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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olve the problem that fashion inspired by les 
Nouveau Pop Artic criticism and satirical factors is interpreted as concept of American Pop Art 
style, even though there is distinct difference between les Nouveau Pop Art style and American 
Pop Art style. We think that the reason causing the problem is that les Nouveau Pop Art is not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even though it is getting attentions as trends treated by les 
Nouveau Pop Artists. Above all there is insufficient study to establish a theoretical system and a 
concrete concept on les Nouveau Pop Art. Therefore, this study is to set up the theoretical 
concept on les Nouveau Pop Art based on comparisons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works expressed les Nouveau Pop artists, and to draw the concept of les Nouveau Pop image 
fash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 that les Nouveau Pop Art Image Fashion is defined as 
"fashion design borrowing the concept and image from les Nouveau Pop Art and blending and 
consisting of the themes,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from les Nouveau Pop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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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미술의 양식은 시대정신이 반영됨은 물론 양

식상의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통용어로 인

정되었기 때문에 비(非) 미술영역에서 새로운 형식

으로 창조되거나 직접적인 체험을 간접적인 문화의

주제로 대치하려는 시도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중

문화를 이용한 미술의 확장은 한 시대의 인간의 삶

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패션에도 파

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은 한 시대의 반영

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기술의 한

일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혹은 방법이고,

인간의 내적 미의식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장르이다. 더군다나 세기말 현상인

탈장르적 성향은 예술과 패션의 두 장르 간의 조형

적인 유사성은 물론 양식의 내적의미도 더욱 공유하

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패션디자이너들은 창

의적인 패션디자인의 영감을 얻기 위해 팝아트나 옵

아트,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디자인

이나 소재에 차용하며, 앤디 워홀(Andy Warhol)과

팀 뢰로프스(Tim Roeloffs) 등과 같은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 등을 보

면, 패션과 예술이 여전히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은 인체

의 대체물로 의상을 예술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하기

도 하며, 패션디자이너들은 미술관을 캣워크로 활용

함으로써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심도 있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1세기 패션에서도

패션과 예술의 유사한 예술적 표현특성의 전개가 지

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란 예측이 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팝아트(Pop

Art)는 최근에도 패션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관심

테마로 예술의 한 사조이면서 대중문화코드이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소

비문화로 형성된 환경을 수용한 예술이며, 순수예술

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구조를 해체시

키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

용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팝아트는

1950년대 이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하

였고, 곧 유럽으로 전파 되었다. 유럽에 전파된 팝아

트는 전통성이 강하고 미국식 팝아트와 신사실주의

가 혼합된 양상을 띠고 있으며, 1970~80년대에는 포

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복귀된 구상회화

(Figurative Painting)1)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서 유럽의 팝아트는 신구상회화 (Nouvelles Figura-

tion)의 일종인 자유구상주의(Figuration Libre)의 영

향과 오랜 기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프

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식 감각과 관점에서 미국식 팝

아트를 재해석한 누보 팝아트(Les Nouveax Pop

Art)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팝아트와 팝아트가 재

해석된 누보 팝아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팝이라는

동일한 코드 하에서 기성의 오브제들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누보 팝아트는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서술적

이라는 점, 일상의 소재나 작가의 경험을 상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통속적이고 풍자적이 되 인간적인 따

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2)이 바로 미국의 팝아트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패션계에서는 이와 같

은 누보 팝아트가 미국식 팝아트와는 엄밀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보 팝적인 비판과 풍자적인 요

소의 영향을 받은 패션을 대부분 미국식 팝아트의

개념으로 혼용하여 해석하거나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최근 팝아트의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특히 유럽의

누보 팝아트가 현재 유럽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조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

지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며, 무엇보

다도 누보 팝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은 물론 이론적

체계 정립을 시도하려는 학문적 연구가 아직까지 미

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팝이라는 동일한 코드 하에

누보 팝아트가 팝아트를 근거로 유럽식 관점에서 재

해석된 것이므로, 미국 팝아트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

구3) 결과 및 누보 팝아트 작가라고 소개되거나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표현된 내

용적 특성 및 형식적 표현기법의 비교 ž 분석을 통해

누보 팝아트의 개념 및 표현기법을 이론적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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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과 예술과의 관계가 이미

규명된 유기적 밀접성 전제하에,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누보 팝 아트 이미지 패션의 개념이 무엇인지

를 도출하고, 2005년~2010년의 컬렉션에 발표된 누

보팝아트이미지가 함축된 작품들을 분석 ž 해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누보 팝 아트 이미지패션의 특성을

재조명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누보 팝아트 이미지 패션이라

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함으로써 대중들이 좀 더 친

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

발상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 패션분야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패션의 주도적 역할장르가 되

리라고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누보 팝아트의 유래 및 사조
누보 팝아트는 미국이나 영국의 팝아트와는 차

이4)가 있지만 이 또한 1960년대 팝아트에서 유래된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팝아트는 사회계층이 무너지고

대중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1960년대

사회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술의

장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대변하는 경향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대중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팝아트는 미술, 영화, 디자인, 건축,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되었다.5) 이와 같은 전위예술인 팝아트

는 곧 유럽으로 전파되었지만, 유럽에서의 팝아트는

미국식 팝아트의 주제나 기법에 접근한 몇몇의 작가

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전통과

유럽식 풍토의 생활조건으로 인해 미국식 문명에 크

게 동요하지 않아 본질적인 팝아트가 성행되지 못하

였다. 그러나 팝아트는 잠시 등장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20세기 말에는 네오 팝(Neo-Pop)6)

이라는 미술을 파생시키게 되었고7), 최근 파리를 중

심으로 유럽 전역에는 누보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럽의 복잡하고 어두운 정치 사회적인 측면

이 오히려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에서 사회비판의식

으로 함축되어 표현된 누보 팝아트는 그 시대의 사

회문화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변화 및 변용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의 정체성 역시 팝아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려된다.

