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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that fashion and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broad-
ened the creative field by individually applying each other’s ideas or through collaboration. This 
paper analyses the work of individual artists and fashion designers who created work on the 
boundaries of fashion and art. These samples are selected to extract features related to specific 
periods as it is proposed that contemporary creation has been developed from a combination of 
fashion and art, sharing their distinct concerns. Accordingly,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collab-
oration between fashion and art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the aspect of ‘fashion into art’/‘art 
into fashion’ in order to analyse the historical flow, and thereb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art. The cross-fertilization between fashion and art was initiated as an imitation of 
form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led to a ‘new cross-disciplinary form’ which exists on 
the boundary of fashion and art. This paper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art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intrinsic concepts and the creation of a new creative sphere. It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of fashion designers and artists whose works lie on the 
boundary between fashion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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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현존시대가 요구하는 트렌

드나 유행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논의가 아

니다. 패션과 예술은 인간생활과 의식의 재현에 의해

창조되며 과거 그리고 현존시대와 함께 움직이는 ‘유

동적 창조물(floating creature)’이다. 이전시대부터

이 두 영역은 서로의 모티브를 차용하며 시대가 요

구하는 창조물을 내어 놓으며 발전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예술과 패션은 보다 진보적으로

영역 전복(顚覆)을 시도한다. 이 두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창조방식 혹은 이를 차용한 모티브를 창조물

의 오브제로 활용하며 발전했다. 20세기 초 확산된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개별적 형태의 크기와 제작공

정을 줄여야 했던 패션은 예술작품의 모티브를 활용

해 자신의 가치를 높였고, 중반이후 컬렉션의 시스템

이 정착되자 이를 매개로 또 다른 형태의 공연예술

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예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의 몸과 몸의 변형 그리고 제 2의 피부(Skin)발

굴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예술형식과 차별화된 ‘바디

아트(Body Art)’,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와 같은 새로운 영역들이 발굴되며 비주얼 아트

(Visual Arts)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몸과 패션

을 매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예술가들이 있었다.

또한 팝아트(Pop Art)를 통해 패션제품처럼 양산되

어 팔려나가는 예술의 영역이 주목받았다. 20세기동

안 패션과 예술은 서로를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시켜 나갔

다. 작업과정이 중시되면서 창조의 방법과 아이디어

를 위한 콘셉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로서 패션

과 예술은 이전의 간접적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영역

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직접적 공조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형식 모방에서 출발한 패션과

예술의 공조는 이 시기 후반에 이르러 서로 다른 영

역을 공유하는 교류 예술(a cross disciplinary form)

로 발전되었다.

패션과 예술에 관한 2000년 이후 선행연구들은 규

정된 미적 범주를 잣대로 패션과 예술의 속성을 분

석1)하거나, 패션과 예술에 나타난 협업 현상의 사례

를 제시하고 있으며2), 특정시기의 패션과 예술의 관

계 혹은 특정예술분야와 패션의 관계에 집중해 그

특성3)을 고찰하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다른 관점으

로 본 연구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이 독립적으로 서

로의 모티브를 차용하거나 혹은 공조를 통해 창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논의하려고 한다. 연구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통해 유동적 영역의

공유(a cross disciplinary form)가 보편화 된 현대 패

션과 예술의 발전과정을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

화 패러다임을 분류하여, 각 세대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패션과 예술의 영역에서 ‘상호차

용화’ 현상을 기반으로 작품을 창조한 패션디자이너

와 예술가의 작품을 분류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대표

작품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의 특성을 추출한다. 곧

연구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현상을 ‘패

션의 예술차용’ 혹은 ‘예술의 패션차용’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역사적 흐름의 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는 아이디어의 본질적 공유와 새로운 영역의 창조라

는 측면에서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시대 패션과 예술은 관계는 어떠했고,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는 어떠한 계기로 구체화

되었으며,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어떤 관점에

서 논의 되었는가?

둘째, 20세기 세대별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과 특성은 무엇인가?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을 분

류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각 세

대별 작가들의 작업특성과 방식을 분석해야함으로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본

연구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조명한 전시,4) 관련서

적, 인터넷자료5)에서 ‘패션의 예술차용’ 혹은 ‘예술의

패션차용’에 관련된 작품 142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

여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을 총

체적으로 분석한 후, 이 자료들 중 각 세대에서 선정

된 작가의 스타일을 대표하거나 차용화 발전에 영향

을 미친 사건의 근거가 되는 60개의 실증자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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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동일 작가의 작품 혹은 동일한 모티브로 작

업한 공조작업들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 최종적으로

54개의 실증자료고찰을 통해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을 5세대로 분류하여 이를 내용

분석한다.

