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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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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ression of Fantastic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Jung-Hwa,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 These days, the fantastic in opposition to classic beauty becomes a genre of creative body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body types and meanings in recent fantastic fashion
illustration.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cent documentaries, fashion books, internet web site and so for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literatures, pictures and movies, the category of the fantastic body's expressive types were
classified as dominant mutant based on SF, multi body or fragment body by disruption, heterogeneous compound based
on myth, personified humanoid and non substance in supernatural boundary. The dominant mutant based on SF was
expressed image morphing, composition of machine image with body and modern metamorphosis of classic SF body. It
means propensity to post-feminism and reservation of meaning analysis based on human unconsciousness. The multi
body or fragment body by disruption in fashion illustration was expressed distorted composition of same body pictures,
replacement of different bodies, deconstruction and partial omission of body and composition of meaning or non meaning
images. It means permanence of self and basic narcissism. The heterogeneous compound based on myth was expressed
general composition or optical illusion of various and aggressive animal motive. It means reinterpretation of original myth,
metaphor of basic femme fatale, pursuit of permanence and sign of primitive mind in unconsciousness. The personified
humanoid was expressed real human body description of mannequin or ball joint doll and anthropomorphism of robot
image. It means representative satisfaction and nostalgia of childhood. The non substance in supernatural boundary was
expressed grotesque description of ghost, zombie, vampire, angel, fairy, using of symbolic red, black color and non body.
It means human's basic desire about immortality and taboo. Through the result of these study, the expression of fantastic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will expend expressive method and we will understand human and cultural codes of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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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내면세계에 의

한 상상과 비합리, 반이성적인 요소를 주제로 하는 판타스틱은

고대신화·전설·민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개념이다. 실재의 재현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판타

스틱은 기존의 이성과 미메시스(mimesis)를 중시하는 서구 사

회의 인식 체계에서는 황당무계하고 기괴하며 비정상적인 것으

로 폄하되거나, 비주류적 장르로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당대

적인 세계 이해의 내용을 기호적으로 전달하는 적극적인 방편

이자, 그에 대한 인식론적 전달체계(최기숙, 2003)로서 문학·

회화·영화·음악, 건축 등 여러 예술 장르를 아우르며, 동시

대인들이 가진 잠재의식과 욕구를 반영하고 독창적인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여 왔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문화, 다매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즈

음에 가상 현실세계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판타스틱은

친근한 장르임에 틀림없다. 디지털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아울

러 현대 사회의 문화적 화두로써 득세하고 있는 판타스틱은 가

상현실을 창출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여러 분야에

서 지배적인 코드로 나타나고 있다.

판타스틱은 초자연, 비현실, 비정상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고

정관념을 깨뜨리는 반동적인 힘을 가지며, 실제로 사회적 변화

를 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이유선, 2005) 강력한 대중적 호응

도와 소구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실재로서는 부재하며 욕망으

로서만 현존하는 세계를 가시화하는 유용한 방편이 되고 있는

데, 특히 이러한 장르를 통해 표현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

세계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충족된 세계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곧 당대적 인간 이해의 지형을 반영한다(최기숙, 2003).

시대의 이상적인 혹은 욕망하는 인체를 주요 모티브로 하여

강력한 대중성과 소구효과를 필요로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서도 판타스틱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상업적 프로모션 뿐 아

니라 억압된 인간의 욕구,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 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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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각적인 창(窓)으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판타스틱과 관련된 인간 상상력의 결정체인 다양한 신체들은

은유와 상징을 위한 풍부한 바탕을 제공하고(Sanders, 1995),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과 연계되어(이윤희, 2007) 있음으로

써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창의적인 패션 인체와 이미지 창

출에도 주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시대의

인간 욕구와 이상적인 표상, 그리고 창의적인 인체표현을 위한

주류적 담론으로서 판타스틱 신체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분석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는 먼저 국내외 이론서, 논

문 등을 통해 판타스틱에 대한 개념, 시대적 배경에 따른 기능

그리고 예술장르에 반영된 판타스틱 신체의 유형을 분석·정리

하여 이론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실증적 분석에서는

2000년대 이후 발간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최근 동향을 수

록한 서적, 관련 이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시각

자료를 통해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 특징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2. 판타스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판타스틱의 어원 및 현대적 개념

‘fantastic/fantastique’라는 단어는 라틴어, ‘판타스티쿠스

phantasticus’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어 ‘판타제인,

phantasein(Φαvταξω)’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

로써 시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어로 ‘fantastique’

라는 형용사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중세부터인데, ‘귀신들린’,

‘공상적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형의 존재의 흔적만

을 지닌’, ‘환상담: 일반적으로 요정이야기, 유령 이야기’를 가

리킨다(최기숙, 2003).

판타스틱(fantastic)이라는 단어는 판타지(fantasy)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판타지에 대해 존 클루트(John Clute)는 사실

적이 아닌 것(unrealistic)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시

대의 이야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20세기 말에 와서 ‘fantastic’이 ‘fantasy’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판타스틱은 문학에서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프랑스의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가 있다. 그는 판타스틱이 독자와 작중 인물에 의한

망설임(주저함)이 있어야 하며, 우의적,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

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토도로프의 이론이 지나치게 협소

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다양한 정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개리 웨스트팔(Gary Westfahl)은 ‘fantastic’이라는 용어가

1930~1940년대에 SF 공동체에서 비평용어로 사용될 때, SF와

판타지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한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the

fantastic’이 사용되는데, 비평가들은 이를 판타지와 SF, 마술적

사실주의, 우화화(fabulation), 초현실주의 등을 포함한 사실적이

지 않은 인간 표현의 모든 형태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채택

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이래 매년마다 열리는 국제 환상예술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antastic in the Arts)

와 그와 관련된 출판물인 The Journal of the Fantastic in the

Arts에서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the fantastic’이라는 용어를 사

용함(송태현, 2003)으로써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판타스틱을 정

의한다.