따라서 누보 팝아트 등장 배경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유럽의 팝아

트는 사회 ž 문화적 영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신사실

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의

자유구상주의회화와 팝아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

로 누보 팝아트도 신사실주의와 신구상주의 혹은 프

랑스의 자유구상회화와 팝아트의 영향을 받았을 것

이라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누보 팝아트는 미국 팝아트에 대한 유

럽만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프랑스를 중심으

로 등장한 유럽식 팝아트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복고주의로 인한 팝아트에 대한 관심과 미국으로 넘

어간 미술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유럽의 노

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문화발달과 자연파괴, 전쟁,

현대인의 고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일회용적인 사랑

과 성 등 인간성 상실에 대한 대중들의 반성 및 수

준 높은 비판의식, 자신만의 세계와 개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미의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된 배경

에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등장배경으로 인해 누보 팝아트의 이념은

유럽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대중정서로 인해 하찮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미국적 특

유의 재미와 재치, 유머와 풍자, 부정보다는 긍정과

탐색을 통한 인간적인 따뜻함, 즉 휴머니즘이다. 따

라서 누보 팝아트는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사회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미술사조라 할 수 있다.8)

그러므로 누보 팝아트는 단순히 팝아트라는 공식

화된 미술의 규범이라기보다는 프랑스 구상회화의

한 형태로서 전통 구상회화와 팝아트의 경향이 비판

적 의식을 통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누보 팝아트의 개념
실질적으로 1950년대 런던에서 시작된 팝아트의

초기 이미지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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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누보 팝아트의 유래

터 영국에 범람하였던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바탕을

두었으나, 팝아트는 경제적 황금기인 미국에서 환영

을 받게 되어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는 호세 피에르

(Jose Pierre)나 스웬슨(Swenson) 그리고 샘 헌트

(Sam Hunt) 등이 팝아트를 근본적으로 미국적인 미

술이라는 표현9)에서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

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팝아트의 형식

이나 기법들이 미국적인, 바로 미국의 팝아트로 여기

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누보 팝아트는 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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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형식

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달라진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즉, 미국의 팝아트가 산업사

회의 현실을 그대로 또는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화면

에 풍자했다면, 누보 팝아트는 현대사회를 은유적으

로 풍자 및 비판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팝아트의 개념을 바탕

으로 누보 팝아트 작가라고 소개되거나 현재 유럽에

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에 표현된 특성을

비교 ž 분석함으로써 누보 팝아트의 개념을 체계적으

로 정립하려고 한다.

이미 팝아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결과, 팝

아트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서 흔하고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며, 인간이나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가공

된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이런 이미지들에

는 양면성이 있다.10) 예를 들어, 마릴린 먼로 또는 미

키마우스, 코카콜라 등에서 차용된 이미지들에는 대중

의 감각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사회의 통속성과 비개

성적인 현대사회가 함축된 것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팝아트 작품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팝아트 작품들은 주로 채도가 높고 화려

하며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였고, 회화적인 붓 자국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순한 형태와 날카로운 외곽선과

경계선, 그리고 깊은 공간의 은폐가 포함되었다.11) 또

한 팝아트 이전의 작가들처럼 예술적으로 직접 붓으

로 그리는 행위보다 장난스럽게 혹은 디자인적으로

그리거나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즉, 낙서 같은 문자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캔버스

에 오브제를 붙여 표현하는 앗상블라주 또는 컴바인

페인팅, 광고, 만화와 사진의 이미지들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팝아트는 모방

과 복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싸구려 이미

지 등 기존 미술에서 금기시되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고급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해체시킨 작업을 하였다.

이에 누보 팝아트는 미국의 팝아트보다 새로운

(New) 팝아트라는 의미이며, 활동하는 작가 대부분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누

보 팝아트라 칭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팝아트를 유

럽식 관점에서 재해석한 누보 팝아트 작가들 역시

현대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의 다양

한 면을 묘사하기 위해 TV, 만화책, 영화잡지 등 다

양한 형태의 광고에서 차용된 도상들을 작품에 삽입

하면서 인체와 일상생활의 오브제에 초점을 맞추었

다.12) 팝아트가 캠벨수프 캔이나 합성세제 브릴로 박

스 등 기성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만화,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사회를 직접적으로 풍

자했다면, 누보 팝아트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킨 사

색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13)로 현대사회를 좀 더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단, 대량소비에 대한 언

급은 60년대 미국의 팝아트와 유사하다고 본다.

이는 프랑스 미술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가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를 비교한 결과,

누보 팝아트는 무작정 자신의 근본 혹은 체험을 상

업적으로 포장하기보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섬

세하고, 통속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 즉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 팝아트와 구별

된다”14) 라고 기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레스타니는

이를 “도시적, 산업적, 광고적 리얼리티의 시적 재활

용(poetic recycling)”이라 표현함으로써 미국 팝아트

의 단답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서 누보 팝아트는 소재의 기반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두고 있으며, 작품의 소재나 재현방법이 직접

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기 때문에 미국적 팝아트와

차별된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누보 팝아트와 팝아트를 비

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현대 산업사회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표현기법에서도 많은 유

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팝아트는 앗상블라주

및 컴바인 페인팅기법으로 기성물질이나 이미지를

주워 모아 기존 이미지를 적절히 선택 ž 재결합한 것

으로, 예술을 비개성적이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누보 팝아트도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캔버스 위에 비닐로 만든 옷을 붙이는

등의 방식과 같이 광범위하게 오브제의 방식을 이용



누보 팝 아트 이미지 패션의 특성

- 111 -

Pop Art Les Nouveau Pop Art

이념

- 순수미술의 반전과 대중적 통속이미지 통합(전통

예술개념 타파)

