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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xpressional traits and meanings of hommage ex-
pressed in the 2000s' fashion, based on studies of film, art, and design areas. For achieving the 
purpose, this research surveys related research works and performs a demonstrative analysis of 
fashion collection photographs. The scope of this study is from 2000 to 201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hommage is generally used to mean any show of respect publicly to 
someone or something one feels indebted. Second, artists and fashion designers pay hommage to 
various objects to show respect and love, and they also empathize with them. Hommage works 
are recreated ones, not just simply copied or repeated ones. They are new but familiar. Third, 
expressional traits of hommage in the fashion of 2000s are categorized into reinterpretation, in-
sertion, inclusiveness, and symbolization. The internal meanings are respect and love, communica-
tion and empathizing, interaction with art, and recreation. In conclusion, by using hommage tech-
nique, fashion designers in the 2000s create something new with their own experiences and crea-
tivities while pursuing the timeles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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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패션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오마주(ho-

mmage)를 표현하고 있다. ‘경의, 존경, 숭배’의 뜻1)

을 가진 오마주는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 작가가 자

신에게 많은 영향을 준 대상에 대한 존경을 주로 기

존 작품을 이용하여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마주

는 비평가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지 될 수도 있다. 독

창성이 부족한 아마추어 작가들의 변명으로 간주되

거나 표절과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서 오마주는 패러디(parody)에 비해 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여전히 존재하며2), 특히 최근 패션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오마주는 많이 언

급되는 데 비해 아직 체계적으로 미적 특성이 논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2000년대

는 한 트렌드나 스타일이 지배적이라기보다 다양한

트렌드와 스타일들이 끊임없는 접합과 절연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며 공존하고 있다. 오랫동안 활동한 유

명 패션 디자이너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신진 디자

이너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

으며, 전통 있는 디자인 하우스나 디자이너 라벨은

수시로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하여 전통을 이으면서

도 혁신을 추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상 새로움과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는 패션에서 자신에

게 영향을 끼친 대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오마주

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패션 디자이

너들의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창작과

모방, 응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패션에서의 오마주의 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오마주를 표절과 구별되는 디자인 기법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예술을 비롯한 타 분야에서 오마주에 관

한 연구3)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패션에 표현된 오

마주 연구는 미비하다. 예로 고현진, 김민자4)는 1990

년대를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오마주 개념을 일부 다루었다. 이예

은5)은 Yves Saint Laurent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2002년까지 Yves Saint Laurent의 Haute Couture 컬

렉션에 표현된 디자인 경향 중 하나로, 또한 미적 특

성의 하나로 오마주를 들었다. 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오마주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 시기나 내용면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를 연구

대상 시기로 하며, 문학, 영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표현된 오마주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

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특성을 표현 특성과 의미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를 2000년대로 한 것은

2000년대 패션에 다양한 디자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오마주가 이전의 어떤 대상에 대해 표현된다는 특성

상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에서 오마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오마주의 정의와 일반적 개념을 고찰한다.

둘째, 문학, 영화, 예술에 표현된 오마주의 특성을

표현 특성과 의미 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위에서 도출된 여러 분야의 오마주 특성을

바탕으로,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 사례를 분

석하고 그 특성을 표현 특성과 의미로 밝힌다.

연구방법은 문학, 영화, 예술, 디자인 및 패션 관련

서적, 선행 연구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인터넷 사이

트의 패션 컬렉션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 연구

로 한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오마주를 디자인 표현 기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함

으로써 창작과 표절의 구별이 중요한 패션 산업에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오마주의 정의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이

다.6) 전통적인 사용으로 오마주는 칭찬과 유사한 것

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작품이나 행동을 언급한다. 창작 작품 안에서

작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이루

어지며, 적어도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예술 작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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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 언급 대상을 따와 작품에 나타낸다.7)

2. 오마주의 일반적 개념
오마주는 인용(allusion)과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 인용이 다른 작품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반해 오마주는 전형적으로 다른 작품의 스타일적

요소나 알아보기 쉬운 장면 등을 반복한다.8) 오마주

는 다른 작품에서 언급 대상을 따오는 특성 때문에

패러디(parody), 패스티쉬(pastiche)와도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패러디는 문학에서 한 작가나 한 부류의 작가들을

비판하려는 의도적 방식으로 특히 우습고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키면서 모방하는 사고나, 구절의 전환

으로 이루어진 구성,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하는 것이지만 우스꽝스런 효과를 산출하

기 위해 전환된 모방9)이다. 이러한 패러디는 모방

대상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기생적이고 경박한 양식

으로 간주되었으나 현대,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요 창작 방법 중 하나이자 창조적 가치를 갖는 것

이 되었다.10) 또한 패러디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간주

되었던 ‘익살, 조롱, 풍자’등의 의미 외에 원작에 경

의를 표하지만 비판의 시각을 갖는 진지한 패러디도

있는 것으로 확장 되었다. 패러디의 에토스(ethos)11)

를 긍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많은 예술가들이 현대

예술의 걸작들을 패러디로 다룰 때 보여주는 존경심

에서 드러난다. 이런 경외심에 찬 패러디 역시 경멸

에 찬 패러디처럼 두 텍스트 간의 차이를 지향하며,

비평적 거리감과 차이의 표시를 가진다.12)

고현진, 김민자13)에 따르면 패러디는 크게 외적

형식의 변화, 내적 의미의 변화, 외적, 내적 위치전환

으로 나타난다. 외적 형식의 변화에는 소재의 형식을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한 것과 소재의 형

식을 변경, 과장한 것이 있다. 이 중 소재의 형식을

밀접하게 모방한 작품들은 선대 작품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차이 있는 모방이고 경의와 더불어 비평적

거리감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오마주와 유사하다. 이

런 모방 작품들은 복사가 아니라 어떤 경향을 가진

묘사이며 작가가 의의를 발견한 것의 기록으로, 화가

자신이 독특한 기법이나 의도적 변형을 사용함으로

써 표현성 있는 창작품을 탄생시킨 것14)이다.