2.2. 판타스틱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기능

판타스틱은 18세기 말 낭만주의의 대두로 인간의 내적 심상

과 금기시된 영역의 해방에 대한 욕구 표현으로 나타났다. 비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판타스틱은 특히

비이성과 공포, 상상력을 토대로 한 고딕 소설을 통해 사회 전

반적으로 억눌린 형식적 체제를 전복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고

딕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영혼, 무의식, 꿈, 비도덕, 죄의식, 악

의 문제 등을 탐구함으로써 억압된 잠재의식과 금기의 영역을

해체하며(최기숙, 2003) 실제 사회의 변환을 시도하였다.

이어 19세기 말에는 산업화에 따른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 흐

름과 데카당스한 사회 분위기로 상상의 세계를 향한 도피, 미

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 병적인 것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현상들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편으

로 판타스틱 장르를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로는 ‘이방인’, ‘새로운 것’, ‘이국’

이 있었으며, 악마 숭배주의가 실제 유행되기도 하였다(Raymond

& Daniel, 1994/2001).

20세기 초에는 전후의 긴장감과 대량실업, 정신적 혼란 등으

로 기존의 현실을 초월하고 잠재적인 꿈을 통해 무념무상의 상

태를 지향하는 초현실주의가 성행하였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벗어난 판타스틱한 이미지의 시각적 묘사를 통해 꿈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더니즘이라

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무너지면서 20세기 중후반 이

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고 양식이 나타났으며,

이는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에서 탈출하고 회복

하는 기능(최성훈, 2006)으로써 판타스틱 장르를 활성화시켰다.

이처럼 판타스틱은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며, 대안적

이상 세계인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소된

욕망은 대리충족을 제공하고 위반을 향한 충동을 중화시킴으로

써 빈번하게 제도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Jackson,

1981/2001)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3. 예술에 반영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유형

3.1. 문학에서의 판타스틱 신체

문학에서 판타스틱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고딕소설에서 시

작되어, 메리 셸리(Mary Shelley)가 첫 번째로 출판한 프랑켄

슈타인(frankenstein)이 전형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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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deley, 2002). 프랑켄슈타인은 빌리에 드 릴라당(Villiers de

L'isle Adam)의『L'Eve Future, 1886』와 함께 로봇 혹은 내

장이나 손발 따위의 신체 일부를 기계장치로 바꾼 이른바 사이

보그를 등장시킨 효시가 되었으며(김상일, 1995), 이는 인간의

나약한 신체를 수정·보완·확장함으로써 물리적 능력의 한계

극복을 의미한 우성 변이체를 의미하였다. SF에 등장하는 인간

과 흡사한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간과 유사한 두 발로 걸

으면서 손가락 등을 가지고 있으나 세밀한 신체 부분에서는 차

이를 보이는 것(www.wikipedia.org)이 특징적이다.

18세기 후반에는 또한 허구물의 안팎에서 많은 저작들의 주

제로서 ‘인물’의 해체와 파편화가 등장하였다. 이는 자아가 투

사된 형태인 분신으로써 판타스틱 장르에서 오래된 테마 가운

데 하나이기도 하며 아울러 자아와 동일한 외적 형상을 지닌

쌍둥이 역시 주체에 대한 타자로서 종종 공포를 조장하는 실체

로 자주 등장하였다. 흔히 분신 혹은 도플갱어 효과를 도입하

는 모티프나 장치로 사용되는 또다른 것으로는 거울 혹은 유리

가 있다. R.L.스티븐슨(R. L. Stevenson)의『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에서는 유리에 비친 것이

주체 속의 타자(Jackson, 1981/2001)이며, 이는 곧 악마적인 존

재로 인식된 바 있다.

초자연적 범주화를 드러내는 판타스틱은 종교적 신화, 중세

로망스, 동화에서의 악마적 형상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는

어둠, 밤, 암흑으로 묘사된 ‘타자’이며,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

의 형태와 가시적 제한을 벗어난(Jackson, 1981/2001) 유령, 좀

비, 뱀파이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흔히 검은 악마로 구

현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파괴하는 모호한 존재로 인식되었

으며,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모호한 존재들을 비천함으로 간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적 존재들은 인간·비인간, 인간·초인간, 정상인간·괴

물의 경계에 존재하여 기존 사회의 지배적인 정체성, 시스템,

질서를 교란시키는(이창렬, 2004) 반체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일례로 뱀파이어와 같은 비실재적 신체유형은 무엇보다 강력한

에로티시즘에 대한 사회적 금기 및 억압된 욕망을 발현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낭만주의적 성격을 이어받은 아동 문학에서도 판

타스틱한 실체들이 등장한다. 안데르센 이야기의 세계와 의인

화된 주인공들,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의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그리고 시공간을 넘나

들며 대서사적 전쟁을 겪는 나니아(Narnia)(차은정, 2005)에서

의 신화적 이종복합체들, 자동인형이 등장하는 E.T.A. 호프만

(E.T.A. Hoffmann)의 살아 움직이는 인격화된 의사유기체인 호

두까기 인형 등이 순수한 알레고리에 가장 근접한 판타스틱을

구현하였다.

19세기는 또한 진화론과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문학에서 우

주인의 존재에 대해 탐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H. G. 웰즈

(Herbert George Wells)가 발표한『The Invisible Man, 1897』

에서는 화학적 돌연변이 신체가 등장하였으며, 이후 20세기 초

공상과학소설에서 외계인 돌연변이가 변신을 대체하게 되었다

(Raymond & Daniel, 1994/2001).

SF와 함께 20세기 들어 판타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J.

