대상의 모양은 그대로 세밀하게 만들었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을 파괴시킴으로써 친숙하고 평 

범한 일상의 오브제를 통하여 현대 생활의 가치 

들을 새롭게 환기시켰다. (그림 6)

32) Edward Lucie Smi바!, Art Today, op. cit., p. 210, p. 216.
33) Nicos Stangos., op. cit., p. 229.
34)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op. cit., p. 504.
35) Lucy R. Uppard, op. cit., pp. 107-8.
36) Fredric Hartt, op. cit., p. 462.
37) John Elderfield, Essays on Assemblage, The Museum of Modern Art, N • Y, 1992, p. 93.
38) Anna Moszynska, Abstract Art. Thames & Hudson, 1990, pp. 198-9.
39)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op. cit., pp. 160-1.
40) Hugh Honour, op. cit., p. 785.
41) H. W.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p. 749.

특히 을덴버그는 지극히 상업적인 물건들을 전 

혀 관계없는 비닐이나 섬유재질로 표현하여 팝

아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꽈35 36 37 38 39 40 41). 그리고 우 

연히 만들어진 형태, 재료, 재질에 환상과 형식을 

부여하였으며 기계의'냉엄함을 부드러운 물체로 

변모시킴으로써 일상성과 진부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에 있어서 팝 아트의 선구자 중의 하나는 

존스(Jasper Johns：1937~)36,37, 인데 뒤상의 레 

디 메이드 개념을 진전시켜 종합하면서 예술과 

대중과의 거리를 없앤 화가로서 국기, 표적, 숫자 

또는 지도와 같은 친숙한 대상을 세심하고 정밀 

하게 그려 미학에서 꼴라주의 전통에 연결되고 

있다. 즉 존스가 끌어들인 오브제들은 어떤 것의 

복제가 아닌 자기완결성을 지니게 되었다쩌요““.

〈그림7> Flag.
(Jasper Johns, 1965)

< 그림 8> Target with Plaster Cats.
(Jasper Johns,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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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그림 7, 8) 그는 커피 깡통에 화필을 가득 채 

우거나 두 개의 맥주 깡통을 브론즈로 주조함으 

로써 평범한 것에 영원성을 부여했으며 주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술 작품의 창조에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졌다勃. (그림 9)
결국 팝 아트는 전혀 새로운 기법을 다루거나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과 대조적인 대상에 주목하여 통속적 

이고 저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올 예술의 범주로 

끌어들였다는데 특징이 있듯이, 팝 아트 작가 

들은 기술사회의 가장 진부한 인공품들을 받아들 

여，고상한' 예술의 수준으로 고양시킴으로써 긍 

정적인 기계미를 나타내었다.

3) 키네틱 아트 (Kinetic Art)
20세기 후반, 50년대 부터 60년대에 걸쳐 풍미 

했던 키네틱 아트는 물리적인 시스템에 직접 접 

속된 동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움직 임을 작품과 관 

계지었던 미술이었으며 기계미가 구체적으로 표 

현되었던 예술양식으로써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해

< 그림 9> Painted bronze
(Jasper Johns, I960) 

긍정과 부정적인 양 측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작품 조형성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서술 고찰하고자 

하였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 '기계적 움직임이라는 새 

로운 움직임의 형식을 가져왔다. 기계젂인 운동 

은 자연적 인 속도를 능가하는 속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중가시키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대중이 흥분하고 기대 

했던 것은 기계와 성공적인 연계를 맺어온 예술 

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 기술 문화에 조화되 

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기계에 대한 예술적 감각 

은 기계가 지닌 힘(동력)으로 부터가 아니라 움 

직임의 방향이나 속도에서 비롯되었다42 43 44 45 46 47 48 49■初.

42) Robert Hughes, op. at； p. 341.
43) John Russell, op. cit., pp. 353-5.
44) Bernard S. Myers, The History of Art, Exter Books, 1985, p. 905.
45) 高階秀彌，西洋美術史，美術出版St, 1991, p. 180.
46) Robert Atkins,現代美術(少村，■已美術出版社，1991, p. 180.
47) 苦林直樹，現代美術•人門，JICC出版，1993, p. 167.
48) H. W. Janson, op. cit., pp. 746-7.
49)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at., pp. 583-4.
50) Michael Wood, op. cit., p. 308.
51)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 Thames & Hudson, 1995, pp. 171-2.

키네틱 아트는 우선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가 있다.

첫째,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변하는 것 

처럼 보이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옵 아트(Op 
Art)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키네틱 아트로 

통용되고 있다. 즉 허상의 움직 임 즉 관객 의 눈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뚜렷하게 반응하는 움직임 

을 지닌 작품들이 포함된다®.

두번째는 난무하는 운동의 오브제로서 칼더 

(Alexeander Calder: 1898〜1976)® 의 모빌 

(mo01)과 같이 기계적인 동력을 가지지 않고도 

움직이는 것이다.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칼더의 

모빌은 바람이나 중력의 법칙 둥 자연의 힘에 움 

직이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우연적이며 무작위적 

인 움직 임을 산출해 내 었다50 51叫

세번째는 빛, 전기,'물 따위의 기계적인 힘을 

가하는 작품들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움 

직임'이 단순히 작품속에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기술의 직접적인 활용을 

통하여 물질적인 시간속에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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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기술 문명의 콘텍스트 속에 서로 예리하 

게 대립되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현대 문명에 대 

한 상반된 태세,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취하고 있다.

이 중 현대 문명에 대해 긍정적 반웅으로 작품 

을 제작하였던 세페르(Nicolas Schoffer：19- 
12〜)는 팅겔리(Jean Tinguely: 1925〜1991)와 

는 반대로 현대의 기술 문명에 대한 낙천가적인 

이념을 표방하였으며 사이버네틱스52)를 비롯한 

갖가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현대 

문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환경의 창조 

를 지 향하였다.

52) 苦林直樹, op. cit., p. 169 제 2차 대전 중의 미국의 위너에 의해 제창된 심리학, 생리학, 물리학, 전기공학, 
수학 둥 모든 분야에 걸쳐 전혀 새로운 학문의 한 분야로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 자동공작기 등의 개념이 여기에서 쓰이고 있다.

사이버네틱스를 이용했던 세페르는 보다 첨단 

과학 및 기술을 작품에 도입하였다. 그는 특히 빛 

의 키네틱적 효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이보그 

가 연출하는 변화무쌍한 빛의 구성을 통하여 장 

려한 스펙타클을 창조해 내었다. 그는 팅겔리의 

우연적이고 자멸하는 다다적 작품 태도와는 달리 

엄밀한 계획과 수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의 1961년의 작품 [Cybernetic 기념탑]〈그 

림 10〉은 52m의 탑으로 33개 의 회전축과 함께 60 
개의 움직이는 금속판 지느러미를 달고 각기 광 

선을 발산하여 서로 다른 속도로 돌며, 밤에는 

120개의 프로젝터에 의해 조명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작용은 물론 탑안에 장치된 콘트롤 룸의 전 

자두뇌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역시 

광전판, 마이크로폰, 온도계, 습도계, 풍속계 등 

의 치밀한 계산기가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위작곡가 음악의 녹음이 구비되어 있어 주위의 

음향에 대한 반응과 어울려 전자 두뇌의 지시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 탑 옆에는 거대한 반 

투명의 스크린이 세워져 있어 또 다른 전자두뇌 

에 의해 입자 조각을 간직한 70개의 프로젝트에 

서 투영되는 추상투영 이 반영되었다.