- 기존 예술과 사회에 대한 부정보다 적극적인 태도

로 현실세계에 접근

- 휴머니즘을 중시(ð도시적, 산업적, 광고 적 리얼리

티의 시적 재활용)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특성

- 일상오브제를 그대로 제시(구상적 표현)

- 기성이미지 차용à이미지의 대중화

- 팝아트의 양면성

- 주로 채도가 높은 색채 사용, 회화적 붓터치의 결

여, 단순한 형태, 날카로운 외곽선과 경계선, 구상성

- 기성오브제를 구상적으로 표현

- 작품 소재나 재현방법의 서술적 표현

- 일상적 소재를 이용해 은유적으로 세태비판, 사색

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

-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 시도

- 캔버스에 회화적 표현(작가의 직접적 묘사)

표현

기법

- 실크스크린

- 콜라주

- 오브제(앗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 벤데이 망점

- 문자, 레터링, 그라피토

- 만화이미지 차용

- 패러디(60년대 스타 및 명화작품)

- 오브제

- 콜라주

- 사실주의 묘사(현실반영)

- 문자, 레터링, 상표, 타투, 낙서

- 만화 및 스타이미지

- 키치적 표현, 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

- 퇴폐적, 유아적 표현

- 조형 및 조각 작품 설치

- 패러디(60년대 스타 및 명화작품 및 벤 데이 망점,

점묘법)

- 다양한 기법의 혼합(초현실, 아르브뤼)

<표 2>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의 비교분석

하고 있다. 그리고 팝아트와 누보 팝아트 모두 광고

와 같은 선명한 효과를 위해 레터링 기법은 물론 고

대 건축물 등에 인간들이 남긴 듯한 낙서, 그림, 글

자를 표현한 그라피토(Graffito) 기법을 이용하고 있

다. 또한 팝아트는 앤디 워홀이 할리우드 스타와 모

나리자 등을 패러디하였고, 누보 팝아트도 유명한 패

션잡지와 과자 케이스 이미지는 물론 리히텐스테인

의 벤데이 망점과 쇠라의 점묘법 등을 패러디하였다.

차이점은 누보 팝아트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독

특한 조형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작품의 소재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이라

는 점이다. 즉, 팝아트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화려한

색채로 단순명료하게 표현하여 상품선전이나 광고처

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은유적으로 세태를 비판하

며 사색적인 주제와 은근한 풍자로 현대사회를 바라

봄으로써 사회 풍자적인 요소와 유머러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작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표

현되고 심지어는 대상을 파괴해 버리기도 하지만, 자

연에서 소재를 찾음으로써 인간과 자연간의 연결고

리를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표현기

법에 있어서도 누보 팝아트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럽

의 문화예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현양식과 기법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작가들은 붓을 이용해 직접 그리는 형식으

로 마치 광고포스터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15)을

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으로 작품을 묘사하고 있다. 또

한 동물이나 자연물의 형태를 사실적이지만 키치적

으로 표현한 조형작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

하고, 사진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초현실주의, 아르

브뤼16), 캐리커처17), 과거 로마시대의 벽화풍의 표현

기법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기법이 한 작품

에 섞여 표현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팝아트와 누보팝아트의 이념, 특성,

그리고 표현기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 <표 2>와 같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누보 팝아트란 팝아트

처럼 화려한 색채로 표현되었고 주변의 흔한 이미지

들을 소재로 이용하여 은유적으로 세태를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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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특성 및 표현기법 분석 유추된 주제

안토니오

데 펠리페

<아비뇽의 처녀들>(2007)

-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패러디

- 섹시한 포즈와 표정을 취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만화주인공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림

- 캔버스에 아크릴, 명화작품의 패러디 및 차용

》성의 상품화를 유머러스하게 풍자

ð

ð

ð

ð

ð

ð

ð

ð

성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샤오판

<100송이 꽃>(2005)

- 콘돔, 풍선, 사탕 이미지를 다양한 꽃으로 표현

- 에로틱한 욕망의 은유적 표현(신체의 특정부위나

기타 상상의 모습을 형상화)

- 캔버스에 유채

》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

<표 3> 누보 팝아트의 작품분석을 통한 주제 유추

만화나 콜라주 등의 오브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작품들 대부분이 작가의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점,

성(性), 정치나 영웅, 자연환경, 소비문화, 문화상대

주의 등의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회 풍자

적인 요소와 유머러스한 의미가 함축되어 구성된 예

술양식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3. 누보 팝아트의 특성 분석
앞에서 정립된 누보 팝아트의 개념을 토대로 구체

적인 누보 팝아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활약 중인 누보 팝 작가들의 작품 특성을 고찰하기

로 한다.

특히 프랑스의 필립 위아르(Pilippe Huart, 1953~)

와 이탈리아의 크래킹 아트 그룹(Cracking Art,

1993~) 및 안토니오 데 파스칼(Antonio de Pascale,

1953~), 벨기에의 윌리엄 스위트 러브(William Sweet-

love, 1949~), 중국의 샤오판(Xiao Fan, 1954~)과

리우 밍(Liu Ming, 1957~) 등18)을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필립 위아르는 마케팅과 소비가 현대인의 무의식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

즐거운 모호함과 모순의 형태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19) 안토니오 데 펠리페는 60년대 할리우드 아이

콘을 비롯하여 벨라스케스, 피카소, 몬드리안 등의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존경심을 스타군상을 통해 과

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외의 강한

역설적 표현 능력으로 작업한 독창적인 작품을 보여

주고 있다. 세실리아 쿠바르는 영감을 삶에 대한 애

착과 그림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서 얻고 있

다. 그녀는 광고세계의 영향력을 예술과 융합시켜 작

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유머, 자상함, 그리고 예민

함의 느낌을 다루는 방식으로 작품들의 부적절함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한다. 미술이 사회에 큰 영향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윌리엄 스위트러브