R. R 톨킨(J. R. R. Tolkien)의 반지의 제왕을 손꼽을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동화를 뛰어넘는 신화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괴물, 요정, 난쟁이 등이 등장하며, 강력한 선악의 대결구도를

통해 결국 악을 물리침으로써 질서를 바로잡는 전형적인 판타

스틱 장르의 결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학에서 판타스틱 신체들은 고전주의적 미학 기준

과는 동떨어진 것이나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억압

되고 금기시된 주제들을 표현하며 또다른 대안의 세계를 표현

하는 주요한 실체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2. 회화에서의 판타스틱 신체

일찍이 회화에서 판타스틱은 15세기 중반에 활동한 네덜란

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의 섬뜩하고 기

괴하며, 공포와 저주의 음산한 중세적인 그로테스크 미학을 집

약한 작품(최기숙, 2003)에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

고 보쉬에 이어 중세적 판타스틱과 달리 현실 속에서 기이한

판타스틱 세계를 표현한 최초의 화가인 18세기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는 종종 인간으로 화한 있을

법한 괴물들, 유령, 귀신 그리고 저승의 존재들을 통해 시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판타스틱은 신화적 상상으

로서의 제신이나 악마의 이미지, 혹은 생물학적 기형의 이미지

로 다루어졌으며(문유진, 2006), 특히 기형이 특이하거나 괴기

스러울수록 더욱 더 미신이나 신화적인 사고의 결정체가 되었

다(Schumacher, 1993/2001).

세기말, 즉 데카당스 분위기의 19세기 말에는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의 탁자 위 면에 눈을 반쯤 감은

여인의 머리가 있는 <Les Yeux Clos, 1890>와 같은 작품에서

상징적인 신체의 일부분을 제유적 기법과 비현실적인 공간배치

등을 통해 판타스틱 장르에 흔히 등장하는 분신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의 <Oedipus

and the Sphinx, 1888>에서는 새의 날개, 사자의 다리, 여성의

가슴과 얼굴을 가진 신화적 이종복합체를 찾아 볼 수 있다(김

문선, 2001). 그리고 구스타브 아돌프 모사(Gustav Adolf

Mossa)의 작품에서는 동물과 결합된 세이렌, 스핑크스, 신체를

해골로 표현한 신화적인 팜므 파탈이 판타스틱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또한 환영(illusion)을 반영한 ‘아르누보(art

nouveau)의 시대’(1880-1910)로서 영국에서는 데카당트한 작가

들과 아티스트들이 옐로우 북(Yellow Book)과 같은 책을 발간

하여 판타스틱 장르를 이어갔다(Barron, 2000). 그리고 이어

20세기 초에는 대중잡지를 위한 SF 일러스트레이션이 제작되

어(Palumbo, 1986) 판타스틱의 표현영역이 보다 확대되었다.

아르누보에 이어 20세기 초 초현실주의로 이어진 판타스틱

은 꼴라쥬에 의한 신화적 이종 복합체를 알레고리적 상징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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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프로이드적 초현실을 통해

현대 판타스틱 아트를 수수께끼적, 주관적, 불안정한 것으로 표

현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Palumbo, 1986), <L'

Invention Collective, 1934>의 전도된 반인반어의 기괴한 판타

스틱 이미지를 통해 신화를 재구성한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종복합체의 이러한

신체들은 신화적 유형에서 출발하여 재해석된 기이한 이미지로

창조되었으며, 현실의 은폐된 부분을 드러내거나 인간 존재의

의미를 조명하는 등 알레고리적 상징체로서 삶의 근원적 성찰

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인체를 그들 자

신들로부터 이탈되고 흩어진 대상 즉 투사분열된 다중체 혹은

파편체로 묘사함으로써 문학장르에서의 분신과 같은 신체를 창

조하였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판타스틱은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

(Giorgio de Chirico)의 기계 인체, 앙드레 마숑(Andre Mason)

의 마네킹, 한스 벨메르(Hans Bellmer)의 파편화된 인형들, 피

에르 몰리니에(Pierre Molinier)의 콜라주화 된 마네킹, 그리고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Nude Descending in

Staircase No.2, 1921>(이창렬, 2004)에서와 같은 비유기체에

생명을 부여한 인격화된 의사유기체들이 친숙함을 낯설게 만들

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제임스 엔소르(James Ensor)의 <Self-

Portrait with Masks, 1899>에서 인간과 유사한 가면을 통한

공포의 카니발 이미지를, 입체파 화가 페르난드 레제(Fernand

Leger)의 <Femme Nue assise, 1912>에서는 기계적인 구조와

구성 성분으로써 큐브, 구면,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생동감있게

묘사함으로써 인간과 닮은 비유기적인 휴머노이드를 창조하였

다. 이와 같이 로봇, 인형, 마네킹 등의 휴머노이드의 생동화는

‘기괴한’한 느낌을 자아내며, 전적인 친숙함과 전적인 낯설음,

이 양자의 모순된 관계(김원방, 1998)를 보여주었다.