세페르는 그의 작업에서 움직임과 다다 운동의 

개념을 폭넓게 이용하였고 그것들은 공간, 시간, 

빛, 거울투사, 그림자 둥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럼으로써 기계에 의한 환경화를 꾀하였다.

〈 그립 10> Cybernetic Tower Studio.
(Nicolas Schoffer, 1961)

< 그림 11 > Electo Magnetic, 
(Vassilakis Takis, 1969)

또한 기계를 인간화하려고 했고 테크놀로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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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해방시킬 계기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긍정적인 기계미를 표현하였다.

타키스(Vassilakis Takis:1925~)가 1960년대 

에 제작한 [Elect。magnetic]〈그림 11〉이라는 

작품은 두 개의 전자석이 실로 천장에 매달려 내 

려져 있고 바닥에는 전자석이 장치되어 있는데 

규칙적인 리듬을 따라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켜졌 

다 꺼졌다 하였다. 전류가 흐를 때에는 그것이 한 

자석의 양극을 끌어당기고 다른 자석의 음극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서 신비로운 자기의 힘을 

보여주었다gs. 타키스는 기계공학의 새로운 가 

능성을 개척하려고 애썼으며, 그의 작품 가운데 

어떤 것은 자력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즉 이러 

한 작품들이 가리키는 새로운 주장은 이 작품들 

이 물질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 

물질적 에너지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嘛%

다시 말하면 일부 키네틱 아트 작가들에 의해 

서 비로소 기계와 기술사회라는 현실이 긍정적으 

로 받아들여졌고 진보된 기계 • 기술이 작품제작 

에 사용되었다. 무조건 기계와 기술을 사용한다 

고 하여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통적인 재료와 기 

법 만을 고집 하고 새로운 기 계 • 기술을 무조건 배 

격 하는 것은 낙오된 사고방식 이라 하겠다5”.
사차원적 시간을 도입한 키네틱 아트는 우리에 

게 새로운 예술을 소개했고 이를 통하여 미적체 

험의 세계를 넓혀주었다. 그러나 지나친 기계 • 

기술의 의존은 예술의 전달능력의 상실이라는 난 

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놀라우리만치 

빠른 속도로 진보되는 기계 • 기술문명 속에서 현 

대인과 예술 세계, 인간과 과학기술 문명의 적절 

한 연대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부정적 표현 특성

1) 다다 (Dada) 운동

현대 예술가들이 기계 • 기술 문명에 대해서 반 

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 

내고자 했던 예술양식으로는 초현실주의와 다다 

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향들의 작품 가 

운데에는 기계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부정 속에서도 기술적인 요 

소가 내재되어 현대 문명에 대한 고발적인 의미 

를 함축하였던 것이다.

1차 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인간의 절망은 

기계문명에 대한 좌절에서 마침내 광폭으로 변질 

되었고 그것은 전통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을 

초래했다. 그러한 분열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곳 

은 1916년 스위스 쮜리히에서 였다. 즉 전쟁의 파 

괴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유럽의 이 

성적 가치관에 대한 불신이 깔린 사회적 특징을 

안고 스위스에서 지성인, 반전주의자, 예술가들 

이 모여서 다다 운동은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러 

한 사회의 부정적, 허무주의적인 특색은 다다 탄 

생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이들의 지배적인 정신은 기성가치의 부정과 더 

불어 동시에 현대 문명 전체에 대한 비판과 그 역 

행에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무기를 가공할 

만한 여러 기법을 통하여 화면에 등장시켰다. 예 

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것으로 철저히 무 

장했는데, 반대로 말해서 기술적인 것에 대적하 

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예술'이라는 통념에 새로 

운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기 

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53 54 55 56 57 58〉.

53)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op. cit., pp. 320-1.
54) 김정화 편저, 20세기 미술의 모험, AP 인터내셔날, 1990, P. 206.
55) Robert Atkins,現代美術牛-▽-已 op. cit., p. 91.
56) 編'輯部，現代藝術事典，美術出版社，1993, p. 73.
57) Anna Moszynska, op. cit., p. 178.
58) David Britt, Modem Art. Thames & Hudson, 1989, pp. 204-5.

다다이스트들은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해방과 창조를 실현시켰는데 그것은 전 

통적인 예술 개념을 부정하기 위하여 예술 외적 

인 폐품, 신문과 잡지의 인쇄물, 사진 등 실용적 

인 목적을 가진 기성제품들을 작가가 창조한 이 

미지가 아닌 비개성적인 기성 이미지를 미술의 

화면에 끌어들이는 꼴라주 기법이었다. 다다 운 

동에서 다다이스트들의 표현기법인 꼴라주가 매 

우 개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서 요구되는 현실의 틀을 벗어버 

릴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틀에 얽매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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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erzpicture 9B. The Great Pic
ture.

(Kurt Schwitters, 1919)

념이 아닌 좀더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표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체주의의 꼴라 

주와는 달리 기계미의 부정적 표현 특성으로 표 

명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예술을 인생과 결부시켰고 전통적인 예 

술관을 부정하였으며 반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의 

도로써 꼴라주 기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우연(偶然)'을 존중하며 그들의 창작에 흥미를 

더해 그 방법도 더욱 다채로와졌다59>. '우연의 법 

칙'은 발전 체계화되어 자동주의라는 수단으로 

승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현실주의에 이르러 

자동기술법(automatism)이라는 회화의 영역이 

되었다蛔).

특히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 
48)切의 작품(그림 12)에서는 오린 종이나 천, 깃 

털을 붙인 후 그 위에 거친 물감으로 자유스런 텃 

치를 그려넣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에 의해 꼴 

라주 기법의 조형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들 

은 대부분 현실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예술적 인 

재료 즉, 쓰레기통에서 주워모은 듯한 상호 관계 

없는 물건을 모아 작품화한 것으로 예술과 현실 

의 삶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다다의 욕구를 반영 

한 것이었다0.

즉 슈비터스는 쓰레기 즉 리노륨 조각, 버스표, 

떨어진 구두 같은 것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하 

치장 같은 곳에서 주어온 공업문명의 폐물에 자 

기의 미학을 쌓아올려 무의미하고 무용지물인 사 

물에서 그 나름대로의 고귀함을 재발견하는 최초 

의 작업자이자 비예술로부터 예술을 창조하는 전 

형적인 오브제의 수법을 즐겼다叫

무에서 창조하는 예술과 무로 돌아가려는 예술 

성이 곧 다다 예술의 기본성59 60 61 62 63 64 65,이라고 하였는데, 

이 같은 무에서의 행위들은 기존의 가치들을 원 

점으로 돌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려는 정신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예를 뒤상(Marcel Ducha- 
mp：1887〜1968)의 작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 

는데, 그의 '레디 메이드，, '오브제' 등은 허무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치에 대한 부정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조형활동 

에 새로운 장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66 67)(그림 

13). 즉 기계의 메카니즘을 수용함으로써 기계를 

부정하는 정신이 그의 작품 가운데 널리 깔려있 

다67>. 그리 하여，기 계미는 뒤상에 의해 태동되 었 

다고 볼 수 있다68网.