Ⅱ. 패션과 예술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근대시대 패션과 예술의 관계
18세기 이전 패션과 예술은 ‘예술이 주도한 패션’

이라는 예술 우위론적 입장에서 논의되었다. 부셔

(Boucher)는 “예술과 패션의 관계는 최소한 인물화

를 통해 패션이 예술 속에 표현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6)고 설명한다. 왕실

과 귀족의 지원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보장받으며

이들의 발자취를 그림으로 남긴 18세기 이전의 화가들

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품에 패션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장식디자인에 관

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의상모델(costume

models)을 제안했다.7) 순수예술과 장식예술의 영역

을 모두 관장했던 고용화가에 의해 현존된 예술과

패션은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이 구분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1760-1830)이

19세기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패션은 예술가의 손에

서 벗어나 독립적 체제를 구축하며 가치 있는 창조영

역으로 거듭났다. 당시의 상황을 매더(Maeder)는 “미

적 아이디어로서 시대의 전형을 대변하는 우아한 예

술인 복식은 18세기 어떠한 순수예술영역보다 뛰어

난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8)고 설명한다. 또한 시몬

(Simon)은 “예술과 패션사이의 새로운 관계규정은

19세기에 정립되었으며, 이 두 영역의 소비는 중산층

의 급부상으로 확대되며 더욱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

들어갔다.”9)고 기술한다. 이전 시대 귀족이라는 극소

수계층의 취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예술과 패션

은 이로써 작가 중심 혹은 대중 중심의 작품을 선보

일 계기를 마련하며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중은 이전 시대 귀족

들이 누렸던 풍요를 공유했고, 패션이 신흥세력의 부

를 대변하는 대리물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팽배해지

면서10) 신분과시의 매개물인 드레스를 창조할 전문

예술가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1) 테일러링을 통해

얻어진 패션의 예술적 가치로 명명된 ‘The art of

dressing’은 이 시기 예술과 드레스의 상호관계를 발전

시킴과 동시에 패션을 예술의 행위로 만드는데 공헌

하며12) 독립적 창조물로서 패션의 가능성을 열었다.

19세기 후반 쿠튀르의 시대가 열렸다.13) 그리고

변화된 사회양식을 기준으로 당시 세련된 여성들은

여전히 하루에 7-8번 의상을 갈아입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았고 이들의 고민은 찰스 프레드릭 위스

(Charles Frederic Worth, 1825-1895)와 같은 쿠튀르

가 해결해 주었다. 이전보다 더 넓어진 고객들을 대

상으로 예술가들은 나이트 드레스, 모닝 코트, 승마

복, 일상복, 디너 드레스 등의 착용모습을 화폭에 담

아내어 금전적 이익을 취했지만, 사진기의 발명으로

초상을 그리는 화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다. 하지

만 몸의 대리물인 패션은 여전히 예술가들의 창작활

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주제였고 예술가들은 규정

적인 복식의 틀에서 벗어나 ‘몸의 재해석’이라는 측

면에서 패션을 예술의 오브제로 차용하기 시작했다.

2.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相互借用化)에
관한 담론

1) 상호차용화를 위한 새로운 환경, 아방가르드

근대시대 패션은 예술을 비롯한 문학 등에 영감을

주었고, 패션 역시 예술의 영향을 받으며14) 상호보완

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20세기 예술은 패션을

매개로 새로운 영역확장을 시도했고, 패션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창조방식을 습득했다. 서로 다른 영역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교류인 ‘상호차용화(相互借用化)’

현상은 패션과 예술의 관계 속에서 수면위로 드러나

지 않았을 뿐 이미 여러 세기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출현은 영

역의 공유를 확대시키며 모든 오브제의 예술화를 가

능하게 만들었다. 다다이즘(Dadaism)의 급진적 모임

인 아방가르드의 실험적 접근방법들은 미술에 내재

하는 정치적, 철학적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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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철저하고 의도적인 과거

와의 단절로 설명되는 아방가르드는 미술사에 혁명

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15) 다다이즘은 여러 의미

에서 예술의 한계를 타파했고 단순한 물체나 행동도

하나의 관념으로 일관할 때 예술작품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나갔다. 또한 이 모더니스트들은 새로운 재료

와 기법을 소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 삶의

조건들을 반영하는 주제를 다루었다.16) 대부분의 아

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모든 예술이 시대의 요구를 수

용해 새롭게 변화해야한다고 믿으면서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펼쳐나갔다.17) 그리고 이들의

진보적 정신은 창조의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

다. 사고의 전환은 상업패션에 재료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원단으로만 제작되었던 의복의 표

면에 철, 나무, 비닐 등의 실험적인 소재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전통적으로 패턴과 봉제에 의존했던 제작

방식에 몰딩, 커빙, 펀칭 등의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

었다. 반면 회화와 조각 등의 순수예술영역에서는 패

션이 모티브로 활용되었고,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퍼포먼스 아

트’와 같은 제 3의 영역들이 출현했다.

20세기 패션과 예술은 새로운 영역의 창조에 힘을

더하며 더욱 긴밀히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 아방가르

드는 모든 영역의 창조활동에 ‘예술로서의 가능성’이

라는 면죄부를 부여했고, 예술 오브제의 한계를 무너

트리며 새로운 영역의 탄생과 공조를 일반화하는데

일조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술적 생각의 장애를

파괴시켰고, 고찰결과의 움직임을 정립했으며, 모든

언어를 수용하는 열린 예술형식 창조를 위해 노력했

다.18) 아방가르드가 추구하는 것은 모던세계라는 당

시의 사회적 사실이 진보적 제막의 부분으로 존재하

는 것과 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탐구적 작품의 가치

를 확인시키는 것이었다.19) 실제로 20세기 패션과 예

술의 관계를 논의하게 만든 패션디자이너 엘자 스키

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와 화가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의 협업을 통해 보인 초현실주의

(Surrealism) 역시 1930년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

지 않다. 20세기 중반 파코 라반(Paco Rabanne, b.