SF의 등장과 아울러 만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돌연변이의 긍

정적 재현을 보여준 초창기 장르 중 하나는 1960년대 초반부터

이슈화된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였다. 판타스틱 포

(Fantastic Four), 헐크(Incredible Hulk), 스파이더맨(Amazing

Spiderman), 엑스맨(Uncanny X-Man)에서는 이러한 변이들이

“기괴한” 것이지만 대개 긍정적인 것이었다(The metropolitan

museum, 2008). 이외에도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캣

우먼 등의 영웅 시리즈에서는 현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완

벽한 우성의 이상적 신체를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신체

들은 인간과의 대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인간상을 반성하는 유력한 '타자'로서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최기숙, 2003).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 아래 신화나

신비주의의 탈신격화를 통한 판타스틱한 신체들이 재등장하였

다. 사티로스(satyros)의 신화를 재현한 매튜바니, 이불의 히드

라(2002)(디자인문화비평, 2002), 타카시 무라카미(Takashi

Murakami)의 2차원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은

<S.M.P.Ko
2
, 1999-2000>의 변신하는 로봇 걸(Anacouver Art

Gallery, 2002)등이 그러하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탐색은

기존의 판타스틱 신체와는 다른 새로운 종(種)의 표현이자 신

체적 변용과 확장의 가시화인 한층 진보된 사이보그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이보그는 초인간주의(Transhumanism),

혹은 탈인간주의(Posthumanism)를 표방하며 젠더나 성적인 대상

을 초월한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일례로 이불의 <Cyborg W5,

1999>는 여성 신체를 모델로 하여 공격적인 외계생명체로 진화

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3.3. 영화에서의 판타스틱 신체

일찍이 미국 무성영화시대를 시작으로 하여 등장하기 시작

한 판타스틱 신체는 천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 론 체

이니(Lon Chaney)의 오페라의 유령, 흡혈귀, 그리고 콰자모도

연기로 표현되었으며, 유성영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Dracula,

1931>라는 작품을 통해 지평을 열었다. 드라큘라 영화의 출현

과 함께 제임스 웨일(James Whale)은 메리 셸리의 소설인 프

랑켄슈타인을 각색(Raymond & Daniel, 1994/2001)함으로써

SF적 우성 변이체인 사이보그가 초기 판타스틱 영화에서 주요

한 소재가 되었다. 그는 또한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원작삼아

<The Invisible, 1933>이라는 SF적 괴기영화의 선구적인 작품

들을 제작하였다.

현대 과학의 태동과 함께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Metropolis, 1927>에 등장하는 여자 로봇의 현란한 금속성 외

피, 미래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머리 부위의 장식, 차가운

이미지의 마스크, 늘씬한 신체는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애니메

이션화됨으로써 또다른 판타스틱 신체로 규정되었다. 컴퓨터 그

래픽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외관상 인간과 똑같이 보이는

안드로이드는 리들리 스콧(Ridley Scott)의 <Blade Runner,

1982>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복제인간으로 등장하였다. 도나

하라웨이(Donna Haraway)는 이러한 사이보그에 대해 SF의 산

물이자 포스트모던 메타포일 뿐 아니라 20세기 후반의 리얼리

티(Calefato, 2004)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SF적 소재로서 기계적인 유기체 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에 의

한 돌연변이 신체 역시 판타스틱한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1941

년 발표된 늑대인간<The Wolf Man>, 표범으로 둔갑하는 젊은

여성을 다룬 캣 피플<Cat People, 1942>,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David Cronenberg)의 플라이<The Fly, 1986>, 격렬하고 에로

틱한 주제로 관능적인 공포를 표현한 기괴한 괴물로의 변신을

다룬 스피시즈<Species, 1995>등(Raymond & Daniel, 1994/

2001)은 반문화적인 요소로서 변신이라는 소재로 자아가 분열

된 또다른 실체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SF적 산물로서 사이보그, 유전자 돌연변이는 1960년대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작품들이 영화화되어 더욱더 사실감

있게 재현되었으며, 배트맨 시리즈, 스파이드맨 시리즈, 슈퍼맨

등에서는 바디슈트, 마스크, 망토를 통한 유니폼이 강한 남성성,

주술적인 힘과 초인간적인 이미지 그리고 초현실적 이미지의 구

현과 함께 신체를 확장시키고 과장하는 파워를 상징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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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이인성, 2007). 이러한 신체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간

신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보다 강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유전

적인 우성적 인간을 추구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판타스틱에서 초자연적 세계는 헐리웃 영화에서 오래 된 고

딕적 주제인 드라큘라, 좀비, 유령, 미이라 등의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인 비실체들이 주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억눌린

성적 욕망을 표현한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Dracula,

1927년>, <The Mummy, 1932년 >, 새로운 고딕적인 수퍼-내

추럴 코미디인 <Beetlejuice, 1988년>, 잔인한 좀비가 등장하는

<Batman, 1989>, <Night of the Living Dead, 1990>,

<Edward Scissorhands, 1990> 등은 그 대표작이며 풍자와 유

머를 함께 보여주었다(이유선, 2005).

1980년대와 1990년대 괴물들-좀비, 사이보그, 정신병의 연쇄

살인자, 팜므 파탈-은 우리들의 흥분, 혼란, 부정 그리고 자아

의 피폐 상태를 반영한다. 그들은 다른 신체를 소비 혹은 소유

를 통해 얻은 생물학적 힘의 판타지이다. 에렌리히(Ehrenreich)

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이질감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판

타지로 표현됨으로써(Badley, 1995)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암시한다. 그리고 해리포터시리즈나 반지의 제왕에서의

요정, 난쟁이 등을 포함하여 블래이드 러너, 가위손, 아담스 패

밀리, 또는 심지어 마이클 잭슨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변태, 변

형은 단지 소외감의 기호뿐만 아니라 다름, 자신을 바꾸려는 욕

망, 복합적인 자아로서의 힘의 인식 요컨대, 젠더, 인종, 종, 나

이 그리고 계급에 대한 초월을 암시한다(Badley, 1995).

다음 Table 1은 문학, 회화, 영화에 나타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특징을 토대로 표현유형을 범주화한 것이다.