패스티쉬는 다른 작품으로부터 내용이나 표현 양

식을 빌려와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작품을 만드는 것

또는 그 작품이다. 혼성모방으로도 불리는 패스티쉬

는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의 요소를 통일된 양식으로

재창조하지 않는 것, 즉 절충적인 작품에 대한 경멸

적인 의미로 쓰인다. 패러디가 다른 작품의 내용이나

양식을 빌리되 특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의식

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패스티쉬는 목적의식 없이 다

른 작품들의 요소를 단순 나열한다.15)

오마주와 패러디는 창조적인 모방이라는 점에서

단순 모방이나 차용과는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

마주를 현대의 진지한 패러디, 존경의 패러디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보고자 한다. 패러디는 조롱과 풍자,

유희, 존경 등 보다 넓은 개념을 지니며 이런 개념들

이 서로 혼용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Ⅲ. 여러 분야에 표현된 오마주
1. 문학에 표현된 오마주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속의 오마주는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구도나 주인공을 따오기도 하고, 제목,

배경, 장면, 대사 등을 인용하기도 한다. 예로 1930년

대 소설가 박태원이 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934)>의 주인공 구보는 다른 작가의 소설에서 여

러 번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970년대 최인훈은 박태

원의 소설을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재해석하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을 썼고, 1990년대 주인

석은 <옛날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단다 - 소

설가 구보씨의 하루 1>을 비롯한 연작들을 썼다. 윤

고은은 <무중력 증후군(2008)>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구보를 다시 등장시켰다.16)

공지영은 자신의 장편 <도가니>에 대해, 한국문학

사에 있어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상징하는 작품인 김

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작품의 구조와 배경을

차용했으며, 김승옥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한 소설이나 작가가 다른 소설이나

작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오마주되는 경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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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sycho, 1960

- http://movie.naver.com

<그림 2>

Dressed to Kill, 1980

- http://blog.naver.com

<그림 3>

Vertigo, 1958

- http://movie.naver.com

<그림 4>

Butterfly on a Wheel, 2007

- http://movie.naver.com

작가끼리 연속적으로 오마주하기도 한다. 위의 경우

처럼 최인훈은 박태원을 오마주했고, 고종석은 <독고

준>을 통해 최인훈의 <회색인>과 <서유기>를 오마주

하였다. 책의 제목 <독고준>은 최인훈의 두 소설 주

인공의 이름이다. 최인훈의 작품 속 독고준이 소설가

를 꿈꾸는 사변적인 대학생을 그린다면, 고종석의 소

설 속 독고준은 소설가로 일가를 이룬 장년의 독고

준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또한 고종석은 주인공을

통해 작가 최인훈의 문단 내 위치를 은유하였다.17)

2. 영화에 표현된 오마주
영화에서 오마주는 후배 영화인이 선배의 기술적

재능이나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

명 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영향을 받은 영화의 특정 장면을 응용하거

나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 장면을 자신의 영화 속에

삽입하기도 하며, 특정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

주도 있다.

예로 미국 영화감독 Brian De Palma는 Alfred

Hitchcock의 스릴러 영화 <Psycho(1960)>에 등장하

는 욕실 샤워 살인 장면<그림 1>18)을 <Dressed To

Kill(1980)>에서 <그림 2>19)처럼 오마주하였다.20) 홍

콩감독 吳宇森의 영화를 보고 꿈을 키웠다는 미국

영화감독 Quentin Tarantino는 영화 <Reservior Dogs

(1992)>에서 吳宇森 스타일의 권총 액션 장면을 코

믹스럽게 각색해서 삽입하였다.21) Francois Roland

Truffaut는 Hitchcock 감독의 영화 <Vertigo (1958)>

의 스타일을 자신의 영화 <Fahrenheit 451 (1966)>에

서 오마주하였다.22) Mike Barker도 <Vertigo (1958)>

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를 영화 <Butterfly on a

Wheel(2007)>에서 주인공을 고소공포증 환자로 설정

하고 도시 고층에서 내려다본 샷으로 도시의 아찔함

을 현기증나게 연출하여 표현하였다.23) <그림 3>24)

은 Hitchcock의 <Vertigo>의 장면이고 <그림 4>25)는

<Butterfly on a Wheel>의 장면이다. Wim Wenders

는 영화 <Der Himmel über Berlin(1987)>를 자신이

존경했던 두 명의 감독에게 헌사하였고, Clint East-

wood는 자신이 감독한 영화 <Unforgiven (1992)>을

Don Siegel과 Sergio Leone에게 바침으로써 스파게티

웨스턴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였다.26)

3. 예술과 디자인에 표현된 오마주
오마주는 예술에서도 많이 표현되었다. 역사적으

로 많은 작가들이 거장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작품을 모방했으며 그들의 기량은 물론, 정신세계와

의 교감을 시도했다.27) 예로 Van Gogh는 Jean-

Francois Millet의 예술과 삶을 존경하여 그와 같은

예술가의 삶을 살 결심을 하였고 Millet의 그림을 많

이 모사하였다. 그러나 Gogh는 Millet 그림의 원화가

아니라 동판화 같은 흑백 작품을 보고 그것에 자기

나름으로 색채를 입히는 시도를 했다. 즉 스승을 뛰

어넘어 자신의 예술과 삶을 재창조하려 했다.2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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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illet 1850

씨 뿌리는 사람.