1934),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éges, b.1923)의

실험적 재료활용이나, 제임스 리 바이어스(James Lee

Byars, 1932-1997)와 루이스 브루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의상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형태의 작

업들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급진적 개혁현상의 개념은 최근 1980년 이후 상

업패션의 예술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패션과 예술에 대한 담론

패션과 예술은 수많은 접근방식과 이유들의 접합

점을 찾아내며 지속적으로 공존해오고 있다.20) 예술

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작업의 관념들은 ‘과학적 모

더니즘과 창조 사이’, ‘예술과 삶 사이’의 모든 관계

를 증진시키며21), 의상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미의식

이 형성되는 사회 환경의 일부분22)으로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술과 패션은 서로

의 영역을 공유하며 발전해 왔고, 예술과 마찬가지로

패션의 예술성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미

술평론가 첼란트(Celant)는 “예술과 동등한 관점에서

패션은 인류학, 사회학, 철학이 될 수 있다.”23)고 설

명한다. 음악가 바그너(Wagner)에 따르면, “예술이

란 내포하는 모든 경험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따

라서 음악, 의상, 세트, 조명 심지어 극장의 디자인까

지도 통합되어야한다.”24)고 한다. 또한 예술로서 패

션을 언급하면서 이론가들은 패션을 창조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건축학자 벤자민(Ben-

jamin)은 “패션을 새로운 것의 영원한 재현”이라고

정의했고,25) 역사학자 매더(Maeder)는 “모든 시대의

드레스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

이디어를 자신의 외형을 통해 표현한 것”26)이라고

설명한다. 독일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헨리 반 데

벨데(Henri van de Velde)는 “의상을 일상용품인 건

축, 가구, 글, 장식적 아이템들이 추종하는 움직임의

마지막 점령지”27)로 묘사한다. 첼란트는 “사진, 형태,

이미지, 옷, 원단, 등의 모든 도구들이 접목되어 사용

되는 동안 관중은 예술, 패션, 건축의 형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감수성을 만들며 이것들 자

체가 전통적인 형태와 물질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면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옷’이 된다.”28)고 주장한

다. 패션은 인간과 함께하는 움직이며 개인 혹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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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의식을 대변함으로 예술의 마지막 귀결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20세기 초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의 ‘The

Clothing of Modernity’를 필두로 한 오르피즘

(Orphism), 스키아파렐리와 달리의 공조로 완성된

패션을 통해 보는 초현실주의는 ‘독립된 예술영역으

로서의 패션’ 혹은 ‘예술과 동등한 관점에서 언급된

패션’에 관한 논쟁을 보다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세기 중․후반에 접어들어,

이 영역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문헌연구들이 전

개되며, ‘패션의 예술성’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글린(Glynn)은 1978년 저서 IN FASHION: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29)의 첫 번째 장을

‘Fashion as an Art’로 명명하며 패션과 예술의 유사

성과 친밀성을 역설했다. 프레쉬맨(Freshmen), 슐러

(Schuler), 아인취쉬(Einzig)도 1983년 저서 AN
ELEGANT ART30)를 통해 패션을 우아한 예술로

정의했으며, 시몬(Simon)은 1995년 Fashion in Art31)
의 네 번째 장 ‘Art and Fashion’을 통해 19세기 예

술과 패션의 관계를 당시 프랑스 문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 밀레니엄이후 이러한 논의

는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 2000년 뮬러(Müller)는 저

서 Fashion Memoir: Art & Fashion32)에서 패션

과 예술이 협조를 통해 서로의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트로이(Troy) 역시

2003년 모더니즘의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패션과 예

술의 관계를 저서 Couture Culture: a Study in

Modern Fashion and Art33)를 통해 역설한다. 2005
년 맥커렐(MacKrell)은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on Fashion and Fashion Art34)
에서 로코코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과 패션의 관

계를 명확히 풀어낸다. 맥커렐은 다섯 번째 장 ‘From

Surrealism to Fashion in the Art Museum’을 통해

예술과 패션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새로운 가능성

들은 이 영역들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만들

며 발전될 것35)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해 다른 관점

에서 패션의 예술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센 프

란시스코 미술박물관(Fine Art Museum of San

Francisco)에서 개최 된 Artwear: Fashion and Anti-

Fashion전의 도록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멜리사 레

벤톤(Melissa Leventon)은 ‘패션’영역의 예술성을 부

정하며 예술성을 지닌 패션은 오직 ‘아트웨어(Art-

wear)’를 통해 구체화되며, 이것은 패션부문과 차별

화된 새로운 예술장르라고 정의한다.36) 저자는 아트

웨어가 예술, 공예, 패션 사이에 위치하며 1970년 이

후 현재까지 문화적 경계에 놓여 모호하게 이들 사

이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37)고 주장한다. 레벤톤은

섬유공예부문의 예술영역진입을 위한 매개물로 패션

을 활용함과 동시에 예술과 동등한 입지를 마련해 나

가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패션부문의 도약을 견제했

다. 반면 커리드(Currid)는 2007년 뉴욕의 경제, 패션,

아트, 문화와의 관계를 기술한 저서 THE WARHOL

ECONOMI: HOW FASHION, ART AND MUSIC

DRIVE NEW YORK CITY38)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의 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2010년