는 복제 개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특징인 과도생산과

과도소비의 문제점을 일깨우기 위해 부조화를 구성

하는 강한 요인들을 사용하고 있다.20) 이들은 다양한

국적이지만 프랑스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유머, 온화

함, 대비 그리고 풍자 등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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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

콩바스

<war>(2004)

- 캔버스에 아크릴

- 원초적이고 강렬한 색채 이용

- 복잡하고 장난스럽고 퇴폐적인 이미지

- 타투기법이용

》현대 일어났던 전쟁의 폭력성을 풍자

ð

ð

ð

ð

ð

ð

ð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사랑경기>(2003)

- 아르 브뤼, 다다, 팝아트, 광고, 언더그라운드 문화,

캐리커처, 중세의 두루마리, 로마 시대의 벽화, 고

대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안주

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는 즉흥성을 추구

》유럽의 트로이 전쟁,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등 신화

와 중세 전설 속 영웅이나 전쟁 등 친근한 이미지

를 유러머스하고 키치적으로 재해석

크래킹

아트그룹

<펭귄, 곰>(2005)

- 공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이 한 곳으로

몰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배치(곰, 펭귄 모

두 두발로 서서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는 형상)

》자연의 중요성 강조(자연파괴와 동물학살에 대한

문제점 비판, 풍자)

* 그 외에 상업적인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현대성

향의 불합리성을 적발, 폭로

》몰개성적

ð

ð

ð

ð

ð

ð

ð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안토니오

데 파스칼

<리얼타임>(2005)

- 다국적 제과 업체가 생산한 과자의 구겨진 봉투에

긴급 상황을 코믹하게 표현

- 과장 및 확대표현을 통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중

들의 무감각적 반응과 태도를 환기시킴

- 과자봉지, 과자포장 케이스를 패러디, 사실적 묘사,

확대표현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구 종말 경고

ð

ð

ð

ð

ð

ð

ð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필립

위아르

<신 스트레스 건망증>

(2005)

- 캡슐, 광고 이미지로 대중소비문명사회 비판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약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소비문명사회를 비 판)

- 캔버스에 유채로 사실적 묘사(강렬한 원색 사용)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에 대한 회의적 시각
ð

ð

ð

ð

ð

ð

ð

대중

소비문화의

맹목적 수용

(무개성) 및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에

대한 회의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1996)

- 수술용 가위, 수술기계들이 섬뜩하게 표현, 갈증에

허덕여 혀를 무는 이빨 표현

-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으로 성형수술에 의존하지만

결국 허망하다는 운명을 상하 양면을 구분해서 표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대중소비문화의 맹목적인 수

용은 결국 고통이 초래됨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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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

스위트

러브

<부츠를 신은 큰 슈나이저와

작은 슈나이저>(2006)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욕망과 취향의 획일

화, 동질화 표현

- 인간이 물질만능주의와 소비문화에 휩쓸리면 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의미

- 작은 슈나이저(사람을 상징), 큰 슈나이저(소비문

화를 주도하는 매스컴)

- 설치미술(조형작품)

- 합성수지이용

- 키치적인 붉은 색상 이용

》물질만능주의에 집착을 경고 (과잉생산 경고)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물질

만능주의와

상업주의

집착

안토니오

데 펠리페

<Voca Vogue>(2005)

- 대중매체 이미지 이용해 패션의 과도한 상업주의

희화화

- 물질만능과 소비문화에 대한 통쾌한 풍자

- ‘보그’지 광고를 보고 카롤리나 헤레라가 디자인한

스카프를 매는 세계 여성을 암소로 조롱하고 있는 것

- 캔버스에 아크릴

- 보그 잡지 패러디

- 광고의 속성인 문구 이용

- 밝고 채도 높은 색상 이용

》상업주의에 집착함을 경고

안토니오

데 펠리페

<코카콜라소녀>(2006)

- 왕녀가 한손엔 코카콜라를, 다른 한손에는 병따개

를 들고 있음(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비판)

- 인간의 존재가 희미해진 반면 기업과 제품을 강조

함으로써 소비문화가 우월함을 풍자

- 캔버스에 아크릴

- 명화작품21) 패러디

》소비문화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ð

물질

만능주의와

상업주의

집착

세실리아

쿠바르

<평가> (2005)

- 양면표현(좌;다비드의 <마라의 죽음>를 패러디, 죽

은 마라의 오른손이 잘렸고 입에는 작품 이 팔렸

음을 의미하는 커다란 붉은 스티커 가 부착. 우;

악수하고 있는 두 손위에 “미술시장, 미술 중개인,

고객, 수집가와 미디어” 그래피티)

》거래되어선 안 될 위대한 미술작품이 상업주의적

으로 평가되고 거래됨을 비판

리우밍

<파도> (2006)

- 중국경제발전과 함께 높아진 소비생활

(풍요 속 빈곤)

- 바다, 고층건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로 인간문명

비판

- 온갖 브랜드와 상업성이 그림 속에 표현

- PVC에 유채, 점묘법, 동적 장면을 정적인 기법으

로 표현

》과도한 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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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의

식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ð

ð

ð

형식

⌢

표

현

기

법

⌣

- 팝아트 및 프랑스

구상회화의 표현기법

이용

- 회화적 표현에 의한 개성

표현 및 기계

적 비개성적 표현거부

- 통속적 사물 및 사

실적인 묘사로 현실 재현

및 참여의식

- 강렬 대조적인 색상사용,

패러디 및 키치 적

표현으로 풍자 또는 비판

- 기호학적 상징의미,

비유적 또는 은유적 의미

표현

è

è

è

의미

⌢

의

미

전

달

⌣

- 성의 상품화 풍자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소외감, 절망 표현

- 전쟁의 폭력성 풍자 및

영웅들의 권력과 욕망

풍자 및 비판

-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예찬

- 과도한 상업주의 은유적

풍자

- 개인의 개성과 취향의

획일화 풍자

- 매스미디어에 의한

인간성 상실 비판

- 서양문명의 우월주의 비판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대중소비문화의 맹목적

수용 및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에 대한 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집착