- 아트 북스, p. 88.

<그림 6>

Gogh 1889

씨 뿌리는 사람

- 아트북스, p. 93.

<그림 7>

멀티플다이얼로그전 2009

- http://www.fnnews.com

<그림 8>

양혜규 2008

5, Rue Saint-Benoît

- http://py129325.blog.me

림 5>29)는 Millet의 <씨 뿌리는 사람(1850)>이고,

<그림 6>30)은 이를 오마주한 Gogh의 <씨 뿌리는 사

람(1889)>이다. 원작보다 Gogh의 그림이 더 밝으며

Millet가 표현하고자 한 농민의 슬픈 운명보다 씨를

뿌리는 농민의 의지가 더 강조31)되어 차이를 보인다.

Picasso는 작품에 담겨 있는 거장들의 정신과 인

간 삶에 대한 시각을 통찰하고자 했으며 거장들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과 정신으로 재해석했다. 예로 그

는 Ingres의 <고귀한 오달리스크 (1814)>를 선의 입

체적 조합으로 재해석한 <오달리스크(1907)>를 제작

하였고, Poussin의 <사비나의 전투(1635)>와 David의

<사비나(1799)> 작품을 함께 차용하여 <사비나의 전

투 (1962)>를 제작하였다. Picasso는 이 고전적인 걸

작들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인간의 격렬한 몸짓과 표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32)

전시에서도 오마주를 볼 수 있다. 설치 미술가 강

익중은 <그림 7>33)처럼 자신의 예술적 조언자였던

고 백남준 선생의 작품 <다다익선>과 자신의 작품

<삼라만상>을 2009년 <멀티플 다이얼로그 ∞> 전에

서 함께 전시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시

하였다.34) 설치 미술가 양혜규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쓰던 각종 집기를 재구성해 놓은 설치 작업 < 5, Rue

Saint-Benoît> 작품에서 문학가 Marguerite Duras가

살았던 집 주소를 제목으로 붙임으로써 Duras에 대

한 오마주를 표현하였다(그림 8).35) 이후 양혜규는

Duras에 대한 오마주를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

시리즈 작업으로 풀어냈으며 <셋을 위한 그림자 없

는 목소리(2010)> 전 등에서 선보였다.36)

광고 디자인에 나타난 오마주는 대체, 삽입, 재구

성, 재해석 기법을 통해 예술에 대한 오마주를 지향

하면서 상업적 의도를 첨부한다.37) 대체는 기존 예술

작품 속 일부분을 광고를 위한 대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삽입은 기존 예술 작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여기에 광고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재구성은 여러

예술 작품 중 일부분만을 가져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예로 국가브랜드위원회와 LG의 2010

년 공익광고 <당신의 기억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

입니다>는 신윤복, Seurat, Gogh, Gauguin 등 동·서

양의 명화를 기반으로, 동·서양 예술, 인종에 대한 에

티켓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였

다.38) 재해석은 예술 작품의 표현 내용과 방법, 작품

자체와 유사하게 제작하는 형식이다.

4. 오마주 표현의 미적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작품 자체, 작품의

제목, 주인공, 기법, 내용 뿐 만 아니라 선배 작가,

혹은 그의 사상 등 다양한 대상이 오마주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시각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오마주의 표현 특성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예로 황

덕현39)은 영화에 나타난 오마주의 기법을 재현적, 차

용적, 포괄적 기법으로 분류하였고 이와 대응되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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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나타난 기법을 상징적, 공간적, 개념적 오마주

로 분류하였다. 한성수, 김민40)은 디자인에 나타난

오마주의 기법을 대체, 삽입, 재구성, 재해석 기법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언급한

오마주 표현유형을 참고하고 위에서 살펴본 시각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마주의 표

현 특성을 재해석, 삽입, 포괄적, 상징적 표현으로 재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재현적 기법, 상징적 기법,

재해석 기법은 유사한 범주이다. 예술 작품의 표현

내용이나 작품 자체와 유사하게 제작하는 형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해석 표현이라 명하였다. 차용

적 기법, 공간적 기법, 삽입은 유사한 범주이며, 기존

예술 작품을 그대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와

재구성 범주도 대상 작품의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을 삽입 표현

으로 재분류하였다. 포괄적 기법, 개념적 기법은 특

정 장르나 다른 작가의 스타일을 상대적으로 은유적

이며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

괄적 표현으로 명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오마주 대상

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련된 제목을 붙이

는 것과 같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상징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1) 표현 특성

영화, 회화, 디자인 등 시각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다양한 오마주 유형 중에서는, <그림 2>처럼 다른 영