59)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op. cit., p. 473.
60) 高階秀彌，op. at., pp. 66-7.
61) 編輯部，現代藝術事典，op. cit.. pp. 138-9.
62)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cit., p. 647.
63) Michael Wood, op. cit., p, 285.
64) John Elderfield, op. cit., p. 31.
65)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79, p. 161.
66) H. W. Janson, op. cit., p. 724.
67) Alan Bowness, op. cit.,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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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Bicycle Wheel.
(Marcel Duchamp, 1913)

피 카비아 (Francis Pacabia: 1879~1953) 의 

작품(그림 14)의 경우 이질적인 재료를 우연적인 

방법으로 꼴라주한 것으로 전통적인 관념을 부정 

하고 가치를 잃어버린 폐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 가치 부여로 무한한 조형적 창조정신을 표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7。'•끼.

라울 하우스만(Raul Hausman) 역시 이질적 

인 기성 이미지를 재결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으 

며 작품을 통하여 다다 운동의 이념인 기존 예술 

의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68 69 70 71 72 73 74■꺼. (그림 15)

68) Fredric Hartt, op. at., p. 422.
69) John Russell, op. cit., p. 214.
70) Jean-Louis Ferrier, op. cit., p. 214.
71) Robert Hughes, op. cit., pp. 51-2.
72)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Thames & Hudson, 1994, p. 276.
73)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cit., p. 602.
74) David Britt, op. cit., p. 220.

다다 운동은 전통적 예술에 대해 혁명적이었고 

반예술이었으며, 다다 운동의 혁명정신은 예술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존 인간정신의 소산물 전 

〈그림 14> Parade Amoureuse.
(Francis Picaba, 1917)

반에 걸친 부정이었다. 그리고 다다이스트들은 

시대상황과 결부되어 기존의 재료, 형식에 얽매 

임없이 과격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그것은 고정 

관념속의 기성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합리적 

사고에 대한 부정 이었다.

즉 회화작품에서 활자 붙이기, 사진조립, 부조 

에서 물건, 기성품으로 전개된 무한계의 예술 세 

계를 다다예술이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현대의 

물질문명의 산물인 대량생산에서 비롯된 기성품 

을 그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기계 

기술의 산물들이 전혀 배제되지 않고 수용됨으로 

부정정인 기계미가 다다 운동의 부정정신을 통해 

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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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echanical Head.
(Raoul Hausmann, 1919~20)

2) 초현실주의 (Surrealism)
1920년대 프랑스 작가와 시인들에 의해 다다의 

열기 중에서 생겨나게 된 초현실주의는 기계 • 기 

술문명의 합리주의 적 압박에 저 항하는 성 격올 가 

지게 되었으며 기술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한 회 

의를 느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다다 운동의 멤 

버들로서 질식 할 듯한혐오스러운 사회적 예술적 

환경 에 직면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으며 삶에 

대한 신선한 접근과 새로운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어서 혁명을 유발할 강력하고도 잘 확립된 아 

방가르드적 전통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즉 초현실주의는 종래의 예술형식을 부정하고 

인간 내면 세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고 이성에 의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 

은 심적인 상태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기 위함 방 

법으로써 자동기술법; 꼴라주, 프로타주(frott
age) 둥의 기법을 탐구하였다75 76).

75) Hugh Honour, op. cit., p. 753.
76)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op. cit., p. 482.
77) 編輯部, 現代藝術事典, 아，. cit.. p. 62.
78)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 Gallery Books, 1988, pp. 403-4.
79) 海野弘外 1 人，op. cit., p. 81.
80) David G. Wlkins & Bernard Schultz, op. cit., p. 485.
81) 編輯部，現代藝術事典，op. cit.. pp. 80-1.

다다 운동의 무의미한 부정 정신, 반예술적인 

소재 들을 받아들이 고 사희 의 부조리로 부터 새로 

운 문화를 창조했던 초현실주의는 다다 운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리고 다다 운동의 표현 

수단 위에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표출해 보이기 

위해 자동기술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표 

현을 정신세계의 근본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 

졌다瞼.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법은 예술을 화면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심리로부터 

발생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 부터 발 

산되는 이미지를 회화로 표현했다. 즉 자동기술 

법은 인간의 가장 심오하며 자유로운 의식에서 

발산되는 힘을 올바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그것 

이 바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수단이라고 여겼다77 78 79, 

78)

또한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는 사물의 현실적 모 

습에서 개인의 심리적 경험을 표출해냄으로써 거 

기에 대한 상징기눙의 오브제까지 출현하기에 이 

르렀다.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놔 

단절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한 욕망 

이나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오브제를 말 

한다.

이 상징적 오브제를 출현시킬 수 있었던 데페 

이즈망 (depaysement) 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 

게 한 것은 초현실주의이지만 그 뿌리는 입체주 

의나 다다에서 찾을 수 있다沏. 즉 이질적인 사물 

들끼리의 비합리적인 만남으로 그 사물의 리얼리 

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관성 

이 교체되거나 고립되거나 흑은 연결되었는데 이 

러한 다다의 꼴라주에서의 데페이즈망 방법이 초 

현실주의에 전이된 것이다80 81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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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에서는 조화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 

는 것이 함께 병존하는 이 데페이즈망에 의한 환 

상세계는 오브제의 도입, 무의식적 배치, 의식적 

으로 우연성을 불러모으는 기법, 형태는 없으나 

영상을 일으키는 수법 등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하였던 꿈의 세계를 제시하려고 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비합리적인 세계를 과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부터 해방시키려고 한 것이 그 

근본 이념이었고 일상생활의 사물들이 지닌 성격 

과 형태 둥을 전위시키거나 자동기술법에 의해 

꼴라주 함으로써 의외의 환상이나 경이로운 우연 

적 사건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평범하고 혼한 

재료로써 더욱 더 효과를 거두었다82 83 84 85 86 87〉.

82) Nicos Stangos, op. cit., p. 128-9.
83) 박순철 역 막스 에른스트, 열화당, 1979, p. 9.
84) Jean-Louis Ferrier, op. cit., p. 258.
85)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cit., p. 593.
86) Sarane Alexandrian, op. cit., pp. 64-5.
87) Jean-Louis Ferrier, op. cit., p. 352.
88) 李逸, 현대미술의 軌跡, 1988, p. 25.

프로타주는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 
~1976)에 의해서 발견창안된 독자적인 표현수 

법으로써 에른스트가 문질러대는 대상의 구조가 

이 구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화적 대상에 

종속함으로써 프로타주는 새로운 객관성을 만들 

어 내었다龄. 즉 나무결이 붓놀림이나 폔놀림을 

대신함으로써 여기에서 생긴 형상들은 신비스러 

운 초현실성을 띠었으며 향수자로 하여금 환상적 

인 환각을 일으키게 하였다s. 따라서 에른스트 

가 창안한 프로타주 기법은 초현실주의 정신인 

잠재적인 무의식과 자동기술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16〉의 프로 

타주에 의한 작품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财«.