페이지 원(Page One)은 Sharpe Shifters: Shaping
Fashion's Silhouettes39)를 출간하여 현대패션디자인

에 나타난 예술적 경향을 사례를 통해 조명했다. 패

션의 관점에서 논의된 패션과 예술의 차용화는 20세

기 후반에 이르러 수많은 논쟁거리를 낳았다. 하지만

예술의 패션성 역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

지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패션은

문화를 주도하는 창조영역으로 인정받으며 전통적으

로 순수예술영역만을 전시기획대상으로 삼았던 보수

적인 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의 상업패션전시허용을

이끌어냈다.

Ⅲ.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相互借用化) 패러다임

변천과 특성

앞 절에서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현

상을 논하기 위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와 이와 관련

된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을 규명하기 위해 ‘패션

의 예술차용’ 혹은 ‘예술의 패션차용’ 특성이 보이는

작품을 분석하여 시대별로 그룹화한 뒤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각 세대별 특성을 추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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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세대: 일차원적 형식의 차용
제 1세대(1900년대-1920년대)의 상호차용화 패턴

은 ‘일차원적 형식의 차용’이다. 제 1세대 예술가들은

‘분석된 몸의 대리물’ 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옷’이라는 패션의 형식

을 예술에 직접 차용했다.

20세기 초 예술사조인 큐비즘(Cubism)은 패션을

예술에 적극적으로 끌어드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큐

비스트의 언어인 ‘선의 분리’는 ‘옷’이라는 구조적 언

어의 분석에서부터 비롯된다.40) 피카소(Picasso), 브

라크(Braquer)와 같은 큐비스트은 몸과 옷의 관계

규명과정에서 ‘잘려진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오브

제’41)라는 형상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성공했다. 큐비

즘은 패션을 예술의 모티브로 정착시키는 선구자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Futurism)와 러시아 절대주의

(Supremacism)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예술의 역

사는 드레스의 역사와 무대의상을 매개로 견고히 연

결되어 있었다.42) 1910년 이탈리아 미래파의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와 포르투나토 데페로(Fortunato

Depero)는 옷을 예술의 주제로 끌어들였다. 발라의

작품 ‘Antineutral Clothing Manifesto(1914)’는 피부

의 변형을 위한 욕망의 결과물이다43)<그림 1>. 크리

스페이트(Crispate)에 따르면, 미래학파는 옷의 형식

을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옷의 총체적인 환경을

변화시켰다.44) 1920년대 알렉산더 로디첸코(Alexan-

der Rodchenko), 류보프 포포바(Ljubov Popova), 카

지마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 바바라 스테파

노(Varvara Stepanova)와 같은 러시아 구조주의자들

은 기하학적 형태의 분할을 통한 오브제로서의 의상

을 선보인다<그림 2>. 이들은 무대를 위한 의상들을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기하학과 움직임

이 고려된 대담한 컬러사용으로 예술과 디자인의 영

역을 넘나들었다. 포포바는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았

고,45) 스테파노는 심플한 몸의 형태를 반영한 강한

라인의 패턴을 활용해 기능적 의상을 선보였다.46) 러

시아 구성주의의 활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같은 시기

기욤 알포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블레즈 상드

라르(Blaise Cendrars),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는 전통적인 의상의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주얼

형태로서의 슈트를 선보였다.47) 오르피즘(Orphism)

의 선구자였던 들로네는 20세기 초 파리의 예술세계

를 이끈 아방가르드 예술가 그룹에 속해 있었다.48)

그녀는 한 벌의 드레스나 한 벌의 코트, 곧 단일 의

상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오브제 자체의

원칙에 충실하여 패턴을 만들고 디자인하여 형태를

구성해 나갔다49)<그림 3>. 들로네의 작업은 의상과

예술 사이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각에서 옷은

또 다른 예술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오브제였다.

제1세대에서는 패션디자인 부문에서 예술 차용화

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다만 폴 푸아레(Paul Poiret)

가 당시 입체파에 뿌리를 둔 화가 라울 뒤피(Raoul

Dufy)에게 텍스타일 디자인을 의뢰해 협업의50) 결과

물을 내어놓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오리엔탈리

즘을 작품에 반영했다. 그는 1911년 8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포츠담, 모스크바,

피터버그, 부카레스크, 비엔나 등의 7개 도시에서 비

즈니스를 위한 패션쇼를 개최했다.51) 비록 제품판매

증진을 위한 기획이었지만, 푸아레의 쇼는 1960년대

출현될 퍼포먼스 예술로서 패션의 가능성을 이미 내

재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예술가에 의해 재현된 패션은 사실주의

에 직면한 유토피아와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었

고52), 이들은 패션의 형식을 통해 본질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다.