화의 장면을 응용하여 삽입하거나, <그림 6>처럼 회

화에서 선배 작가의 작품을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

하는 것 같은 재해석 표현이 가장 많이 응용된 것으

로 보인다. 이외에도 영화 속에 다른 영화의 장면을

넣거나, <그림 7>처럼 타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배경

혹은 소품으로 사용하거나 같이 전시하는 삽입 표현

이 있다. 또한 영화감독 Truffautt나 Mike Barker가

<Butterfly on a Wheel(2007)>에서 <그림 4>같이

Hitchcock 영화 <Vertigo (1958)>의 스타일을 오마주

한 것처럼 특정 장르나 타 작가의 스타일을 은유적

으로 나타내는 포괄적 표현이 있다. 상징적 표현으로

는 Wim Wenders가 자신의 영화 <Der Himmel über

Berlin(1987)>를 존경했던 감독에게 헌정한 것과, <그

림 8>처럼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

라 순수한 자신의 작품에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2) 의미

오마주를 통해 작가들은 인간 삶에 대한 거장들의

시각을 통찰하고자 하며 이들의 기량, 정신세계와의

교감을 시도한다. 또한 역사에 대한 향수, 장르의 혼

합, 비평적 안목의 발전을 도모하여 이들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과 정신으로 재해석한다.41) 즉 거장 또는

선구자들의 예술과 삶을 존경하며, 소통과 공감을 하

는 동시에 자신의 기량을 확장시키고 이들을 뛰어넘

어 자신의 예술과 삶을 재창조하고자 한다.42) 예로

강익중은 한국의 3층 석탑을 모티브로 한 백남준의

<다다익선>과 미술관 내벽을 채우는 자신의 오브제·

영상· 음향· 미디어 설치 작업 <삼라만상>을 통해 우

리 강산을 재연하면서 “백남준 선생의 작품과 나의

작품이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한국의 자연과 정신을

만나게 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하였다.43) 오

랫동안 해외에서 작업을 해온 양혜규는 <5, Rue

Saint-Benoît> 작품을 통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태

생인 Duras의 태생에 따른 이중적인 소외감과 글쓰

기의 특정성에 공감하였다. 작가는 서울과 독일을 오

가는 자신의 처지와 거기에서 비롯된 작업의 생리가

Duras의 것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며 이와 같이 의미

를 개인사로부터 캐내었을 때 공감 역시 커진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44)

오마주는 거장뿐 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소통이

기도 하다. 예술작품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유희적

시각언어의 표현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웃음으로 사

회의 모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도45)이다.

오마주를 통해 작가들은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다.

‘구보’처럼 문학에서 작가들이 같은 작품을 반복 재

생시키는 이유는 주인공이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

문이다46). 최초의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며 사회의

단면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사회상을 드러내

거나 작가 자신을 투영시키기 좋은 인물이다. 이 캐

릭터는 반복됨으로써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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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특성 의미

재해석 형식 대상 작가의 작품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 · 존경, 경의

· 정신적인 교감, 소통, 공감

· 현실, 시대상 반영

· 새로운 관점으로 재창조

· 예술의 위치 논의

삽입 형식 대상 작가의 작품을 원본 그대로 삽입

포괄적 형식 특정 장르나 대상 작가의 스타일을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

상징적 형식 작품에 다른 대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제목 붙임

<표 1> 시각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오마주의 미적 특성

여러 시대의 ‘구보’를 환기시키며 변한 시대상을 드

러낼 때도 효과적이다. 양혜규는 서울에 대한 오마주

작업 <서울 근성> 시리즈에서 달라진 서울 풍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재구성해 보여주었으며 서울 사

람들의 생활사를 코멘트 하였다.47)

오마주는 예술의 위치 탐색에 대한 의미도 있다.

문학평론가 허윤진48)은 오마주가 표현되는 이유를

“문학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는 자기 선언으로, 허구가 허구를 모방하게 됨으로써

문학을 비롯한 예술을 현실과 같은 위치에 올려두려

는 시도”라고 하였다. 또한 예술작품을 이용한 광고

는 예술에 대한 오마주를 지향49)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표현된

오마주는 대상에 대한 존경, 경의를 표함과 소통, 공

감 및 현실과 시대상 반영, 재창조, 예술의 위치 논

의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시각

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Ⅳ.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www.style.com, www.style.co.kr, www.sam-

sungdesign.net 같은 패션 전문 사이트와 패션 잡지의

2000년 이후 패션 컬렉션에서 비평가의 리뷰나 디자

이너의 설명에 ‘hommage, homage, 오마주’의 설명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패션을 전공한 2명의 전문가가

선별하였다. 자료 수집은 Prêt-à-Porter와 Haute

Couture 컬렉션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두 영역을 모두 살펴보아야 오마주 표현의 특성을 포

괄적으로 분석 가능할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분석한 예술에 표현된 오마주의 미적 특성

을 토대로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도 예술의 오마주

표현과 유사한 미적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1. 전반적인 경향
비평가들이 오마주가 표현되었다고 언급한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오마주는 디자이너

들이 스스로 ‘~을 오마주했다’고 밝힌 경우를 비롯

하여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고, 한 컬렉션 중 일

부분에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오마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 기법으로 많이 응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컬렉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대상은 유명 패션디자이너 및 그들의 작품, 셀러브리

티를 비롯한 인물 및 그들의 스타일, 예술가 및 예술

작품, 그리고 어떤 시기나 시대, 도시 또는 도시의

삶 등으로 다양하였다.