문화상대주의

<표 4> 누보 팝아트의 형식 및 의미

작품 특성 및 표현기법 분석 유추된 주제

세실리아

쿠바르

<나약함> (2007)

- 12개의 소머리를 그려놓고 그 밑에 “Power is

weakness"라고 삽입

》전통적인 서양문화 우월주의를 비판, 기성 권위주

의적 평가의 취약함을 비판(관점의 상대성을 긍정

함으로써 문화제국주의를 극복)

ð

ð

ð

ð

ð

ð

ð

문화상대주의

이상과 같이 누보 팝아트 작가 및 작품 특성을 분

석한 결과<표 3>, 누보 팝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작

가의 뚜렷한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추하였

다. 즉, 누보 팝아트 혹은 유럽식 팝아트에 내포된

작품들의 주제를 유추한 결과,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 대중소비문화의 맹목적 수용(무개성)

및 물질문명과 기계문명에 대한 회의, 물질만능주의

와 상업주의 집착, 문화상대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누보 팝아트의 주제에 따른 형식 및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Ⅲ. 누보 팝 아트 이미지 패션
1. 누보팝아트 이미지 패션의 개념
누보팝아트는 표현기법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의 자

유구상회화(신구상주의회화), 신사실주의회화 및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팝아트의 실크스크린과 같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은 배제하고 작가가 직접 붓을 이용하여 회화적

으로 표현된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의 개성적 표현은

물론 인간성 존중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을 가

능하게 해준다. 또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 등

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현실을 표현함으로써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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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 뢰로프스의 작품

- www.wallpaper.com/design/article

<그림 2> Versace(08F/W)

- www.wallpaper.com/design/article

는 물론 관람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깊이 사색하면

서 참여의식을 갖게 한다. 강렬하고 대비적인 색상,

풍자적이고 조롱적인 요소가 포함된 패러디기법, 키

치적 재료는 작가의 비판의식을 뚜렷하고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요소이다. 또한 기호학적 상징이나 비유

적 의미의 소재 선정 또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달

함으로써, 앞서 레스타니가 언급했듯이 60년대 팝아

트처럼 단답형이 아닌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는 서술

적인 표현의 예술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

현기법을 이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비판적이고 풍자

적으로 표현하여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비롯한 뚜렷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누보 팝아트 작품들은 화려한 색채 표현,

주변의 흔한 이미지들을 소재로 하며, 만화나 콜라주

등의 오브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들 대부분

은 작가의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점, 성(性), 정치나

영웅, 자연환경, 소비문화, 문화상대주의 등의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유머, 온화

함, 대비 그리고 풍자 등을 통해 선명하고 강한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앞에서 고찰한 누보 팝아트 개념

및 표현기법 등을 차용하여 표현된 이미지를 본 연

구에서는 누보팝아트 이미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누보팝아트 이미지가 패션에 표현된 것

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풍자적

인 주제의식으로 은근한 비판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고발하려는 일종의 결과물이라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보팝아트 이미지패션이란 현대사회

의 문제점 및 병폐를 고발하기 위해 누보팝아트 작

품의 이미지나 주제 및 특성, 그리고 표현기법을 디

자인이나 소재에 차용하여 사회풍자적인 요소가 표

출되고 유머러스한 의미가 함축된 패션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이는 패션디자이너들이 점차 사회적 문제에 관심

을 갖게 되어 환경운동 및 반전 등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패션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

하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경고나 비판의식이 함

축된 문자나 색상을 이용한 디자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패

션에 표현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신조어라고 사려된다. 그 예들로, 미

국인들은 2001년 뉴욕의 테러사건 이후 슬픔과 애도

등의 표현으로 한동안 성조기를 티셔츠, 스카프 등에

프린트하여 입고 다녔으며, 지아니 베르사체(Giani

Versace)의 도나텔로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는

2008년 F/W 컬렉션에서 자연환경 또는 자연과 인간

관계의 주제를 콜라주기법으로 다룬 팀 뢰로프스

(Tim Roeloffs)22)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그의 작품을

드레스의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즉, 바이올렛과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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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밝고 채도 높은 색상의 미니 드레스<그림 2>에

는 베를린의 현실과 사회풍경, 과거 자연환경에 대한

그리움이 유머러스하게 묘사된 뢰로프스의 3차원 콜

라주<그림 1>가 베르사체의 대표적인 도상학 형태로

수가 놓여져 있다.

이상과 같이 패션디자이너들이 사회풍자적인 요소

와 유머러스한 의미가 함축된 누보팝아트이미지를

디자인에 많이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누보팝아트 이미지 패션의 분석
누보팝아트 이미지가 반영된 디자인을 누보팝아트

이미지패션이란 신조어로 대변할 수 있는지를 재규

명하기 위해 디자이너들 중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

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누보팝아트 이미지 성향

을 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분

석하기로 한다.