그의 회화에 있어서 프로타주 기법은 작가의 

의식적인 조작에 지배될 필요가 없는 신비한 세 

계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으며, 이 기법으로 자 

동기술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초현실주 

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에른 

스트는 프로타주의 소재를 나무를 비롯하여 삼베 

조각, 실토막, 암면, 유화의 캔버스 둥의 마티에 

르 같은 것을 문질러서 여러가지 환상의 이미지 

를 나타냈다". (그림 17)
트리스탄 짜라(Tristan Tzara)는 그 아무도

〈그림 16> Untitled (frottage).
(Max Ernst, 1925)

에른스트처럼 교묘하게 물체의 포켓을 뒤집는 일 

은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의혹의 눈길 

을 사물 고유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킨 

다. 또 기계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의 비인 

간화의 징후로써 취급된다88〉.' 라고 평하였다.

마그리트(Rene Margritt:1898~1967)는 데페 

이즈망을 이용한 일상적 대상의 결합으로 사물에 

초현실주의적 해석을 부여하여 미지의 이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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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over of Minotaure, No. 10.
(Rene Magritte, 1937)

인간 무의식하의 세계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면 

서 이성의 합리적인 논리를 부정하고 비합리의 

구상화인 착란의 미학을 데페이즈망으로 구현하 

였다%9。).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사물을 

전치시킴으로써 창출해 내는 그의 환상적 작품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표현되었다叫 (그 

림 18, 19)

〈그림 19> Personal Values.
(Rene Magritte, 1952)

〈그림 20〉에서는 당근과 병 이라는 전혀 무관한 

두 사물 옆에서 이 두 사물을 봉합시킨 가공적 이 

미지를 묘사함으로써 당근과 병의 두 이미지를 

상호보완하고 있다. 이것은 두 사물 사이에서 일 

어난 착시 적 환상일지도 모르나 너무나도 생소한 

느낌을 주는 이 이미지로 부터 이질적이며 괴이 

한 신비 감조차 맛보게 되는 것 이 다89 90 91 92 93).

89) David Britt, op. cit., pp. 240-1.
90) Fredric Hartt, op. cit., p. 425.
91)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op. cit., p. 224.
92) Suzi Gablik, Magritte, Thames & Hudson, 1992, pp. 116-7.
93) John Elderfield, op. cit., p. 788.

이처럼 사물들의 이미지가 나열, 절단, 투시 또 

는 봉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물간의 이질적인 

결합은 경이적이고 신비로운 환상을 낳게 하는 

데페이즈망의 한 전개 방법이며 이것에 의해 표 

현되는 사물간에 맺어지게 되는 새로운 관계는 

불안감을 주는 동시에 미지의 환상세계로 매혹하 

는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데페이즈망 기법에 의한 형이상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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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The Explanation.
(Rene Magritte, 1952)

표현은 실존주의 철학과 함께 전후 현대미술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고 급속히 발달하는 과학 

물질문명에 비개성화되어 가는 인간의 의식을 새 

로운 질서로 날카롭게 대응하는 팝 아트의 형성 

에 까지 그 사고영 역을 넓혀 주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결코 기술적인 가치를 둥 

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한 바는 기술의 가 

치 영역에 있어서 다름 아닌 단순한 기계적 기술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용가치가 배제된 또 

하나의 기술, 그것은 심적 기술(記述)이 작품 속 

에서 완전히 즉흥적이며 우연적인 추상의 형식으 

로 인식될 때 필요시 되어지는 기술을 추구한 것 

이며 기계의 무의미한 존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 

다. 즉 초현실주의는 합리적 물질문명에 억압된 

인간의 정신기능을 되찾으려는 발굴 작업이었다.

3) 키네릭 아트 (Kinetic Art)

키네틱 아트의 부정적인 기계미는 움직임을 가 

지는 작품에서 찾아볼.수 있다.

키네틱 아트의 움직일 수 있는 작품(movable 
works)의 특성은 가변적인 작품으로 관객이 변 

경시키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회화나 조각이 이 

에 속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간이나 표면의 완전 

한 재구성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의 특성은 기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통 전기모터로 추진되 

었으며 왕복, 상하, 회전운동을 하는 기어, 캠, 크 

랭크, 레버 등을 갖추고 이것을 이용해서 움직임 

으로 표현되었다. 이들 중 몇몇은 끊임없는 반복 

을 통하여 단지 기 계들의 무용성 (無用性)을 드러 

내기도 했으며, 어떤 것은 여러 가지의 '발견된 

오브제'들을 매달리게도 하고 파동치게도 하고 

가볍게 흔들리게도 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움직이는 조립품은 가장 보편적 

이 며 가장 대중을 사로잡으면서 도 가장 무의 미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터를 사용하지만 지루함이나 

단순함으로 기울어지는 모터의 성향을 극복한 작 

가도 있었으며, 대개의 작가들이 관심을 기울였 

던 것은 동력기의 이용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에 

게 아주 새롭고 매력있게 보였다. 그런데 실지 동 

력기를 사용한 작품들은 실제로 아무런 기능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사(類似)기계' 라고 불 

리워졌다“).

팅겔리는 스스로의 목적을 갖는 기계에 매혹되 

었는데, 그는 기계를 통하여 기계를 찬양하는 동 

시에 비난하기도 했으며 현대 미술을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데에도 기계를 사용했다. 그는 다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작품에는 

역설적이고 파괴적이고 우연적인 면을 지니고 있 

지만 내면에는 인간화에 대한 서정이 자리하고 

있다94 95 96•瀚. (그림 21, 22)

94)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cil., p. 654.
95)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op. cit., p. 353.
96) 編輯部，現代藝術事典，op. cit., pp. 78-9.

팅겔리는 기계에 있어 급속한 파괴를 이용함으 

로써 1960년 그의 작품 '뉴욕 예찬'은 기계 해프 

닝을 위해 수많은 기계적 원리가 뉴욕 현대미술 

관 뜰에 모여졌다. 그런데 그 기계 조각은 전시된 

지 한시간 반만에 스스로를 파괴해 사라지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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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eta Metrics.
(Jean Tinguely, 1965)

〈그림 22> Baluba Bleu.
(Jean Tinguely, 1962)

았다. 얼마살지 못한 동안에 자살교향곡을 위해 

제작된 그 교묘한 기계는 연기를 내뿜고 종을 울 

리고 자전거 부속품 속으로 만든 기계 팔로 피아 

노를 치고 자체에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가스로 가득찬 병을 부수고 

라디오를 켜고 두루말이 물감통을 엎지르고 요란 

한 크락숀을 불어대고 맹렬한 속도로 작은 자살 

탄을 쏘아대고 은화를 뿌려대고 그 받침대를 녹 

이고 비틀거리더니 거의 쓰러질 뻔까지 하였다.