1) 패션 디자이너와 디자인 스타일 오마주

영화의 경우와 유사하게 유명한 선배 패션 디자이

너에게 후배 디자이너가 존경을 표하는 것을 비롯하

여, 디자이너 본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오마주하거나

패션 하우스의 후대 수석 디자이너가 하우스의 유산

에 오마주를 표하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

이 세월을 초월하는 미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에 경

의와 애정을 보냄을 알 수 있다.

예로 Jean Paul Gaultier 2000 FW 컬렉션은 Yves

Saint Laurent에게, Wink 2001 SS 컬렉션은 Rei

Kawakubo에게 오마주를 표현하였다. Viktor & Rolf

2005 SS 컬렉션 중 일부는 <그림 9>50)같은 Yves

Saint Laurent 수트와 Chanel 재킷에 오마주를 보내

면서 초현실적인 리본 장식을 했다<그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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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ants suit, 1975

Yves saint Laurent,

- Fashion, p. 357.

<그림 10>

Viktor & Rolf 2005 SS

- http://www.style.com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1993 SS

- Jean Paul Gaultier, p. 109.

<그림 12>

Jean Paul Gaultier,

2004 FW

- http://www.style.com

<그림 13>

Christian Dior, 1947

- A Century of

Fashion, p. 146.

<그림 14>

Christian Dior Couture

2005 FW

- http://www.style.com

<그림 15>

Twenty five colored

Marilyns, 1962

Andy Warhol,

- Twentieth Century

American Art, p. 157.

<그림 16>

Philip Treacy,

2003 SS Couture

- http://www.style.com

<그림 17>

Patti Smith, 1975

- http://navercast

<그림 18>

Undercover 2004 FW

- http://www.style.com

<그림 19>

Yohji Yamamoto,

2011 SS

-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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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Cole New York 2005 FW 컬렉션의 미니멀

엠파이어 라인 이브닝드레스들은 Halston과 Calvin

Klein에게 보내는 오마주였다. Wunderkind 2007 FW

컬렉션은 모델, 헤어스타일, 특정 디테일을 통해

Alexander McQueen에 대한 오마주를 보여주었다.

디자이너가 본인 디자인에 오마주를 표한 경우는

이브닝 의상의 아카이브에 대한 오마주를 보인

Valentino 2002 FW 컬렉션과 <그림 11>52)같은 자신

의 유명 아이템들을 새로운 패션 쇼 형식으로 다시

선보인 Jean Paul Gaultier 2004 FW 컬렉션 <그림

12>53)이 있다. 디자이너가 하우스 선배 디자이너나

하우스의 유산에 오마주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Versace 2003 SS 컬렉션에서 Donatella Versace는

Giani Versace에 대한 오마주를 그의 90년대 초 펑크

컬렉션을 연상시키는 grommet 장식 드레스로 표현하

였다. Christian Dior 하우스는 2005 FW, 2008 SS

Couture 컬렉션 등에서 Dior과 그의 뉴룩(new look)

<그림 13>54)에 대한 오마주를 보여주었다. 2005 FW

컬렉션에서 수석 디자이너 Galliano는 <그림 14>55)처

럼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로 가벼움과 섬세함을 부여

하였다. Givenchy 2006 FW 컬렉션은 하우스의 전통

에 대한 오마주를 보이면서 의외의 유희성을 부여하

여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하였고, Jil Sander 2009

FW 컬렉션을 비롯한 다수의 컬렉션에서 수석 디자

이너 Raf Simons도 하우스에 오마주를 표현하였다.

2) 아이콘, 셀러브리티에 대한 오마주

Andy Warhol, Patti Smith, Jimi Hendrix, Diana

Vreeland, Isabella Blow, David Beckham같이 다양한 분

야의 아이콘, 셀러브리티 및 이들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

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콘의 중요성과 위대성을 부

각시키고 패션에 독특성,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Philip Treacy의 2003 SS Haute Couture 컬렉션

은 팝 아트의 대가 Andy Warhol에 대한 오마주였는

데, Marilyn Monroe 등의 셀러브리티 사진을 이용한

<그림 15>56)같은 Warhol의 작품 스타일을 응용하여

현시대 셀러브리티인 David Beckham, Kate Moss,

Naomi Campbell 등의 사진을 <그림 16>57)처럼 모자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또한 독특한 모자패션으

로 유명했던 패션 에디터이자 패션스타일 아이콘

Isabella Blow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였다. Under-

cover 2004 FW 컬렉션은 가수이자 시인인 Patti

Smith에 대한 오마주로 그녀의 70년대 뉴 웨이브 스

타일 <그림 17>58)에 변화를 가미하였다<그림 18>.59)

Peter Jensen 2006 FW 컬렉션은 보석 장식과 쿠튀

르 스타일로 유명했던 Madame Rubenstein에 대한

오마주로, 부풀린 머리와 진주 헤어밴드, 목둘레선에

화려한 보석 장식을 하였다. Yohji Yamamoto 2011

SS 컬렉션은 일부 의상에 <그림 19>60)처럼 싸이키델

릭(psychedelic) 프린트를 가미하고 Jimi Hendrix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Hendrix에 대한 오마