성(性)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제는 안

토니오 데 펠리페의 종속적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비

판적 시각, 샤오판의 여성인체의 미와 아름다운 에로

스의 당당한 표현, 니키 드 생팔의 여성으로서의 삶

에 대한 예찬과 당당함의 표현, 그리고 조안 코르노

(Johanne Corno, 1952~)의 절망과 죽음 그리고 소

외와 이 시대의 소수의 성(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해체된 성 정체성으로 표현시킨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다. 즉, 여장 혹은 남장의 모습으로 살아가

야 하는 남성의 이미지 혹은 여성의 이미지를 남자

속의 여자, 여자속의 남자라는 성 정체성이 거부된

내적 갈등을 표출시킨 누보팝아트 이미지가 패션에

도 과거와 달라진 현대여성들의 성역할과 삶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에 차용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2010 F/W ready-to-wear 컬렉션에 발표

된 비비엔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캐리비언의 해

적>의 등장인물처럼 분장시켜 콧수염을 단 남장여인

들을 등장시켰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스

타일로, 점차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풍자함과 동시에 마리네트티 줄리앙(Marinetti Julien,

1967~)이 도기 존(Doggy John)<그림 4>이란 작품

에 쟝 미셀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의 작품

세계23)를 차용하여 표현한 것처럼, 비비엔 웨스트우

드도 종이왕관을 쓴 어린왕자, 우쭐대고 등장한 부랑

아들의 삶과 고통을 반어적으로 prince charmin이란

그라피티 표현을 비롯하여 왕관,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 새 등을 강렬하고 대조적인 색상으로 마치 어

린아이가 붓으로 그린 듯한 유희적인 표현 등에서

누보팝아트 이미지의 키치적 표현효과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혼돈 그 자체로 풍자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정치와 전쟁, 또는 그로 인한 영웅에 대한 주제는

로베르 콩바스가 유럽의 역사 속에서 과거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 전쟁 등을 소재로 다룬

것과 최근 탱크와 부상당한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

현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병폐를 비판한 누

보팝아트 이미지를 표현한 것처럼 패션에서도 유추

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이익을

위한 권력다툼과 전쟁,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

만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대립과 쿠데

타, 전쟁 등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비엔 웨스트우드는 <그

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S/S ready-to-

wear 컬렉션을 통해 ‘선동에 대한 적극적 반항’이라

는 의미의 AR이라는 그라피티를 대조적인 색상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나는 테

러리스트가 아닙니다(I am not a terrorist)’란 슬로건

이 프린트된 스포티한 탱크톱을 입은 모델들을 등장

시킴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파괴적인 위트로 표현

하였다. 또한 존 갈리아노도 2008년 S/S ready-to-

wear 컬렉션에서 현대 군국주의의 모든 것을 혼란스

럽게 표현하기 위해 ‘베니스 해변의 거리용사’라는

테마로 누보팝아트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즉, 갈리아

노는 컬렉션에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설

치하고 전사 또는 군인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현대적 혹은 미래적으로 재해석24)하여 전쟁의 급박

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연상시킨 퍼포먼스를 연출하

였다. <그림 6>은 비유적 의미가 함축된 소재인 비행

기나 헬기의 기계와 부품, 낙하산의 실제적 오브제를

몸에 부착시킴으로써 전투 중인 공군 헬기 조종사의

이미지를 묘사한 듯하다. 괴기적이고 광기어린 듯한

퇴폐적인 메이크업과 펑크족을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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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ivienne Westwood

(ready-to-wear, 10 F/W)

- www.style.com/collection/

<그림 4> Doggy John

- www.vanityfair.com/online/daily/2011

<그림 5> Vivienne Westwood

(ready-to-wear, 06S/S)

- www.style.com/collection/

메탈장식의 가죽 팔찌와 머리장식 등의 액세서리와

가죽 부츠, 과장된 성기보호대 등 통속적인 표현을

통해 전쟁과 폭력성을 은유적으로 비판, 풍자한 것이

다. <그림 7>의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旭日昇天旗, the Rising Sun Flag)25)의 문양과 더불

어 군주제를 대표한 중세유럽풍의 헬멧에서는 동서

양의 전쟁 미치광이들을 풍자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들 신체의 바디페인팅은 요란한 색상

의 페인트로 그라피티 기법을 이용하여 혐오감을 표

출한 것이며, 흙과 먼지투성이의 분장과 광기어린 듯

한 과장된 비인간적인 타투 메이크업 역시 전쟁의

폭력적이고 처참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유구상주의 기법 또는 자유구상주의

영향을 받은 누보팝아트 풍의 작가인 로베르트 콩바

스의 타투 페인팅기법과 유사하며, 군인들의 힘과 용

맹성을 퇴폐적이고 혐오스러우며 반항적인 이미지로

풍자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이 갈리아노는 전쟁으

로 인한 폭력적인 집단이나 단체 또는 군인의 복장

이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패러디하여 혐오스럽고

악마적인, 즉 부정적인 이미지의 군인이나 지배자의

이미지를 키치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타

투나 그라피티 페인팅의 활용, 해골과 살상무기인 권

총 이미지의 프린트, 오브제의 과장된 부착 및 착용

등 누보팝아트 기법을 이용한 누보팝아트 이미지를

패션에 표현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John Galliano

(ready-to-wear, 08S/S)

- www.style.com/collection/

<그림 7> John Galliano

(ready-to-wear, 08S/S)

- www.style.com/collection/

환경을 주제로 다룬 누보팝아트 작가들은 현대 산

업사회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정신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으며, 자연 파괴의 주범인 현대인에게 다시 피드백

이 될 책임임을 사실적인 묘사 및 설치미술을 통해

강한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랭킹 아

트 그룹과 팀 뢰로프스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형광색의 동물모형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환경파괴

의 처참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 및 확대함으로써

보는 이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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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lexander

McQuuen

(ready-to-wear, 09F/W)

- www.style.com/collection/

<그림 9> Victor & Rolf

(ready-to-wear, 08F/W)

- www.style.com/collection/

<그림 10> Hussein

Chalyan

(ready-to-wear, 09S/S)