4.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유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분석

4.1. SF적 우성변이체

20세기 후반 테크놀로지를 토대로 한 다양한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증폭시키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판

타스틱한 세계를 보다 실재감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디

자이너의 이상, 메시지 그리고 판타지를 표현하는 과정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Dawber, 2005)에서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 왜곡의 몰핑 기술은 다양한 가상의 신체와 미래세계를

창조하며 작가들의 상상력을 구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SF적 우성변이체는 가상의 매트릭스(matrix)속

에서 재가공된 신체, 다른 예술장르에서 흔히 보여지는 기계와

부분적으로 결합된 사이보그 신체, 돌연변이 신체 등으로 표현

되고 있다. Fig. 1은 비디오 게임에서 유래된 Mappy Woman

으로 자아의 정신적 정체성과 육체적 정체성의 차이에서 발생

되는 간극을 이미지 몰핑에 의한 테크놀로지적 가상 신체를 통

해 생물학적인 실제 자아의 한계를 뛰어 넘는 또다른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가상신체와 더불어 재가공된 SF의 대표적인 사이보그는 인

간과 기계의 경계를 해체한 포스트 휴먼적 정체성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사이보그

화되어 육체적인 젠더 정체성에 도전한다(Balsamo, 1996). Fig.

2에서와 같이 자가 증식적인 동일한 여성의 얼굴이미지들과 함

께 기계와 결합된 두상 이미지와 기계적 색채는 전통적인 수동

형의 여성 신체를 벗어나 포스트 휴먼시대의 새로운 페미니즘

Table 1. 예술에 반영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유형

구분

예술장르
표현특징 표현의미 표현유형

문학

 · 인체와 로봇을 합성한 우성적 변이체인 사이보그

 · 자아가 투사된 분신 혹은 도플갱어 등의 인물의 

   해체와 파편화

 ·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적 존재

 · SF적 돌연변이 신체

 · 현대 남성성, 여성성의 완벽한 우성적 신체

 · 신화적 모태의 복합체와 기형체

 · 휴머노이드의 생동화

 · 공포를 조장하는 악마성

 · 강력한 에로티시즘에 의한 사회적 금기 및 

   억압된 욕망의 발현

 · 현대사회의 인간상 반성

 · 완벽한 이상주의적 인간추구

 · SF적 우성변이체

 · 투사분열에 의한 

  다중체 및 파편체

 · 신화적 이종복합체

 · 인격화된 의사유기체

 ·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

회화

 · 기이한 신화적 이종복합체와 생물학적 기형체

 ·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비실체

 · 제유적 기법에 의한 신체 일부분묘사

 · 유기체화된 휴머노이드

 · SF에 의한 진보된 우성체인 사이보그

 · 숭배의 대상

 · 성적 욕망의 표현

 · 인간 존재의 재조명과 삶의 근원적 성찰

영화

 · 사이보그

 · 완벽한 현대적 우성신체

 · 안드로이드형 로봇의 애니메이션화

 · 유전자조작에 의한 돌연변이

 · 변신에 의해 투사분열된 이중체

 ·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은 모호한 비실체

 · 변태, 변형에 의한 신화적 신체

 · 인간능력의 자연적 한계 극복

 · 진정한 인간성의 이해에 대한 물음제기

 · 인간내부의 악마적 본성표출

 · 인간 몸의 개념규정에 대한 무의미함

 · 아름답고 완벽한 우성적 인간의 추구

 · 현 사회의 풍자와 유머

 · 소외감, 복합적 자아로서 힘과 초월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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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SF적 사이보그 신체로 처음 알려진 프랑켄슈타인

의 이미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응용되고 있는데, Fig.

3에서와 같이 Franken Lily 라는 여성을 모델로 한 이뻬이 교

우부(Ippei Gyoubu)의 작품에서는 비현실적인 신체 컬러와 짜

깁기된 흔적, 지퍼로 연결된 몸, 변질된 눈동자, 생명을 불어넣

는 인공 튜브관 등의 형태를 통해 강력한 힘을 지닌 파괴적

존재로 고전적인 SF신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였다.

예술장르에서 표현된 SF의 비현실성은 화학적 변이에 의한

돌연변이체를 표현한 투명인간, 초능력을 지닌 상상의 신체 등

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Fig. 4는 이미지 몰핑에 의한 테크놀로

지 생명체를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신체표현은 복제

가능성과 대체물의 지위로 정의되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흩트리고 기괴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불완전성, 모호함, 초능력

을 지닌 상상의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주관성과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 욕망이 만들어 낸 현실 경계너머에 있는 타자를 표현

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미해석의 유보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미지 몰핑을 통해 잡종적인 테크놀로지에 의한 외계 변종

을 표현한 또다른 작품인 Fig. 5에서는 인간이 외계인종과 유

전적으로 결합된 완전변이체를 보여준다. 하라웨이는 이러한 신

체를 면역력을 갖춘 유전학적 테크놀로지이며, 바이오테크놀로

지적인 복제, 변이 발생의 논리를 보여주었으며, 인간의 요소들

을 분해하고 합체하려한다는 점에서 괴물로 인식한 바 있다

(Rutsky, 1999/2004).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몸이라는 것은 강요와 의무, 조작의 원

천이 되고 있으며, 성공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서 몸의 최적화는 절대적(Bak, 2007/2008)이기까지 하다. 인공

적인 기술적 산물에 의존한 몸이 곧 이상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우위를 지닌 신체가 되고 있으며, 이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서 젠더로서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형태와 기능을 확장하거나

상승시킨 몸, 이상화된 신체를 강조한 포스트 휴먼적인 신체 이

미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토

대로 한 다양한 SF적 이미지들은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없애

고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적 삶의 문제를 조명하고 보다 아

름답고 욕망하는 신체를 지니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

영하고 있다.