2. 제 2세대: 교류를 통한 상호영역의 이해, 
공조와 협업

제 2세대(1930년대-1950년대)는 공조와 협업을 통

해 영역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패션과 예술의 차용화

를 발전시켰다. 이전 시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

나들며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

낸 소니아 들로네의 사례를 지켜보며 이들은 각 부

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아이디어 속

에서 보이는 두 영역의 차별화된 표현방식에 집중했

다. 이 세대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활발

히 활동했으나 이후 1960년대의 예술혁명을 준비하

며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이 시기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는 개인 아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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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lier)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새로운 형

식을 창조했다. 마르셀 뒤샹(Marchel Duchamp), 막

스 에른스튼(Max Ernst), 후앙 미로(Joan Miró), 르

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크리스티앙 베라르

(Christian Bérad), 엘도라도 베니토(Edouardo Benito),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장 콕토(Jean Cocteau)

와 같은 예술가들은 극장, 사진, 패션으로 서서히 활

동영역을 넓혀나갔다.53) 이들 중 베니토는 이미 1920

년대에 프랑스 보그(Vogue)의 표지를 담당해 상

업예술가의 길로 선회하며 패션을 위한 그림을 그려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발전시켰고, 반면 달리와

장 콕토는 순수예술의 틀 속에서 패션디자이너 스키

아파렐리와 협업을 통한 공조를 이루어내 패션 부문

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초현실주의는 시각예

술에 빠르게 포함된 문학적 움직임을 시작으로 르네

상스와 유사한 그리고 르네상스의 많은 아이디어를

포용했다.54)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풍경이 아닌 인물을

주제로 작업한 최초의 인물사진가(portraitist) 만 레

이(Man Ray)가 ‘패션사진’영역을 발굴해 인물사진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았다. 재정적인 이유로 작업의

스타일을 전환했다는 비난 속에서 그는 ‘예술사진의

기준’이라는 논란거리를 낳으며 ‘패션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반대파의 공격을 견디며 패션과 예술의

결합을 이뤄냈다. 그는 보그(Vogue)와 하퍼스 바
자(Harper’s Bazaar)를 위해 달리와 스키아파렐리의

작품을 사진에 담아냈다55)<그림 4>.

패션과 예술의 차용화를 논의하기위해 엘자 스키

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달리, 콕토는 역사적으

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동등한

입장으로 상호교류를 시도하여 서로의 영역을 발전

시키는데 일조했다. 예술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당시

패션디자이너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스키아파렐리는

1935년에서 1939년까지 주제가 있는 패션쇼를 개최

하여56) 주목 받았다. 그녀는 음악, 역동적인 모델, 조

명, 춤, 퍼포먼스를 적용하여 이전의 퍼레이드 형식

과 다른 차원의 컬렉션을 연출했다.57) “옷을 만드는

일은 작업이아니라 예술이다.”58)라는 말을 대변하듯

스키아파렐리의 의상은 초현실주의 작가의 오브제

그 자체였다. 콕토가 여성의 얼굴을 장식적으로 형상

화한 디너재킷으로 스키아파렐리와 협업에 성공해

시선을 모으는 동안, 달리는 초현실주의 회화 ‘의인

화된 캐비넷(Anthropomorphic Cabinet)’으로 스키아

파렐리의 슈트 포켓을 재조명했다59)<그림 5, 6>. 스

키아파렐리와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달리는 1936년

그의 작품 ‘Aphrodisiac Dinner Jacket'을 통해 칵테

일 컵을 재킷에 부착해 파티의 즐거움을 표현하거나,

‘Night and Day Clothes of the Body’에서 옷을 캔버

스에 직접 옮겨 놓았으며, 자서전 The Secret life
of Salvador Dali(1947)에서 자신의 작품에 스키아

파렐리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한다60)<그림

7, 8>. 달리는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의 제자인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

règes)와 엠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를 아틀

리에의 맴버로 1950년과 1958년 각각 받아들이며61)

패션과의 교류를 지속해나갔다.

패션과 예술의 공조를 통한 협업은 보다 많은 볼

거리를 제공했으며 다가올 형식전복시대를 위한 학습

의 시간이 되었다. 이 세대는 교류를 통한 영역의 이

해를 도출하며 서로 다른 영역의 상호차용화현상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3. 제 3세대: 예술의 중심에선 패션, 제 3영역의
도약

제3세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는 형식을 타파

한 혁명가들이었다. 상호차용화의 경험을 통해 이 시

기 예술과 패션 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창조방식이

수용되고 있었다. 새롭게 출현된 제3의 영역에서 인

간의 몸은 예술의 중요한 모티브였고, 예술가는 ‘자

신들의 몸’ 혹은 ‘몸의 대리물인 옷’을 매개로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시각과 촉감사이의 서로 상반

된 체험을 통해 패션디자이너가 순수예술가가 되었

듯, 예술가 역시 패션디자이너가 되었다.62) 예술에서

패션은 몸의 대리물, 곧 창조의 행위를 수행할 주체

였고, 패션에서 예술은 형식의 차용 혹은 공조를 통

해 창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구였

다. 1960년대 패션은 몸의 대리물로서 오브제자체 뿐

만 아니라 ‘행위와 설치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예술

의 중심에 서있었고, 이러한 행보는 다음 세대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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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1) 몸의 대리물로서 옷

1960년대 모더니즘을 부정하며 출현한 포스트모더

니즘은 예술의 형식을 해체시켰고, 변화한 시대적 상

황을 수용하며 이전 시기 예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

던 회화, 조각과 같은 순수예술부문은 ‘퍼포먼스’, ‘개

념미술’, ‘비디오아트’, ‘설치예술’ 등과 같은 제 3의

영역을 예술로63) 허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부문에서

옷은 예술의 일부가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패션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작업의 구

심점이었다.