그리고 팅겔리는 작품을 기계만으로 구성한 대 

표적 작가로서 '뉴욕예찬'은 자멸기계의 유머를 

유발하는 유회성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비정한 현 

대 기계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 

는 아이러니를 시도했다97 98飼. 이 작품에서는 그 

림, 소리, 타이프 쳐진 보고서 등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다가 파괴되는 행위는 순수한 다다의 이념 

에서 볼 수 있는 즉 허무주의 예술로서 이성을 경 

멸하고 이성의 산물이었던 합리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97) Phaidon Press, op. cit., p. 459.
98) Robert Atkins, op. cit., p. 91.

팅겔리의 기계적 작품은 전기모터에 연결되어 

기어, 캠, 크랭크, 레버 둥으로 구성되어 움직이 

며 여기에 장식물이 첨가되어 보다 생동감 넘치 

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그는 기계의 우수꽝스러 

운 측면을 다루고 그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어설 

픈 모습을 조롱하고 있으나 타키스의 경우는 기 

계공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려고 애썼다.

-515 —



144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예술 양식의 기계미 분석 연구（H） 복식문화연구

키네틱 아트는 비정한 기계문명의 표정과 환상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 패션에 표현된 기계미

장에서는 장에서 고찰된 예술 양식에 있어서 

기계미의 부정적긍정적 특성이 20세기 후반 패션 

에서는 어떠한 조형성으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조명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분석 고찰한 패 

션 작품들은 기계미의 표현 특성이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두드러지게 표명되었던 

예술 양식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준으로 그 조 

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후 

반의 패션잡지에 수록된 작품들이었다.

1. 긍정적 조형성

이미지 보다는 대상 그 자체의 본질을 강조하 

였던 입체주의자들의 미학은 패션에 있어서도 뚜 

렷하게 그 조형성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특히 재 

현과 실재（實在） 사이를 조화롭게 혼합하여 대상 

을 물감대신 표현하여 실물의 사실성을 강조함으 

로써 20세기 기계문명의 현대라는 분명한 시대의 

식을 표출하였다.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패션 작품 （그 

림 23）의 소재에 표현된 문양을 고찰해 보면 피 

카소나 브라크, 레제 둥의 회화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던 대상의 이미지를 기하학적으로 분해하여 

꼴라주 기법에 의해 나타났음올 이해할 수 있다. 

패턴의 대상올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추상 

적 경향 그 자체가 기계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순수한 기하학 

적 형상으로 환원하고 사물의 존재성을 3차원으 

로 구축하고자 의도하였던 입체주의의 기계미는 

패션에서도 긍정적 측면으로 조명되어 그대로 나 

타나고 있다.

iMCchini의 작품（그림 24）에서의 꼴라주 도입 

은 패션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형적인 실재감을 

강조하는 정도의 측면에 머물러 버렸다.

그러나 이물질의 첨부를 통해 공간적 깊이감,

〈그림 23> Collezioni Donna, Pret-a-Porter, 
No. 61.
（Jean Charles de Castelbajac, 1997）

물체의 질감을 강조해 줌으로써 구체적인 이미지 

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더욱 풍부한 조형의 성과 

에 이르게 되었다. 직물이 아닌 새로운 새로운 재 

료로서의 오브제가 등장하여 종래의 재료의 한계 

성을 없애버렸고 오브제 그 자체의 성질을 강조 

하였다.

Complice의 패션 작품（그림 25）에서는 입방체 

로써 디자인의 실루엣이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브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오브 

제는 효용가치가 제거되어 무의미한 대상으로 환 

원됨으로써 인간 내부를 자극하는 새로운 조형미 

를 수반하였다. 마찬가지로 패션 작품에서도 반 

예술적 이념의 표현매체들이 활용되어 기계적 조 

형미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과 환경이 조형 예술로써 승화되게끔

—516 —



제 6권제 3호 李孝 145

〈그림 24> Italy Harper's Bazaar Alta Mada.
(Lucchini, 1990)

하였다.

특히 피카소와 브라크는 화면의 일부분에 나무 

결이나 돌맹 이의 결, 활자 둥을 실물 그대로 그려 

넣기 시작하였고 신문지, 벽지, 상품의 상표와 같 

은 실재의 종이 조각을 화면에 붙이게 된다. 이것 

은 분석적 단계에서 잃어버린 직접적인 현실성을 

재질이나 문자를 통하여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 

다.

입체주의 작가들은 오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모 

든 미적 대상 자체는 작품의 소재가 되었으며 선 

택된 물체는 일상적인 인식상태를 넘어서 차원을 

달리하였다. 그럼으로써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새 

로운 기계미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팝 아트의 경우는 현대 도시문명의 일반 대중 

문화와 물질적 풍요로움속의 소비문화 예술양식 

으로써 기계 • 기술의 물질문명에서 예술적 의미

〈그림 25> Italy Harper's Bazaar.
(Complice, 1991)

를 찾고자 오브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 

다. 특히 팝 아트 작가들은 개 인적 인 방법으로 오 

브제들을 재현하였는데 이렇게 재생된 오브제들 

의 특징은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고 애용되 

는 것들로써 산업사희의 냉소함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여 표현하려고 노력 하였다皿.

이러한 긍정적인 내적 조형성은 Paco Raban- 
ne의 패션 작품(그림 2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의 대량산물 

이었던 조화들을 여어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즉 

이것은 현대 문명속에서 범람하는 이미지를 택하

99) Edward Lucie Smith, Movements In art since 1945, op. cit.,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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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ollezioni Donna, Haute Couture.
（Paco Rabanne, 1987）

여 기계미를 풍요롭게 표출시키려고 한 의도라고 

느낄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사물들과 기계문명의 

부산물들이 소비문화의 가장 고유한 내적 언어로 

받아들여져서 조명된 디자인으로서 기계적 조형 

미가 친근하게 표현되었다.

팝 아트는 대중적인 것을 소재로 도입하여 그 

들이 상징하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예술의 

대중화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팝 아트의 조형 

성은 패션에 있어서도 재치와 유모가 곁들인 생 

동감 넘치는 수평적 문화구조를 형성하게함으로 

써 현대 기계기술문화가 긍정적으로 표출되었음 

을 느낄 수 있다.

시대이념과 방법에 맞게 일상적인 오브제와 인 

간행위가 합쳐져서 조형 예술은 사희의 표현이라 

는 시대로 변화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속하고 유치하며 통속적인 패션 경향은 물질 

문명의 도시환경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써 인위적 

인 통제에서의 해방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팝 아트의 기계적 조형성은 아주 밀접하 

고 친근한 일상물체를 직접 등장시킴으로써 그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다. Moschino의 패션 작품 

（그림 27）에서는 실제의 수저, 나이프, 포크의 현 

실성을 제시하는 레디 메이드를 활용하였다. 즉 

현실의 물체를 취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 러 

한 작품을 통하여 소비사희 인간의 행위와 오브 

제의 관계를 새로운 기계미적 조형성을 표출하고 

자 한 것이다. 이 Moschino의 작품에서는 오브 

제가 갖고 있는 일상성의 재평가에 의해 조형 예 

술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킴과 동시에 팝 아트의 

문명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기계

〈그림 27> France Harper's Bazaar.
(Moschino,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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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써 표현되었다. 또한 새로운 질감을 이용하 

여 신선함을 나타냈으며 기발함과 유모스러움으 

로 현대 문화를 풍요롭게 나타내었다.