- www.style.com/collection/

한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뢰로프스의 풍자적인 요소가 담긴 콜라

주기법의 이미지들을 베르사체가 밝고 채도 높은 색

상의 드레스에 패턴으로 표현한 것처럼 알렉산더 맥

퀸도 오염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문제점들을 쟁점화

하기 위해, 2009년 F/W ready-to-wear 컬렉션에서

누보팝아트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도시환경에서 느껴

지는 불안감이나 오염되고 훼손된 자연에 대한 문제

점을 의상과 메이크업을 통해 경고하였다. 즉, 오렌지

와 블랙의 대조적이며 키치적인 색상을 사용하고, 쓰

레기 테마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업적인 플라스틱

백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코트와 알루미늄 캔, 플

라스틱 머리 장식, 자동차 휠 모양이나 램프, 세탁기

호스(hose)나 우산 등의 통속적인 사물을 재해석함으

로써 현대 대량소비성향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환경파

괴와 지구 종말을 경고, 폭로하였다.<그림 8>

최근 인터넷, TV와 잡지 등 매스미디어의 광고에

서는 소비촉진을 위해 자극적인 문자나 멘트를 이용

하여 충동적인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대중들로

하여금 소비문화의 맹목적 수용 및 상업주의의 집착

이란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를 풍자한

안토니오 데 펠리페는 그의 작품에서 유행을 쫓는

여성들을 암소로 비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그

잡지의 이미지와 광고 문구를 차용 및 패러디함으로

써 광고에 의한 충동적인 소비성에 대해 비판, 풍자

하고 있다. 그리고 위아르는 작품 <신 스트레스 건망

증>에서 순간적이고 편리한 약품, 핸드폰 등의 통신

기구 및 초고속 인터넷, 운송수단의 발달 등 대량생

산으로 쏟아지는 상품들과 넓게는 현대 기술문명, 즉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가

는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Victor & Rolf는 2008년 F/W ready to wear 컬

렉션에서 문자를 이용해 현대의 소비문화에 대한 불

만을 표현하였다. 즉, 최신 유행패션이 항상 ‘Yes’인

이 세상을 비꼬기라도 하는 듯 ‘No’라는 단어를 마치

슬로건처럼 모델의 얼굴에 새기거나 3-D를 입체적으

로 장식하는 등 과도한 상업주의를 은유적으로 비판

하였다. <그림 9>는 코트나 드레스의 가슴부위에 구

조적인 입체형 ‘No’를 삽입하였고, 솔기부분을 전통적

인 봉제방식이 아닌 스태이플러(stapler)로 처리하였

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봉제로 솔기를 처리한 것

이 아니라 빠르게 고정시킬 수 있는 기구인 스테이플

러로 주름을 잡거나 박음질함으로써 그 스피드한 유

행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어리석음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한 것이다.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에는 초현실주

의적인 면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빅터 앤 롤

프는 누보팝아트적인 표현기법26)인 그라피티,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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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인 현대적 오브제의 사용, 대비되는 색상을 통해

분별없이 수용하는 최신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도 물질만능주의

와 기계문명에 대한 회의를 2009년 S/S ready-to-

wear 컬렉션에서 다루었다. 회전무대와 런웨이 뒤쪽

바에 마련된 수많은 와인 잔들과 소름 돋는 글라스

뮤직과 함께 시작한 ‘관성(Inertia)’의 쇼는 ‘쾅’하는

굉음과 함께 끝났다. 무대엔 라텍스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등장하였고, 그 드레스의 추상적인 프린트

는 부서진 자동차의 핸드 페인팅 이미지, 자동차 번

호판, 핸들 등 프린트 모두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찍

은 사진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살라얀이 “우리 생

활 속에 존재하는 스피드가 결국 충돌로 이어진다”

고 말한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리고 뚜렷하

고 강력한 비판의식을 스피드와 충돌로 발생된 분절

된 이미지와 파편들, 노엘 스튜어트(Noel Stewart)27)

의 찌그러뜨린 모자와 키치적 소재인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안경에도 반영되었다. 다만 그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쇼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결코 무

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음으로서 무겁고 상징적

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10>.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누보팝아트와 미국식 팝아트간의

엄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보팝아트적인

비판과 풍자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은 패션을 대부분

미국식 팝아트의 개념으로 혼용하여 해석하거나 광

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누보팝아트가 미국식 팝아트

와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작가의 뚜렷한 주제 의식

이 내포되었음을 유추하였다. 즉, 성과 관련된 사회

적인 문제, 전쟁과 정치 또는 그로 인한 영웅,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점, 소비문화와 경제, 대중문화, 문

화상대주의 등의 주제들로 표현되었다. 이를 근거로

누보팝아트 이미지 패션이란 현대사회의 문제점 및

병폐를 고발하기 위해 누보팝아트 작품의 이미지나

주제 및 특성, 그리고 표현기법을 디자인이나 소재에

차용하여 사회풍자적인 요소가 표출되고 유머러스한

의미가 함축된 패션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性)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주

제는 안토니오 데 펠리페의 종속적인 여성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샤오판의 여성인체의 미와 아름다

운 에로스의 당당한 표현, 니키 드 생팔의 여성으로

서의 삶에 대한 예찬과 당당함의 표현, 그리고 조안

코르노(Johanne Corno, 1952~)의 절망과 죽음 그리

고 소외와 이 시대의 소수의 성(동성애)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해체된 성 정체성으로 표현시킨 것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즉, 여장 혹은 남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남성의 이미지 혹은 여성의 이미지를

남자속의 여자, 여자속의 남자라는 성 정체성이 거부

된 내적 갈등을 표출시킨 누보팝아트 이미지가 패션

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재된 스타일과 그라피티

표현, 대조적인 색상으로 마치 어린 아기가 붓으로

그린 듯한 유희적인 표현 등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현대여성들의 성역할과 삶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

에 차용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치와 전쟁, 또는 그로 인한 영웅에 대한

주제는 로베르 콩바스가 유럽의 역사 속에서 과거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 전쟁 등을 소