옷을 예술로 끌어들인 아르망(Arman), 야요이 쿠

사마(Yayoi Kusama), 크리스토(Christo), 메레 오펜

하임(Meret Oppenheim)은 의상 오브제를 자신의 분

신으로 삼아 매력적인 예술품으로 변신시켰다. 쿠사

마는 ‘My Flower Bed(1965-1966)’를 통해 작가의 분

열된 정신세계를 패션 설치물로 표현했고, 크리스토

의 신부는 ‘Wedding Dress(1967)’에서 화이트 실크

핫팬츠의 자유를 만끽 하지만 자신이 실크가 감긴

덩어리를 끌고 있음을 인식하며64) 이중적 사고를 담

고 있는 작가의 메시지를 패션의 언어로 풀어냈고,

오펜하임은 ‘Paper Cape(1967)’를 통해 자신의 자화

상을 새롭게 그려냈다<그림10, 15, 16>. 또한 옷은

‘대지미술’, ‘바디아트’를 통해 환경의 위장 물

(camouflage)이 되거나,65) ‘퍼포먼스’를 통해 행위의

중심을 장악했으며, ‘비디오아트’를 통해 일상을 예술

속에 녹여냈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Bar

Living Sculpture(1969)’를 통해 첼로 연주자의 모습

을 작품에 담았다<그림 14>. 이 부류 중 특히 퍼포먼

스는 당시 예술세계에서 보인 패션의 중요한 입지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퍼포먼스는 과거의 무용을 비롯

한 무대의상디자인과 같은 의상의 창조방식을 예술

에 흡수하여66), 예술가 자신들의 새로운 의도, 곧 형

태의 자기표현 혹은 표면적-의식적 배경 안에서 보이

는 기본사고를 입을 수 있는 매개물을 통해 표현한 것

이었다.67) 피에로 질라르디(Piero Gilardi), 알리지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비토 마콘치(Vito Acconci), 프란츠 에르

하르트 발터(Franz Erhard Walther), 제임스 리 바

이어스(James Lee Byars)가 1950년대 출현해 1960

년대 이래로 전성기를 맞은 이 부문에서 패션을 예

술의 방법으로 차용68)한 대표주자들이다. 바이어스는

‘Four in Dress(1967)’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언어로

패션을 채택했고, 부르주아 역시 ‘Avenza(1968-1969)’

에서 퍼포먼스를 위한 의상을 선보였으며, ‘A Banquet/

A Fashion Show of Body Pants(1978)’에서는 패션

쇼의 형식을 재현했고, 발터는 ‘Vest(1965)’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그림 9, 11, 13>.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팟 올스주크(Pat Oleszko)는 ‘Coat

of Arms and the Handmaiden(1975)’에서 인간의 다

중적 의식을 코트를 통해 표현했다<그림 12>. 이처럼

예술 속의 옷은 환경의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시

각적 스키마(schema)로서 작업의 공간에서 출현되어

야할 필연적 요소였다.69) 그리고 옷과 몸의 움직임은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의 생활과 의식을 대변하고 있

었다.

2) 형식차용과 공조재현을 통한 발전

형식의 차용과 영역 공조를 통한 재현은 패션과

예술 모두의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대중과의 소통과

기하학적 공간지각에 주목한 현대적 감각의 예술사

조인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리즘은 복식전반에 영향

을 주었고 이들 역시 패션에서 작품의 이미지를 찾

았다.70) 팝 아티스트 앤디 위홀(Andy Warhole), 로

버트 라우센버크(Robert Rauschenberg)와 독일의

‘네오 표현주의(Neo-Expressionsim)’ 예술가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게오르그 바젤리치(Georg Baselitz), 스그마

폴케(Sigmar Polke)는 패션의 형식을 작품에 차용했

다. 첼란트는 요셉 보이스와 백 남준에게서 옷은 마

법사의 마법 봉 혹은 제빵사의 제빵 도구와 같은 것

으로 이것은 이들이 대중에게로 다가가는 방법71)이

라고 설명하며, 이 시기 예술가들에게 있어 옷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워홀은 ‘Fragile Dress(1964)’를 통

해 대중 소비시대의 모습을 옷으로 재현했고, 보이스

는 ‘Felt Suit(1970)'를 걸어두어 예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그림 17, 19>. 또한 쿠사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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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t (1962)’은 정신과 실체를 연결하는 고리였고,

보에티의 ‘Dress with Gold Fish(1967)'는 의외성이

주는 재미를 더했다<그림 18, 20>. 이 부류의 예술가

들 작품 속에 보인 옷은 패션디자이너들이 만든 옷

과 형식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조를 통한 창조 작업 역시 지속

되었다.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 부르나 바니(Bruna

Bani)는 루치오 폰나트(Lucio Fontana), 아르날도

포모도로(Arnaldo Pomodoro), 엠리코 바이(Enrico

Bai), 에밀리오 스카나비노(Emilio Scanavino), 루치

오 델 페초(Lucio Del Pezzo)와 같은 예술가와 지속

적으로 공조하며 옷에 예술을 담았고,72) 이브 셍 로

랑(Yves Saint-Laurent)은 ‘몬드리안 드레스(1965)’