Ken Scott의 작품（그림 28）을 고찰해 보면, 고 

도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최고의 소비재로써 

인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문양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패션 작품을 통하여 팝 아 

트 소재의 특성인 대중성과 상업성, 그리고 물질 

만능의 풍요로움과 통속성 둥이 풍자적 인 친근성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팝 아트 이미지의 소재들은 기술과 매스커뮤니 

케이션에 의해 대량생산되고 전파되는 여러가지 

품목에서 얻어진 것들이었다皿＞. 팝 아트가 대중

< 그림 28> Italy Harper's Bazaar Alta Moda.
(Tessuti Ken Scott, 1990) 

문화 자체는 아닐지라도 대중문화에서 주된 원천 

을 발견했으며 순수미술과의 장벽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순수미술의 한 조류인 것이다.

구체적인 이미지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따온 

사진, 영화, 만화, TV화면 , 포스터, 간판, 상표 

둥 산업사회에서 얻어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 

는 기존의 것들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 

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물건들과 그것이 이룬 환 

경으로 제공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친밀한 

대중적 이미지를 한 작품 속에 서로 만나게 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럼 

으로써 현대사희의 산업구조에 의해 대량 생산된 

대중적이며 몰개성적인 사물의 이미지는 과학기 

술 및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그 확산 

과 전달이 점차 가속화되었으며 모든 일상적 환 

경 속에 침투되어 있다. 팝 아트 작가들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일상적 이미지를 다 

양한 방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일상적, 대중적 

사물에 잠재된 미적 가능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 

다101,102）

즉 현대의 물질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 요소는 

인간의 생 활 양식 을 지나치 게 세 속적 으로 유도하 

였기 때문에 팝 아트적 조형성은 패션에서도 가 

장 통속적인 주제를 택하여 긍정적 모습으로 기 

계미를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Gianni Versace의 작품（그림 29）에서는 여러 

예술 양식이 조형미가 표현되었지만 스커트 디자 

인에서 키네틱 아트의 기계미를 추출할 수가 있 

다. 그것은 스커트 소재 자체가 직물이 아닌 이질 

적인 소비사회의 산물•인 플라스틱류로써 그 재료 

를 봉의 형태로 만들어 패션 작품을 제잒한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흑과 백의 조화를 옵 아트의 

조형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인 움직임을 유 

도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소재의 연결에서 자 

아내는 움직임과 어울려 전형적인 키네틱 아트의 

기계미를 표출시켰다.

즉 베르사체 작품을 통해서 긍정적인 키네틱

100)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op. cit., p. 182.
101) Nicos Stangos, op. cit., p. 238.
102)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op. cit.,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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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Versace Signature, Abbeville Pr
ess.
(Gianni Versace, 1992)

아트의 기계미를 볼 수 있는 것은 폐물 기계나 의 

도적으로 기계적인 힘을 가한 움직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색상의 대조와 병치로서 파괴적인 

힘이 아닌 움직임을 현대 기계 문명의 생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키네틱 아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의 

기능은 그 자체에 흥미를 모으는데 있는 것이 아 

니고 에너지의 작용을 과시하는데 있었다. 이러 

한 현상은 초현실주의의 이념에서 볼 수 있는 의 

식이나 무의식하의 세계를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 

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 표현된 기계미의 긍정적 조형성은 예술 

양식에서 긍정적 표현 특성에서 표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입체주의, 팝 아트, 키네틱 아트 

둥의 조형적인 내적 의미를 낙천적인 입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 

하면 현대의 물질문명의 산물들을 패션 작품의 

소재로 이용하거 나 디자인의 다른 요소로 수용함 

으로서 기계기술 문명으로 황폐되어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풍요롭게 긍정적인 조형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2. 부정적 조형성

20세기 후반의 패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계미 

의 부정적 조형성은 기존의 조형 예술에 대한 고 

정적 사고개념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새로운 다양 

한 물질의 도입으로 인해 표현재료의 한계를 극 

복하게 해주었다. 즉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 

정적인 측면으로 동시에 표출이 되었지만 어느 

면에서나 모두 기계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내재 

되어 기계미로써 표현되었다.

다다 운동에 있어서 오브제의 선택은 우연적이 

고 충동적이며 직선적인 모습으로 선택된 것들로 

써 그것들은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대량생산으 

로 뒤덮인 극한（極限）의 환경적 측면으로 확대되 

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다다이스트들의 정 

신적 이념은 패션 작품에서도 그 동안의 기존적 

재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로써 표현되었다.

전위적으로 그 이미지가 표출된 Jean Paul 
Gaultier의 패션 작품（그림 30）을 통해서 비전통 

의 조형미 즉 비합리적이고 반도덕성으로 일관된 

디자이너의 대담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철저하 

게 무장된 이미지로써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거 

부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예술성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고자 부 

정적 측면으로 표현된 기계미를 느낄 수 있다.

입체주의의 빠삐에 꼴레가 시각세계의 환영에 

대한 불신감에서 출발하여 회화적인 이미지와 결 

합에 의 한 눈속임 이 었는데 비해 다다의 꼴라주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우연, 충동, 직선적인 

모습으로 선택된 것들이었으며 좀 더 입체적인 

물질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패션 작품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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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밈 30> France Harper's Bazaar.
(Jean Paul Gaultier, 1989~90)

다다 운동의 이미지는 Antonio Marras의 작품 

（그림 31）에서도 느낄 수 있다. 즉 현실의 모든 

물체를 불이는 꼴라주 기법을 구애됨없이 무제한 

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떠한 소재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부정적인 기계 

미로써 표출한 것이 다.

다다이스트들에게 있어서 오브제의 선택은 우 

연적이고 충동적이며 직선적인 모습으로 선택되 

어진 것들이었다. 그들은 대상에 대한 모든 합리 

적인 인식과 해석을 거부하였고 '無'로부터 새롭 

게 사물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곧 오브제의 

실체를 찾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Romeo Gigli의 작품（그림 32）에서는 레디 메 

이드 개념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스커트 소 

재는 기존의 대부분 현실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예술적 재료로써 의상의 소재와는 상호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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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 Collezioni Donna, Pret-a-Porter, 
No. 62.
（Antonio Marras, 1997）

는 것을 작품화한 것으로 예술과 현실의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다 운동이 지향하는 

욕구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고 

도의 산업사회에서 말살되어가는 인간성 소외의 

측면을 부정적인 기계적 조형미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가의 개입을 손에서 눈으로 변화시킨 다다 

운동의 레디 메이드는 예술, 기술, 자연 사이의 

경계 및 고급예술과 장식예술, 골동품 사이의 경 

계를 없앰으로써 관객을 더욱 흔란시켰다. 과거 

에는 창조에 의해 평가받던 예술작품이 이제 선 

택에 의해 평가받게 되었다. 이것은 가치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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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ollections, 95 s /s.
(Romeo Gigli)

체계를 이루면서 관객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 

의 예술적 오브제가 되었다.