재로 다룬 것과 최근 탱크와 부상당한 사람들의 표

현을 통해 현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기 위해 누보팝아트 이미지를 표현한 것처럼

패션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즉, 타투나 그라피

티 페인팅의 활용, 해골과 살상무기인 권총 이미지의

프린트, 비유적 의미가 함축된 소재인 전쟁과 관련된

오브제의 과장된 부착 및 착용 등 누보팝아트 기법

을 이용한 누보팝아트 이미지가 패션에 차용되어 표

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셋째, 크랭킹 아트 그룹과 팀 뢰로프스처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차원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

어 현대 산업사회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

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정신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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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미칠 수 있으며, 자연 파괴의 주범인 현대인에

게 다시 피드백이 될 책임임을 사실적인 묘사 및 설

치미술을 통해 강한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다. 패션에

서도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성을 표현하기 위

해 환경문제를 주제로 다룬 누보팝아트 경향의 작품

들을 직물의 패턴으로 이용하였고, 그 외에도 광고판,

타이어 자국 등의 이미지가 텍스타일 디자인 등에

활용되거나, 쓰레기통 모형의 입체적인 의상 등 도시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폐적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비판적 혹은 풍자적

으로 고발하였다.

넷째, 대중소비문화의 맹목적 수용 및 물질만능주

의와 상업주이 집착이란 주제는 안토니오 데 펠리페

가 유행을 쫓는 여성들을 암소로 비유하고 세계적으

로 유명한 보그 잡지의 이미지와 광고 문구를 차용

및 패러디함으로써 광고에 의한 충동적인 소비성에

대해 비판, 풍자한 것과 위아르 역시 대량생산으로

쏟아지는 상품들과 현대 기술문명에 길들여가는 쾌

락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누보

팝아트 이미지를 표현한 것처럼 패션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즉,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방식은 물론

누보팝아트적인 표현기법인 그라피티, 스테이플러인

현대적 오브제의 사용, 대비되는 색상을 통해 분별없

이 최신유행을 수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리석음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누보팝아트 이미지패션은 주로 유럽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비판, 풍자하기 위해 누보팝아트의

주제의식 및 표현기법을 차용하여 표현된 디자인임

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에서도 누보팝아트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누보팝아트 이미지패션은 유

럽이외의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험적인

디자인을 위한 한 장르로 이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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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1

945년 동명의 책을 쓴 장 뒤뷔페가 정신질환을 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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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창작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고,

곧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미술제도 바깥에서

창작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17) aricature; 시국풍자나 인생의 유머를 다룬 모든 회화

의 총칭. 흔히 과장법을 이용하며, 풍자, 해학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월간미술편 (1995),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p. 392.

18) 이들은 2006년 봄 ‘누보 팝’이라는 타이틀로 파리 빌

라 타마리스(Villa Tamaris)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19) 그 예로, 미키마우스를 권총의 대위적 반대위치에 두

거나 약 캡슐 옆에 캔디를 배치한 작품들에 대한 의

미해석을 전적으로 관객의 해석으로 전이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

20) 갤러리드리 (2008), 유럽 팝 아티스트 5인전, 전시회
도록.

21)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벨라스케스와 왕실가족(시녀

들), Velázques and the Royal Family(Las Meninas

or The Family of Philip IV)>에서 마르가리타 공주

의 모습을 패러디.

22) (Counter-culture photo-collagist, 1965~), 콜라주 및

포토 몽타주(counter-culture photo-collagist)로 유명

한 아티스트.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베를린 중앙지역

의 예술가 촌인 타헬레스(Tacheles)에 작업실을 가지

고 있는 베를린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로서 사진과 공

고이미지 등을 콜라주한 작업으로 유명하다. 뢰로프

스 작업은 인체에 개의 머리를 씌우거나 작품마다 하

늘, 산, 동물이나 곤충 등의 자연물의 이미지 넣기,

만화, 상표와 문자들을 이용해 거리와 자연풍경들을

비현실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23) 쟝 미셀 바스키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희적이고 소

박한 형상들과 의도적으로 틀린 철자나 문장들, 때로

는 죽음을 상징하기 위한 해골, 내장, 뼈, 치아 등, 그

리고 작품에 표현된 그래피티 등으로 주로 현대사회

의 소비문화와 그 속에서 인간의 상황을 비판하고 풍

자하였다. 이를 위해 그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방법,

즉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면서도 형상을 극대화시켜

낙서하듯 직감적, 충동적, 직선적인 표현터치를 통해

표현하였다.

24) 네온으로 모호크 헤어를 강조한 사이버펑크 연재물 속

의 거리용사,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마네킹의 모

습에 베니스 해변의 분위기가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진흙을 뒤집어 쓴 병

사들이 실크로 된 전투용 바지만을 입고 캣 워크를

걷는 동안, 헬리콥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지옥의 묵

시록을 떠올리게 했다. 제대로 된 의상은 아랍 헤어스

타일을 하고 커다란 구두를 신은, 무기거래상처럼 보

이는 사람들이 입은 가짜 같은 새틴 본디지 팬츠와

타페타 코트, 그리고 흑표범 당원들이 캣워크를 행진

할 때 입은 멀티포켓 나일론 밀리터리 재킷이다.

25) 태양과 햇살을 형상화한 것임.

26) 여기에서 누보팝아트 형성에 영향을 미친 누보 레알

리즘의 실험적 오브제 기법은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팝아트와 누

보팝아트가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인 그라피티나 콜

라주기법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 세 가지 사조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 현대미술과 건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하는 유

명한 모자 디자이너, 영국 런던을 무대로 활동 중이

며, 역사를 참고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로 발전, 현대적

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킨 모자를 ‘머리에 입히는’ 신선

하고 새롭게 창안해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