이외에도 1969년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아 만화 혹은

누드 토르소가 프린트된 의상을 선보이며 예술의 형

식을 의상에 적용했다<그림 21, 22, 25, 26>. 또한 패

션과 예술의 접목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

로 인식하며 디자이너들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의상

제작을 시도했다.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

가 조각형태(sculpture form)의 의상들을 선보이며

패션의 예술성을 검증 받았고, 비닐과 인조가죽 등의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우주의 공간을 옷에 옮겨

놓은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éges)는 주제 있는

컬렉션진행으로 패션쇼를 퍼포먼스의 경지에 올려놓

았다. 또한 예술가 출신 패션디자이너 잔드라 로드

(Zandra Rhodes)는 ‘종이드레스Paper Dress(1966)’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미니 스커트로 유명세

를 떨친 메리 퀀트(Mary Quant)는 1966년 부틱 컬렉

션을 퍼포먼스로 풀어내 시선을 집중시켰고, 파코 라

반(Paco Rabanne)과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의

주도아래 알루미늄, 철, 나무, 비닐 등이 포함된 새로

운 재료의 탐구와 제작방법이 지속되며 패션부문에

설치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그림 23, 24>. 이 시기 이

들이 내어놓은 건축적 개념이 포함된 조각적 드레스

와 재료의 발굴을 통한 새로운 시도는 상업패션의

예술성을 규정짓는 잣대로 자리 잡았으며 설치를 패

션의 표현 방법으로 포함시켰다. 예술의 행보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인 방식으로 영역 차용화를 수용했지

만 분명한 것은 이 세대에 옷은 형식의 자유를 얻어

냈고 원단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

한 표현방식을 수용하여 패션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4. 제 4세대: 패션화된 예술과 예술화된 패션
제 4세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의 상호차용화

패턴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예술가들은 제 3세대의

형식을 이어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옷에 대한 새로

운 해석을 내렸고, 패션부문에서도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의 형식을 창조활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진

취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전 시대 새롭게 조명된 신

체의 움직임은 여전히 패션과 예술을 연결하는 가교

였고, 주목할 만한 것은 조각(sculpture)부문에서 패

션을 새로운 주제로 차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퍼포먼스’와 ‘설치미술’은 1970년대 후반 이미 전성

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제 4세대의 활동시점 예술과

패션의 화두는 단연 ‘새로운 아이디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상호차용화는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상업패션에서의 예술은 디자이너의 창작과제가 되었

으며, 예술에서 패션은 몸과 함께 중요한 오브제로

자리 잡았다.

1) 옷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프란츠 에르

하르트 발터(Franz Erhard Walther), 제임스 리 바이

어스(James Lee Byars),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가 이전 시대에 이어

옷을 몸의 대용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옷에 대

한 새로운 해석들이 출현했다. 발터는 ‘Gold Moul-

ding(1980)’에서 화폭을 덮은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퍼포먼스를 이어갔고, 보이스는 ‘Skin(1984)’

을 통해 옷이 피부의 대용물임을 인정했다<그림 27,

28>. 선구자들의 행보를 발판으로 주디스 셰어

(Judith Shea), 로즈마리 트로켈(Rosemarie Trokel),

자나 스터박(Jana Sterbak), 안 파브르(Jan Fabre)

의 옷은 보다 급진적 해석이 더해진다. 그리고 이들

에게 옷은 ‘로봇과 마네퀸’, ‘조각과 기계’, ‘꿈과 악

몽’, ‘환희와 피해망상’ 혹은 ‘비난의 장치’73) 등으로

확산이 가능한 창조의 방법이 되었다. 셰어는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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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옷 자체를 독립적 조각으로 만

들었다. 철, 원단, 가죽 등 다양한 소재의 바지를 만

들어 세워놓은 ‘Standing Pants(1978-1996)’시리즈, 슬

리브니스를 나무막대에 걸어 설치한 ‘Mamie(1980)’,

조각품처럼 전시된 'Black Dress(1982)' 모두 옷의 형

태가 어떠한 형태적 모순 없이 재현되었다<그림 29>.

반면 스타박은 옷과 옷의 형상을 넘나든다. 생고기드

레스를 모델에게 착용시킨 ‘Flesh Dress for an

Albino Anorectic(1987)’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크리

놀린의 뼈대를 형상화한 ‘Remote Control(1989)’드레

스를 통해 통제 속에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을 조명

했다<그림 30, 31>.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0년대에는 ‘Wearable Art’,

‘Conceptual Clothing’과 같은74) 옷에 퍼포먼스나 설

치의 개념을 집어넣는 장르들이 출현했다.75) 이 부문

들은 시각예술에서 차용된 패션과 달리 옷의 제작과

정과 형태에 충실했다. 미국 섬유예술가이자 ‘예술의

상운동(Art to Wear Movement)’76)의 회원인 애나

리사 헤드스트롬(Ana Lisa Hedstrom), 카터 스미스

(Carter Smith), 노마 민코비츠(Norma Minkowitz),

마리오 리볼리(Mario Rivoli), 팀 하딩(Tim Har-

ding), 데보라 발로마(Deborah Valoma), 샤론 헤지

스(Sharron Hedges), 수잔 스마(Susan Summa), 윌

리암 티 와일리(William T. Wiley) 등이 이 부류를

대표한다. 이들은 상업패션과 순수예술의 영역확장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작업이 패션과 예술이 만들어낸