4.2. 투사분열에 의한 다중체 및 파편체

판타스틱에 있어서 개인성을 자각하는 자기 인식의 문제는

종종 변신, 인물의 해체와 파편화, 쌍둥이 등을 통한 분신 모

티프를 통해 표현된다. 분신의 테마는 소멸하는 자아의 영속성

을 확보하려는 욕망에 기원을 두며, 원초적 나르시시즘의 영역

으로써 거부되거나 억압된 자아의 단면이 투영된 것이다(최기

숙, 2003). 자아의 분열된 의식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CG

를 활용한 현실감의 극대화로 표현되고 있다. 2003년 에스다

마렌(Esdar Maren)의 '쌍둥이자리(Gemini)'라는 작품(Fig. 6)은

CG로 동일한 신체 사진을 왜곡하여 합성·반복함으로써 기이

하게 미분화된 샴쌍둥이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느

것이 주체이고 타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복제의 개념이 함축되

어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신적 자아의 또다른 단면을 다중체로 표현한 마구에리트

소비지(Marguerite Sauvage)의 작품(Fig. 7)에서는 섹슈얼리티를

함축한 헤어를 집합적 누드로 대체함으로써 에로티시즘적 메시

지를 자극적이고 기묘하게 표현하였다. 다중체를 표현하는 또

한 방법으로 신체의 파편화를 표현한 Fig. 8의 애드헤마스

(Adhemas)의 샌들광고는 설득력있는 비주얼을 위해 신체 일부

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주제에 맞는 파편화된 발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재구성하였다. 2004년 Vault49의 작품(Fig. 9)에서는

포토몽타주를 통해 두 팔이 전체 신체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으

며, 다양하게 조합된 이미지들은 합목적적인 것이 아닌 유의미

혹은 무의미한 것들끼리 조합됨으로써 합리적인 해석을 불가능

하게 하는 판타스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신체의 폭력적인 해

체와 재조립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지

배적이며 관습화된 신체에 대한 기존 질서를 위반한다. 김순자

(2007)는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 표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

체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신체의 범주를

확장시키며, 인간내면의 자유로운 욕망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보았듯이, 판타스

틱은 나르시시즘에 기초하여 억압된 자아를 벗고 자신의 존재

Fig. 1. Persson Stina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2.  Artist's xollection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3. Ippei Gyoubu 

(www.gyoubu.com)

Fig. 4. Unknown

(Vogue, 2002. 3, p. 125)

Fig. 5. Jason Jaroslavcooh

(Pixel Surge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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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또하나의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파편화와 함께 신체 일부분의 생략을 통한 불연속성으

로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Fig. 10은 의미없이 구불거리는 식

물과 신체가 일부 접목되어 비현실적인 기묘한 결합을 보여주

고 있으며,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판타스

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신체의 합성, 다중체 및 분열에 의한 파편

화, 생략에 의한 신체들은 주체의 탈중심화된 담론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체와 불연속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일부분을 통해 전

체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제유적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메시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설득력있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도 활용되기도 하며, 새로운 개체들과 새롭게 결합하고 불가능

한 병치를 통해 판타스틱을 구현하고 있다. 

4.3. 신화적 이종복합체

신화적 이종복합체는 이분법적 성(gender)이나 생물학적 종(

種)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호하면서도 기괴한 존재들로

다양한 상징성을 띤 알레고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에

로티시즘과 공포를 동시에 수반하여 남성을 유인하고 결국 죽

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매력과 힘을 지닌 팜므 파탈의 전

형이기도 하다.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이러한 에

로티시즘에 대해 현실과 초자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해체하려

는 인간의 본원적 충동이며, 대상들 간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

괴함으로써 현세 너머의 영속성을 추구한다(최기숙, 2003)고 보

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판타스틱 담론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팜므 파탈의 메타포로서 신화에서 보여 지는 인간적 형상과

동물과의 결합은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성욕, 어두운 포악성,

황폐한 광기를 드러내며, 악마적인 것과 연결되어(최정화, 2007)

현실에 대한 위반과 현대인들의 일탈 욕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모티브들은 오늘날 현대적 신화와 문화적 사고를 토대

로 주관적이면서도 새로운 형태로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물

고기 꼬리와 여체가 결합된 악마적 이미지의 원형적 신화 모티

브인 사이렌을 재해석한 Fig. 11은 머리장식으로 사용된 나뭇

가지와 새, 깃털, 그리고 남근을 상징하는 버섯, 포식자로서 상

어가 함께 비현실적 공간에 배치됨으로써 작가의 상상에 의한

에로티시즘과 타나토스의 충동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보편적인

공간에 대한 관념을 깨뜨린 화면구성이 초현실적인 코드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신화적 소재를 모티브로 한 판타스틱은 실재하는 세계에 대

한 ‘동일성’ 차원의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발생된다. 대상과의

유사성, 친연성을 전제로 한 은유는 현실을 구성하는 질서나 법

칙을 가상 세계의 창조 형식으로 제안하는 판타스틱과 연계되

어 있다(최기숙, 2003). Fig. 12는 포토몽타주 기법에 의해 표

현된 작품으로 주름 의상과 유사한 신화적 모티브의 동물의 뿔

을 합성함으로써 은유적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왜곡된 얼굴

Fig. 6. Esdar Maren(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7. Marguerite 

Sauvage(Illusive 2, 2007)

Fig. 8. Adhemas

(Illusive 2, 2007)

Fig. 9. Vault49

(Illusive, 2006)

Fig. 10. Christophe Remy

(Fashion Wonderland, 2007)

     

Fig. 11. Kustaa Saksi

(Illusive 2, 2007)

Fig. 12.  Esdar Maren(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13. Kako Ueda

(www.kakoueda.com)

Fig. 14. Andrew Hart

(Pixel Surgeons, 2005)

Fig. 15.  Roya Hamburge

(The great escap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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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몸, 그리고 힘을 표현한 동물의 뿔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종의 해체를 통해 비현실적인 기괴함을 표현하였다. Fig. 13 역

시 검은 나비와 거미, 거미줄의 형상에서 보여 지는 유사한 형

태 및 문양이 신체와 착시적으로 결합하여 은유화 된 판타스틱

작품이다. 치명적인 곤충의 이미지를 여체의 이미지로 투사하

여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공포감과 위해를 주는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혐오스러운 동물 뿐 아니라

Fig. 14와 같이 CG를 통해 검은 나무 가지를 실제 신체 사진

과 교묘히 접목함으로써 인격화시킨 것 역시 다른 종(種)간의

경계해체로 새로운 신화적 내러티브를 창조한다.