또한 다다이스트들은 작가가 창조한 이미지가 

아닌 비개성적인 기성 이미지를 회화 안으로 도 

입하였는데 그 기성 이미지는 일상적 인공제품인 

기성 오브제의 이미지와 사진이나 인쇄된 복제 

이미지 둥을 포함하였다.

Ozbek의 작품(그림 33)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 

간성 회복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써 가장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다 운동은 이성적 사고와 과학에 대한 불신, 기 

존 가치체계와 도덕적 관념에 대한 회의, 심각한 

사회불안과 정신적인 흔란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 

면으로 부각되 었다.

이러한 특성은 패션에서도 기존 가치관에 대한 

부정으로 표현되었는데, Ozbek의 패션 작품에서 

바로 전위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Collections, 95 s /s.
(Ozbek)

즉 어깨 형태를 보정하는 패드나 체형 보정을 위 

한 브래지어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고 겉옷위에 

부착된 꼴라주로써 부정적인 측면으로 표출되었 

다. 이러한 패션 경향에서 위기상황의 현대 사희 

모습에 대한 저항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다에 있어서 전예술에 대한 부정은 

그 자체가 예술에 있•어서의 하나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발견한 우연성은 예술의 새 

로운 차원의 발견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다다 정 

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문학에서 보다 

시각예술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연의 인식은 후에 새로운 조형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기법의 탄생을 도래했다.

초현실주의 역시 종래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인간 내면 세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탐 

색하고자 꼴라주나 자동기술법 등의 방법을 선택 

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 오브제는 예술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 

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놓음으로써 현대 기계 

문명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부정적 측 

면으로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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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Lamp Dress, Fashion and Sur
realism,
（Dominique Lacoustille, 1980）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의 절대적인 가 

치를 인정했던 것은 기계문명이라는 현실에 대한 

파괴적인 태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의 파괴나 초월이 아 

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정신 

적 행위 자체를 지향했다. 그럼으로써 기계문명 

의 기계미의 부정적 측면으로 작품에 표현되었지 

만 결국 기계적 요소의 도입을 당연하게 받아들 

이게 되었다.

이러한 조형 감각은 Dominque의 램프 드레스 

（그림 34）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기술법이나 데 

페이즈망의 기법에 의한 표현으로 기계미의 특성 

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 

간정신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旎>.

초현실주의에서는 사람들이 표현수법으로 생 

각하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이성이나 미학적 규 

제, 도덕적 관습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는 직접적 

인 사고를 능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로 Dom- 
inque의 윈도우 드레스（그림 35）는 실지의 창문 

과 함께 창문에 커튼이 드리운 형태의 의상을 제 

시하였는데, 데페이즈망의 대표적인 작가인 마그 

리트 작품의 조형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 

다. 즉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창조된 기발 

한 아이디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싸.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그림 

36）은 디테일의 지나친 확대를 통하여 마그리트 

의 조형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즉 포켓 형태의 

확대는 기 능적으로나 미적으로 충분한 역 할이 되 

지 못하기 때문에 복식의 개념에서는 부정적 측 

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현실주의 작 

품에서는 기존 습관이나 고정관념으로 부터 이미 

지를 해방함으로써 경이적인 세계를 표현함으로

〈그림 35> Window Dress, Fashion and Sur
realism.
(Dominique Lacoustille, 1989)

103)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 Hudson, 1987, p. 126.
104) Ibid,,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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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6> Collection, 95 s/s.
(Jean Charles de Castelbajac)

써 무의식의 탐구를 위한 방법을 채택하여 현실 

을 수용하는 기계적 조형성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내면성이 패션을 통해서 조명된 것이다.

마그리트는 대부분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채 

택한 우연성이 내포된 수단을 거부하고 직접적으 

로 사물의 형상을 그리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 

였다. 즉 일상적인 사물을 재현하둣 묘사하되 

러한 사물들의 일반적 형상이나 위치를 항시 의 

식적으로 변용함으로써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마 

술적으로 병행되어 교차하는 둣한 특유의 환상성 

을 유도해 낸 것 이다*叫

특히 초현실주의에 있어서는 괴기함도 아름다 

움이었는데, 이 괴기스러운 것은 인간의 무의식 

을 자극함으로써 예술을 풍부하게 하였고 인간의 

감정에 풍부한 표현 제계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산업사회 의 기 계문명 이 부정 적 으로 표현되 었다. 

그리고 오히려 초현실주의 경향의 부정적 표출은 

현실을 초월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현대 조형 예술의 표현 영역 

을 확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도 현대 기계문명에 대한 

비 판과 역 행하는 모습으로 여 러 가지 기 발한 기 법 

으로 디자인에 둥장시킴으로써 부정적인 기계미 

가 표현되었지만 결국 기계 • 기술적인 요소에 의 

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Jean Paul Gaultier의 작품(그림 37)은 고철과 

깡통 그리고 폐물 기계류 둥을 재이용하여 제작 

된 것으로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소재 

의 사용에서는 20세기에 탄생된 많은 예술 양식 

의 조형성을 추출해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풍자적이고 부정적인 작품을 많이 보였던 팅겔리 

작품의 내면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는 기계 

문명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작가였 

지만 또한 기계의 합리적인 기능에 대한 아이러 

니로써 폐품기계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특히 이 

미 무용지물이 된 폐폼기계의 부분품을 조립, 그 

것을 아무런 기능도 주어지지 않는 자동기계로 

움직이게 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던졌는데, 그러한 부정적 기계미를 Gaultier 패 

션 디자인을 통해서 말 수 있다.

또한 Christian Lacroix의 작품(그림 38) 소재 

에서도 대량소비사희의 한 단면을 풍자한 이미지 

를 보여주고 있다. 패션 디자인 소재로 이용된 체 

인이나 열쇠고리 그리고 다채로운 금속 부품류들 

이 서로 기묘하게 얽혀져서 현대 기계문명을 실 

감나게 느끼 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 계 부품 

들이 서로의 역할이 전혀 배제되어 매달린 상태 

가 인체 움직임에 따라 무정형의 운동감까지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량생산 문명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소재들이 인간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사용됨으로써 현대 사회를 아이러니히 

게 고발하는 부정적 측면의 기계미라고 할 수 있 

다.

105) Christos M. Joachimides and Norman Rosenthal, op. cit； p.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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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Fashion memoir Jean Paul Gaul
tier, Thames & Hudson.
(Jean Paul Gaultier, 1980 ~81)

키네틱 아트 작가들은 기계 • 기술의 발전 양상 

에 따라 수반되는 피해가 지적됨으로써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움직임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 

을 표출시키려한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움직임을 제시하는 수단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재료 역시 20세기 과학 문 

명의 산물이었으며 이들 또한 기계 문명에 예술 

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정열이 부정적으로도 긍정 

적으로도 표출되었다.