주를 표현하였다.61)

3) 예술가, 예술 및 영화에 대한 오마주

예술가, 예술 및 영화에 대한 오마주는 예술 등의

장르와 패션의 결합과 상호 소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오마주는 예술가에 대한 존경,

예술 작품이나 그 스타일의 응용으로 표현되었다. 예

로 Genny의 2000 FW 컬렉션은 Kandinski에게,

Armani 2001 FW 컬렉션은 Picasso의 청색시대(blue

period)에, Philip Treacy의 2003년 SS Haute

Couture 컬렉션은 Andy Warhol과 그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였다. Jonathan Saunders의 2006 SS 컬렉션은

예술에 기반 하였는데, 사진을 꼴라주하여 완성하는

<그림 20>62)같은 David Hockney의 작품을 비롯하여

Anthony Caro, Irving Penn의 작품 이미지들에 대한

오마주를 <그림 21>63)처럼 표현하였다.64) Valentino

2006 FW 컬렉션 일부는 80년대와 화가 Jean Michel

Basquiat에 대한 오마주로 <그림 22>65)같은

Basquiat의 그라피티 프린트를 그대로 옷에 사용하였

다<그림 23>66). Narciso Rodriguez의 2009 Resort 컬

렉션은 색상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브라질 아티스트

He︠lio Oiticica에 대한 오마주로 독특한 칼라 block을

연출하였다.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는 Douglas

Hannant 2009 FW 컬렉션이 있는데 New York chic

를 대변하는 영화 Breakfast at Tiffany의 주인공

Audrey Hepburn에 대한 오마주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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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David Hockney

- http://www.hockneyp

ictures.com

<그림 21>

Jonathan saunders

2006 SS

- http://www.style.com

<그림 22>

무제. 1984

Jean Michel Basquiat

- 클릭 서양미술사, p. 327.

<그림 23>

Valentino

2006 FW

- http://www.style.com

<그림 24>

Jill

- http://www.nytimes.com

<그림 25>

Louis Vuitton

2000 FW

- http://www.style.com

<그림 26>

Katy Rodriguez

2009 FW

- http://www.style.com

<그림 27>

Ralph Lauren 2005 FW

- http://www.style.com

4) 기타

위의 범주 외에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 룩

(look), 시대적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오마주가 있다. 예로 Louis Vuitton 2000 FW 컬렉션

은 <그림 24>67)같이 hot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80년

대 잡지 <Jill> 등에 실린 룩에 대한 오마주로 이것들

을 <그림 25>68)처럼 모던하게 재해석하였다.69) 2003

SS Michael Kors의 컬렉션은 피케 폴로셔츠 같은 디

자인으로 미국 서부 해안 지역 아웃도어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를, Lela Rose 2011 SS 컬렉션은 페루의

해안 도시 Lima의 생생한 문화와 다채로운 색상의

수공예에 대한 오마주를 보였다. Karen Walker 2011

FW 컬렉션은 1970년대 중반 영국 북부지역의 유명

했던 클럽들의 장면에 대한 오마주를 보여주었다.

Katy Rodriguez의 2009 FW 컬렉션은 클럽 kids로서

보낸 그녀의 젊은 시절에 대한 오마주로 50년대와

80년대의 것들을 혼합하여 <그림 26>70)처럼 볼륨 있

는 러플 미니스커트 등이 주를 이루었다. Ralph

Lauren 2005 FW 컬렉션은 디자이너가 소유한 빈티

지 자동차에서 영감 받은 몸에 꼭 맞는 가죽 재킷,

스커트, 롱 트레인 드레스, 보호 안경 등을 통해 속

도에 대한 오마주를 <그림 27>71)처럼 표현하였다.72)



服飾 第61卷 9號

- 124 -

2000 2001 2002 2003 2004

SS -
Wink

Prada

Boudicca

Michale Kors

Versace

John Galliano

Marni

Osca de la Renta

Juien McDonald

Viktor & Rolf

Calvin Klein

FW

Louis Vuitton

Genny

Jean Paul Gaultier

Armani

Diane von

Faustenberg

Valentino

Philip Tracy(쿠튀르)

Dior(쿠튀르)

Undercover

Jean Paul Gaultier

D&G

2005 2006 2007 2008 2009

SS Viktor & Rolf

Marios Schwab

Commes des Garcons

Paco Rabaane

Jonathan Saunders

Alessandro Dell'

Acqua

Christian Dior(쿠튀르)

Jean Paul Gaultier

(resort)

Narciso Rodriguez

Malo

Charles Nolan

Vivienne Tam

Arexandre

Herchovitch

Organic by Jhon

Patrick(리조트)

FW

Ralph Lauren

Kenneth Cole

D&G

Christian Dior(쿠튀르)

Peter Jensen

Valentino

Givenchy

Wnderkind

6267

Christian Dior

United Bamboo

VPL

-

Katy Rodriguez

Giambattista Valli

Douglas Hannant

Jil Sander

Louis Vuitton

A.Mcqueen

2010 2011

SS -

Ports 1961(리조트)

Lela Rose

Louis Vuitton

Yohji Yamamoto

Tsumori Chisato

- - -

FW -

Preen

Karen Walker

Paul Smith

- - -

진한 글씨는 디자이너가 오마주를 직접 밝힌 컬렉션임. 밑줄은 오마주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 컬렉션 표시임.