두상, 다리, 손, 얼굴 등 주된 인간의 형상에 특정 생물체를

접목한 신화 속 이종복합체는 주객이 전도되기도 하는데, 가령,

얼굴 전체 소재로 특정 생물체를 접목함으로써 동화 속 인간의

감정을 지닌 캐릭터로 의인화되어 해학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동식물과의 결합 뿐 아니라 야누스의 이미지와 같은 남

성과 여성의 신체적 결합(Fig. 15) 역시 상상력이 가득한 로마

신화의 재해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보다 다양화되고 파격적

인 혼합은 상상력에 의한 판타스틱을 보다 강력하게 어필한다.

그리고 자연의 범주로서 인간 신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개개인이 가진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이며 원시적인 정신의

표식을 나타내며(Kearney, 2002/2004) 미분화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합일의 추구와 존재의 영속성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4.4. 인격화된 의사유기체

비유기체이면서 인간과 닮은 인형, 마네킹, 로봇 등은 유기

적인 생명성을 부여받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괴기스러움, 신비

스러운 느낌 등 판타스틱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 인형은 일

찍이 초현실주의 작가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파편화된 관

절 인형이 에로틱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히스테리적이고 폭력적

이며, 죽음충동을 표현한 바 있으며, 마네킹, 로봇은 영화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심지어 인간과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유기체로 표현된 바 있다. 그리고 21세기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현실의 자아를 대변하는 물리적 신체의 원격육

화인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 문화의 인간정체성을 반영하고 있

으며(디자인문화비평, 2002) 이는 현실에서 억압된 감정과 욕

망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화된 신체표현과 현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반영하고 있

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마네킹, 인형, 로봇 등으로 표현

된 신체들은 인간과 유사한 포즈, 감정을 표현한 얼굴 등에서

자아를 대변하는 듯 한 실제 인체와 같은 생동감을 부여함으로

써 판타스틱을 보여준다. 2003년 리차드 그래이(Richard Gray)

가 코팬(Trend Les Copains)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Fig.

16)에서는 기계를 접목한 사이보그 신체와 함께 태엽 장치를

통해 무생물인 인형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꼭두각시 이미지

로 표현하였다. 인간과 유사한 섬세한 동작과 얼굴은 실재하는

듯 한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됨으로써 무생물의 생동화를 보여

준다. 2001년 나월(Nawel)의 작품(Fig. 17)에서는 보다 인간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상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허리와

다리를 잇는 부위에 관절 인형의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특히

인간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채와 행동묘사는 판타스틱을 보다

잘 전달해준다.

의사유기체로써 인형이라 하면 어린 시절 놀이문화의 대표

적인 바비 인형이 있다. 2001년 웬디 무디(Wendy Moody)의

CG를 이용한 작품(Fig. 18)에서는 이러한 바비 인형에서 영감

을 받은 것으로 무생물의 조작된 포즈가 아닌 살아 있는 인체

의 생동감 있는 행동을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모호함을 표

현하기 위해 은폐된 인형의 얼굴과 신체 그리고 그래픽에 의한

홀로그램과 같은 모호한 의상은 친숙하지 않은 섬뜩한 낯선 바

비인형의 모습으로 재형상화되었다.

한편, 로봇의 이미지를 표현한 Fig. 19는 이뻬이 교우부의

작품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행동, 사회적 습성을 모

방하여 의인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배경으로 제시된 신체들 역

시 로봇들로 구성되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 사회와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판타스틱 일러스트

레이션이다. 이외에도 실제 인체와 유사한 얼굴을 마스크로 조

작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비실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

Fig. 16.  Richard Gray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17. Nawel,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18. Wendy Moody, 

(Image Makers, 2004)

Fig. 19. Ippei Gyoubu, 

(www.gyoubu.com)

Fig. 20.  Vladimir Dubko

(Fashion Wonderland, 2007)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 분석 875

신체를 생략하고 일부 관계없는 오브제를 접목(Fig. 20)함으로

써 유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생명성을 지닌 판타스틱 신체를 보

여준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성의 또다른 표현인 의사유기체들은 어린

시절 갖고 있던 꿈이나 판타지 등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키덜

트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격화된 대상물로

서 가족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가상

현실을 창조한 디지털 시대에 자아에 대한 분신으로써 대리만

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손이정 외, 2006) 노스탤지

어의 산물이자 나르시시즘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5.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

드라큘라, 좀비, 유령, 미이라, 천사, 요정과 같은 초자연적인

경계에 놓인 모호한 비실체들은 현실속의 도상으로는 재현될

수 없는 것들이며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불멸하는 인간에 대한

갈망은 익히 판타스틱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의 신화적 존재를

통해 주술화 되어왔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비실체들 역

시 불멸과 금기시된 에로티시즘 등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

구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지전능성은 프로이트가 주장

한 나르시시즘과 애니미즘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애니미즘적 사

고는 생명의 무한한 연장과 불멸성을 당연시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해체하고 변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게 한다(최

기숙, 2003).