즉 패션애 표현된 부정적인 기계미 역시 예술 

양식 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 표현 특성과 마찬가지 

로 최첨단의 시대를 장식하고 있는 20세기 후반 

의 문명의 산물들을 전혀 배제한 것인 아니라 그 

러한 요소들을 패션 작품의 소재나 요소로 이용

〈그림 38> Collections, 95 s /s.
(Christian Lacroix)

함으로써 때로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아이러니하 

게도 전위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IV. 결 론

과학 문명과 조형 예술의 결합은 20세기의 시 

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에 있어서도 과 

학 문명의 손을 잡고 패션 디자이너 자신의 조형 

성과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풍요로운 정신생활을 

추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 문명 의 기 계 • 

기술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조형 

예술의 첨단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감성 

의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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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형 예술에 있어서 기계미학의 성 

립 이후 특히 기계미의 표현 이념이 두드러졌던 

예술 양식에서의 내적 의미를 고찰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20세기말 패션 디자인에서의 기계적 

조형성을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 

써 고도로 발달해 가는 현대 기계 • 기술 문명의 

영향을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즉 예술 양식에 있어서도 기계 • 기술 문명의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는 부정적 이념으로 표현되 

거나 현대 공업기술을 낙관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긍정적 표현 이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 부정적■표현 이념은 모두 현대 문명으로 인해 

인간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었던 점, 즉 인간 

성 소외의 회복에 대한 추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또한 부정적 표현 이념을 내포하였던 예술 양 

식 역시 결국 기계 • 기술적인 요소로 철저하게 

그 바탕을 두었었는데, 그것은 기계미의 조형성 

이 20세기 모든 조형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 

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예술양식에서의 기계미의 표현 특성을 보 

면

(1) 긍정적 측면

① 입체주의의 분석적 입체주의는 대상을 해체 

하여 기 하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추상적 

인 과정은 기계미에 대한 추구로써 이를 통 

하여 예술가의 개성이 뚜렷이 표현되었다.

종합적 입체주의에서는 꼴라주 기법을 도 

입하여 일상 생활의 물질들을 화면으로 끌 

어들임으로써 기계 문명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② 팝 아트에서는 현대 문명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대량으로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기성 소비사회의 도시환경을 

소재로 끌어들였다. 팝 아트는 전통적 예술 

의 미학 대신 현대 문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기계 • 기술사회의 진부한 인공품들을 

수용함으로써 현대인으로 하여금 기계문명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③ 키네틱 아트에서의 긍정적 표현 이념은 기 

계와 기술사희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진보된 기계 • 기술을 작품 제작으로 

수용되였다. 전통적인 재료와 기범만을 고 

집하고 새로운 기계 •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낙오된 사고방식이라는 관점 

에서 기계미가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

(2) 부정적 측면

① 다다 운동에서는 우연을 존중함으로써 선택 

된 오브제를 통하여 전통적인 예술관을 부 

정하였고 반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현대 물 

질 문명의 산물인 대량생산에서 비롯된 기 

성품들을 예술작품화하여 기계주의적 합리 

적 사고에 대한 부정을 표명하였다.

② 초현실주의에서는 자동기술법이나 꼴라주 

프로타주, 데페이즈망의 기법들을 통하여 

인간해방을 추구하였다. 즉 그러한 기법들 

을 통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은 비합리적인 세 

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부터 해방시키려고 

함으로써 기계 • 기술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입장을 화면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③ 키네틱 아트에 나타난 부정적인 기계미는 

기계부품이나 폐물 기계둥을 이용하여 현대 

미술올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수단오로 표현 

하거나 기계류의，무용성을 표출하기도 하였 

다.

둘째 패션에서의 기계미의 조형성을 보면

(1) 긍정적 측면

① 입체주의적 기계미의 조형성은 이물질의 첨 

부로써 공간적 깊이감과 물체의 질감을 강 

조해 줌으로써 구체적인 이미지를 회복시킴 

과 동시에 더욱 풍부한 조형의 성과에 이르 

게 되었다. 직물이라는 재료가 아닌 새로운 

오브제가 등장하여 종래의 재료의 한계성을 

없애버렸고 오브제 그 자체의 성질을 강조 

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에서 새로운 조형미를 

수반하였다. 즉 패션 작품에서도 반예술적 

이념의 표현매체들이 활용되어 기계적 조형 

미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환경이 조형 예술로써 

숭화되게끔 하였고 그럼으로써 독자적이고 

이질적인 새로운 기계미를 탄생시켰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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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팝 아트: 팝 아트는 대중적인 것을 소재로 

도입하여 그들이 상징하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예술의 대중화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팝 아트의 조형성은 패션에 있어서 

도 재치와 유모가 곁들인 생동감 넘치는 수 

평적 문화구조를 형성케함으로써 현대 기 

계 • 기술문화가 긍정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팝 아트의 기계적 조형성은 아주 밀접 

하고 친근한 일상물체를 직접 등장시킴으 

로써 그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는데, 저속하 

고 유치하며 통속적인 패션 경향은 물질문 

명의 도시환경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써 인 

위적인 통제에서의 해방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물질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 

요소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지나치게 세속 

적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에 팝 아트적 조형 

성은 패션에서도 가장 통속적인 주제를 택 

하여 긍정적 모습으로 기계미를 표출하였 

다고 볼 수 있다.

③ 키네틱 아트: 긍정적인 키네틱 아트의 기계 

미를 볼 수 있는 것은 폐물 기계나 의도적 

으로 기계적인 힘을 가한 움직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색상의 대조와 병치로서 파괴 

적인 힘이 아닌 움직임을 현대 기계 문명의 

생산물을 이용한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 

다. 즉 키네틱 아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의 기능은 그 자체에 흥미를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의 작용을 긍정 

적으로 과시 하였다.

(2) 부정적 측면

① 다다 운동: 패션에 있어서 레디 메이드 개 

념적 이미지를 표출은 기존의 대부분 현실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예술적 재료로써 

의상의 소재와는 상호관계없는 것을 작품 

화한 것으로 예술과 현실의 생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다 운동이 지향하는 

욕구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써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말살되어가는 인 

간성 소외의 측면을 부정적인 기계적 조형 

미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초현실주의: 패션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적 

眞 155

기계미는 종래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인 

간 내면 세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탐색하고자 꼴라주나 자동기술법 등의 방 

법에 의하여 표명되었다. 또한 초현실주의 

오브제는 예술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 

도에서 떼어놓음으로써 현대 기계문명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부정적 측면 

으로 나타났다.

③ 키네틱 아트: 패션에 있어서 키네틱 아트의 

기계미는 기계의 합리적인 기능에 대한 아 

이러니로써 폐품기계를 주요 소재로 삼거 

나 이미 무용지물이 된 폐품기계의 부분품 

을 조립, 그것을 아무런 기능도 주어지지 

않는 자동기계로 움직이게 하여 현대 문명 

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던졌는더〕, 그러한 

부정적 기계미를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형 예술은 기계 • 기술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없으며 반대로 예술이 기계 

- 기술을 완전히 배척해서도 안되고 첨단과학 문 

명과 인간적인 가치에만 매달려서 그 자체의 논 

리를 벗어나서도 성립되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 

었다.

모든 조형 예술과 과학기술은 예술적 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소외되어가고 무관 

심해지고 있는 인간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지표로써 21세 기를 향하여 각각의 기능과 특성 이 

전인적인 존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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