<표 2> 오마주 디자인이 표현된 2000년대 컬렉션

오마주가 표현된 2000년대 패션 컬렉션을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2.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미적
특성

1) 표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시각적 예술 장르에

나타난 오마주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표현 특성을 재해석, 삽입, 포괄, 상징 형식

으로 분석하였다.

(1) 재해석 형식

패션 디자이너가 오마주 대상이 된 원본에 자신의

관점과 기법을 가미하여 새롭게 제시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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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Kansai Yamamoto.

80년대 후반

- http://www.kansai-inc.co.jp

<그림 29>

Louis Vuitton,

2011 SS

- http://www.style.com

< 그림 30 >

Jil sander

2004 FW

- http://www.style.com

<그림 31>

ceramic vessel, 1950

Pol Chambost

- http://www.artnet.com

<그림 32>

Jil sander

2009 FW

- http://www.styl

e.com

<그림 33>

Philip Treacy,

2003 SS Couture

- http://www.style.com

<그림 34>

Leigh Bowery

- Paper's Guide

to Pop Culture, p. 28.

<그림 35>

Jhon Galliano,

2003 SS

- http://www.style.com

<그림 36>

VPL

2007 FW

- http://www.

style.com

원본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 Patti Smith에 대한

오마주를 보인 Undercover 2004 FW 컬렉션은 <그림

17>같은 그녀의 70년대 뉴 웨이브 androgynous 스타

일, 즉 디너 재킷, 스트라이프 베스트, 슬라우치 팬츠

의 레이어, 레깅스나 색이 바란 데님에 세월에 따라

옷이 낡고 변형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가미하였다<그

림 18>. Paco Rabanne 2006 SS 컬렉션의 디자이너

Patrick Robinson은 Rabanne처럼 메탈과 플라스틱

디스크를 무릎 위 길이의 드레스에 장식하고 미래적

인 look을 제시하여 하우스 역사를 상기시켰는데, 여

기에 빈티지 실크 기모노를 자른 다음 다시 연결하

여 Rabanne식 디테일과 결합함으로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2011 SS Louis Vuitton 컬렉션 중 다양

한 동물 머리 장식 스웨터들은 수석 디자이너 Marc

Jacobs가 처음으로 일했던 Kansai Yamamoto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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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28

>73),<그림 29>74)). 또한 Jil Sander 2009 FW 컬렉션

에서 수석디자이너 Raf Simons는 Sander에게 오마

주를 표현하면서 20세기 중반 프랑스 도예가 Pol

Chambost의 조각적 곡선들을 닮은 라인들과 자신의

디자인을 혼합하였다(<그림 30>75),<그림 31>76),<그림

32>77)).

(2) 삽입 형식

오마주 대상이 된 원본 작품을 오마주 작품에 삽

입하는 형식의 경우, 패션에서 의상 자체를 삽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옷 자체를 삽입할 수는 없지만 회화 작품을 원단 프

린트나 액세서리로 응용하거나 음악을 컬렉션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사례가 있었다.

80년대 스타 화가 Jean Michel Basquiat와 80년대

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Valentino의 2006 FW 컬

렉션은 <그림 22>같은 Basquiat 그라피티 작품들을

<그림 23>처럼 옷에 프린트 하였다. Philip Treacy는

2003년 SS Couture 컬렉션에서 Andy Warhol의

Brillo box 작품을 <그림 33>78)처럼 모자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Jimi Hendrix에 대한 오마주를 표

현했던 Yohji Yamamoto 2011 SS 컬렉션은 Hendrix

의 전성기에 유행했던 싸이키델릭(psychedelic) 프린

트를 사용하고<그림 19>, Hendrix의 음악을 배경음악

으로 사용하였다.

(3) 포괄적 형식

예술에서 나타난 유형처럼 특정 장르나 타 작가의

스타일을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다. 예

로 Genny 2000 FW 컬렉션은 Kandinsky에 대한 오

마주를 위해 그에게 영향 받은 연한 녹색, 감귤색,

마젠타, 바이올렛 등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Armani

2001 FW 컬렉션은 Picasso의 blue Period에 대한 오

마주를 위해 다양한 네이비 색조들과 금속조각 장식

으로 빛나는 이브닝드레스들을 보여주었다. Philip

Treacy는 <그림 15>같이 셀러브리티의 사진을 이용

한 Warhol의 작품 스타일을 응용한 포괄적 형식을

<그림 16>처럼 선보였다. John Galliano의 2003 SS

컬렉션은 이상할 정도에 다다를 때까지 경쟁적인 옷

입기가 행해졌던 80년대에 대한 오마주이자 80년대

초 런던 클럽 문화의 아이콘인 Leigh Bowery <그림

34>79)에 대한 것이었는데, 거대한 퍼프소매, 밀리터

리 재킷, 과한 머리장식을 비롯하여 <그림 35>80)처럼

다양한 패브릭, 과장된 에스닉 스타일 화장과 장식

등을 복잡하고 이상하게 조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2006 SS Jonathan Saunders의 컬렉션 <그림 21>은

David Hockney, Anthony Caro, Irving Penn의 이미

지들에 대해, Narciso Rodriguez의 2009 Resort 컬렉

션은 아티스트 He︠lio Oiticica의 작품들의 스타일에

대해 다채로운 색상을 이용하여 연출하였다.