오늘날 나르시시즘과 애니미즘적 사고는 늘어난 평균수명,

젊음에 대한 영원한 갈망에 대한 현대인들의 주요한 화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

렌드, 인간의 욕구를 작가의 독특한 정신세계로 표현하는 창의

적이고 실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다양한 판타스틱

신체로 은유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고전적인 문학이나 영화에서 보여 지는 비경계에 속하

는 실체들은 죽음과 관련된 피(blood)를 매개체로 공포를 조장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 위주의 표

현이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Fig. 21과 같이 샌

드린 펠레티어(Sandrine Pelletier)의 “Zombie 2”라는 작품에서

는 직접적인 죽음을 환기시키는 동물의 피를 채색재료로 사용

하여 좀비의 이미지를 표현한 점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좀

비와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흡혈귀를 테마로 한 Fig.

22는 창백한 혈색의 환각적인 최면 이미지를 그로테스크한 신

체와 오버랩한 작품이다. 기묘하고 구불거리는 선(line)으로 묘

사된 얼굴 이미지는 흡혈귀의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혐오감을

더하였다. 좀비, 흡혈귀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해골 역시 부분

혹은 전체 신체 이미지로 접목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

끌며, 좀 더 강력하고 기묘한 이미지 전달을 위한 소재로 사용

되고 있다.

Fig. 23의 아디다스 신발 일러스트레이션은 주검이 실제 살

아있는 것과 같이 묘사됨으로써 불가능을 실현하고픈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죽음, 해골과 같은 형상으로 체현된 것

은 기이함의 직접적인 형상이며 현존을 부재로 대체시킨다. 그

리고 인간의 한계를 위반하고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

되어 있다.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들은 죽음과 관련된 검은 색으로도

상징화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

기도 한다. Fig. 24는 블랙의 과장된 의상과 인체 실루엣의 표

현을 통해 명확하지 않는 존재의 모호함과 파워풀한 이미지를

묘사함으로써 패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판타스틱 신체표현에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은유는

추상적인 패션 메시지의 전달에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비

가시적인 것의 가시화하는 방법으로써 추상적인 비인체를 활용

한 Fig. 25는 나이키 이미지의 광고용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다. 컴퓨터 매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나이키의 이미지를 사실

적인 의상과 그래픽적인 선의 신체 이미지로 은유화한 것이 특

징적이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초자연적 비실체를 소재로

시각화한 것은 감각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소구로 고전적인 유형

보다 강한 메시지 전달력을 지니며, 소비자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타자로서 현실의 연약한 인간존재와는 달리

우위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인간이 가진 욕망을 가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천사, 요정과 같은 동화 속 판타지를 자극하는 초자연

적 실체는 유토피아와 같은 매혹적인 이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Fig. 21. Sandrine pelletier, 

(Illusive 2, 2007)

Fig. 22. Digitalink, 

(Illusive 2, 2007)

Fig. 23. Gyoubu

(www.gyoubu.com)

Fig. 24. Francois Berthoud, 

(Fashion Illustration Next, 

2004)

Fig. 25. Sevastien Jarnot

(Pixel Surgeon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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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든 욕망이 충족된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다음 Table 2는 판타스틱 신체의 표현유형에 따른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징과 의미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5. 결  론

오늘날 신체는 자연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예

술 전반에서 일반적인 미의 규칙에 저항하는 다양한 신체 유형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내적 심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등장한 판타스틱은 미디어의 다양화와 함께 고전적인

미의 전형을 파괴하고 충격적이거나 혹은 매혹적으로 현실 세

계를 초월한 창의적인 신체 표현의 주요한 장르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장르 가운데 판타스틱 장르를 표현한 주

요 매체인 문학, 회화, 영화를 통해 신체 유형을 SF적 우성 변

이체, 투사분열에 의한 다중체 및 파편체, 신화적 이종복합체,

인격화된 의사유기체,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로 범주화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신체 유형의 표

현특징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SF적 우성변이체는 이미지 몰핑, 신체 일부의 기계이

미지 접목, 고전적인 SF신체의 현대적 변용을 그 특징으로 하

며, 젠더를 초월한 포스트 페미니즘적 성향의 이상적인 신체 추

구 혹은 인간 무의식을 토대로 한 의미 해석의 유보를 나타내

며 신체 범주를 확장한다. 둘째, 투사분열에 의한 다중체 및 파

편체는 동일한 신체사진의 왜곡된 합성, 인체 일부분의 다중체

대치, 인체의 폭력적 해체와 생략, 유의미 혹은 무의미한 이미

지들의 조합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는 자아의 영속성을 확보

하고자 함과 함께 원초적 나르시시즘이 반영된 것이다. 셋째,

신화적 이종복합체는 과거 인체와 공포감을 조장하는 동물 모

티브들이 보다 확장·접목되거나 착시적으로 결합하여 종의 경

계를 해체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원형적 신화의 재해석, 전

형적인 팜므 파탈의 메타포, 현세 너머의 영속성 추구, 무의식

속의 원시적인 정신의 표식을 의미한다. 넷째, 인격화된 의사유

기체는 인간과 유사한 마네킹 혹은 관절인형의 생동감있고 리

얼한 인체 묘사 혹은 로봇이미지의 의인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유기체의 인격화를 통한 대리만족과 유년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의미한다. 다섯째, 초자연적 경계의 비실체는 삶

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한 유령, 좀비, 뱀파이어, 천사, 요정과

같은 중간자들의 그로테스크한 묘사 혹은 피를 의미하는 붉은

색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색의 상징적인 활용과 추상적인 비

인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불멸과 금기시된 것에 대한 인

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소구로

강한 메시지 전달력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상과 같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판타스틱은 작가의 상

상력을 바탕으로 인간 현실에서의 억압당하거나 욕망하는 것

들에 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 은유적 신체들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방법을 확대하

고 오늘날의 인간과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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