(4) 상징 형식

타 예술에서 상징형식의 오마주는 작품에 오마주

대상을 상징하거나 대상과 연관되어 있는 제목을 붙

이는 것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쉽게 드

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패션에서도 이와 유사하며,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시, 속도 같은 비 물질적인

것, 또는 어떤 상징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예로 John Galliano는 Christian Dior 2003 FW

Couture 컬렉션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오마주라 하면서 플라멩코 스타일을 비롯한

여러 댄스 스타일로 선보였다. 이는 스페인 Gibraltar

출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추어졌던 플라멩코 댄

스81)를 아버지의 상징으로 연관시킨 것이다. Bou-

dicca 2002 SS 컬렉션은 이 브랜드가 이름을 따온

초기 브리티시 warrior queen Boudicca에 오마주를

표하고자 그녀가 전투의 상징으로 화장에 사용했던

대청 색상(woad blue)으로 염색한 의상을 선보였다.

Diane Von Furstenberg 2002 FW 컬렉션은 Cross

Town Traffic란 주제로, 도시 삶의 에너지와 다양성

에 대한 오마주를 그라피티 프린트와 옷의 가장자리

가 찢어진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82) VPL 2007 FW

컬렉션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에 걸친 선구적인 여성들에 대한

오마주를 <그림 36>83)처럼 유니폼과 밀리터리 등에

서 영감 받은 디테일들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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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표현 특성 의미 대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

재해석

형식

대상 작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

· 존경, 경의

· 애정

· 정신적인 교감, 소통,

공감

· 현실, 시대상 반영

· 예술과 패션의 소통,

결합

· 새로운 관점으로

재창조

Jonathan Saunders

Narciso Rodriguez

Katy Rodriguez

Christian Dior(쿠튀르)

Louis Vuitton

Jean Paul Gaultier

Jil Sander

Philip Treacy(쿠튀르)

Peter Jensen

Genny

Douglas Hannant

VPL

John Galliano

Diane Von Furstenberg

Undercover

Valentino

Yohji Yamamoto

아이콘/

셀러브리티
삽입 형식

대상 작가의 작품을 원본

그대로 삽입

예술가/ 예술

작품

포괄적

형식

대상 작가나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은유적,

간접적으로 표현

기타

(look,

도시 등)

상징 형식

자신의 작품에 다른 대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인 제목 붙임

비물질적인 것, 상징적인 것

표현

<표 3>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미적 특성

2) 의미

다양한 대상들을 재해석, 삽입, 포괄, 상징의 형식

을 통해 오마주하는 패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 패션에서 다른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디자인 스타

일에 대한 오마주는 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간 선배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것

이며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미적인 것, 재능과

창의성에 대한 존경과 애정, 공감을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패션 하우스의 경우 전통을 이은

후배 디자이너에 의해서 표현되었으며 때로는 디자이

너가 자신이 앞서 보여주었던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Yves Saint Laurent은

이전까지 선보였던 자신의 레트로 룩에 대해 오마주

를 표현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화려함, 완벽함을 추구

하는 클래식 스타일 구축과 시대를 초월한 안정적인

시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었다.84)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오마주는 거장과 예술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패션

과 예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85) 즉

끊임없이 창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와 패션디

자이너, 예술과 패션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소통하고

자 하는 것이다. 셀러브리티나 아이콘에 대한 오마주

는 한 시대를 풍미한 비범한 대상에 대한 애정을 표

하는 것과 함께 보다 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목성, 독특성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친밀한 소통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 시대적 룩(look)과 라

이프스타일, 어떤 상징에 대한 오마주는 비교적 가벼

운 오마주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공감, 현실

과 시대상 반영, 공시적 또는 통시적 의미를 부여하

는 것으로, 단순하게 영감을 받는 것 보다는 깊은 애

정을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는 대

상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대상에 디자이너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수성과 현재를 살아가

는 동시대성 그리고 창의성을 부여하여 자신의 기법

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과 의미를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오마주의 미적 특성을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패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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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의 특성을 표현과 의미 면에서 분석하고 고찰

하였다. ‘경의, 존경, 숭배’의 뜻을 가진 오마주는 예

술 등에서 작가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이나 대상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작가들의 창조성 부족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항상 새로움과 독창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패션에서 많은 오마주가 표현되고 있었다.

2000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오마주는, 선배

디자이너들 또는 디자이너 본인과 이들의 디자인 스

타일 오마주, 다양한 분야의 아이콘과 셀러브리티 그

리고 이들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 유명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오마주, 특정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 시

대 고유의 분위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오마주 등

다양하였다. 오마주의 표현 유형은 재해석, 삽입, 포

괄, 상징 형식 유형이 있었다.

이런 다양한 오마주 표현을 통해 2000년대 패션

디자인은 존경과 애정을 바탕으로, 오마주 대상이 갖

고 있는 가치에 현재를 살아가는 디자이너 자신의

경험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의미를

만들고 있었다. 즉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면

서 동시대적인 해석으로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작과 응용, 원본과 모방의 논란 속

에서도 오마주는 패션 디자인의 한 디자인 기법으로

지속적으로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마주 표현을

예술과 디자인의 오마주 표현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사례 연구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자료

와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되었을

한계가 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더 많이 발굴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오마주의 미적

특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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