진정한 예술작품임을 강조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직조’, 곧 섬유예술을 바탕으로 창조된 입을 수 있는

의상이 예술성이 가미된 패션이었다. 하지만 이미 영

역 모호 현상이 예술전반에 확산되어있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혼합시켜버렸다.77) 그러므로

이들의 작업 역시 예술과 패션을 모티브로 한 개념

미술의 또 다른 장르로 정의될 수 있을 뿐 ‘예술영역

으로서의 패션’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2) 발전을 위한 공조의 지속과 차용

이전 시대에 이어 형식을 차용하거나 영역간의 협

업을 통한 공조는 지속되어왔다. 마크 마할(Mark

Mahall)은 재킷에 안전핀을 달아 ‘Safety-pin Jacket

(1978)’을, 캐롤라인 브로드해드(Caroline Broadhead)

는 재킷의 형태를 연결해 만든 ‘Wraparound Skirt

(1983)’, 심라인(seam line)을 와이어로 표현한 ‘Seams

(1989)’시리즈를 통해 옷의 구조를 해체하며 패션의

형식을 예술에 직접 차용했다<그림32, 33>. 또한 바디

아트의 대표 주자이자 사진작가인 신디 사먼(Cindy

Sherman)은 1983년부터 시작한 ‘패션시리즈’ 작업을

통해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 이세이 미야

케(Issey Miyake), 장 크리스 디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 레이 카와쿠보(Rei Kawa-

kubo)의 작품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변화

(self-transformation)를 시도하며 300장 이상의 사진

을 작품으로 남겼다.78) 예술가들은 패션쇼를 위해 초

대장과 무대를 디자인하며 패션과 관계를 이어갔고,

패션디자이너들의 작업은 갤러리에 설치되었다.79)

패션의 회화 차용 현상 역시 이전과 다름없이 지

속되며, 예술은 상업패션의 가치를 높여주는 모티브

가 되었다. 이브 셍 로랑은 1985년 반 고흐(Van

Gogh)의 그림 ‘Irise and Blass’를 슈트에 담아냈으며,

카스텔 바작은 미술품의 수집을 통하여 작품의 영감

을 끌어냈으며, 로베르 콩바스(Robert Combas), 룰

루 피카소(Loulou Picasso, 1982), 장 샤를르 블래

(Jean-Charles Blais, 1982), 아니트 메사제(Annette

Messager, 1983), 에르베 디로자(Hervé Di Rosa,

1984)와 같은 화가와 설치예술가들과 함께 공조하며

자신의 드레스를 완성했다80)<그림 34, 45>. 영역의

발전을 위한 패션과 예술의 협업은 이 시기에도 지

속되고 있었다.

3) 독립적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선 패션

골드버그(Goldberg)는 “퍼포먼스가 1970년대 중요

한 예술의 영역으로 정착했고, 1960년대 출현이래로

아이디어와 작품의 제작과정을 중시한 ‘개념미술(Con-

ceptual Art)’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이 되었다.”81)고 설명한다. 또한 첼란트는 “1980

년대 옷은 이미 예술의 영역이며 더 이상 이것이 혁

명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1950년대 패션이 글로벌

프로젝트로 도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82)고 기술한



服飾 第61卷 7號

- 90 -

다. 1980년대에 이르러 패션쇼는 제품의 판매 도구라

기보다는 디자이너들이나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만드

는 도구로 활용되었다.83) 디자이너들은 이미 저널리

스트들이 자신의 쇼를 커버하듯 대중이 자신의 컬렉

션 밖에서 퍼포먼스를 만들기를 원했다.84) 패션은 적

극적으로 독창적 이미지를 만들어 예술영역으로 진

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돌파구를 퍼포먼스와 설

치미술에서 찾고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출신 디자이너들이 회화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차용했다면 일본출신의 이세이 미야케, 요

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는 패션과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파리 컬렉션 진출을 통해 급부상한

이들은 작가의 의식을 담은 형태중심의 디자인에 퍼

포먼스와 설치의 개념을 부여하여 작업과정전반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옷보다 옷과 공간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진 이들의 작품은 이후 미술관과 박물관에

초대되며 패션의 예술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야케

는 1977년 도쿄의 세이브미술박물관(Seibu Museum

of Art)에서 ‘A Piece of Cloth’ 쇼를 개최한 이후,

1981년 암스테르담에서 ‘Body and Soul in Cloth’ 쇼

를 열었고,85) 1982년 최고 권위의 예술잡지 아트포럼
(Artfourm)의 표지를 장식한 후, 작품의 원천인

‘몸’, ‘형태’, ‘퍼포먼스’, ‘설치’의 독창적인 창조방식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으로 전시에 초대되었다<그림 36,

37, 38>. 미야케의 작업이 대중적 성향을 지녔다면,

야마모토와 카와쿠보의 작업은 보다 더 개인적이며,

이들은 파리에 아트 겔러리를 연상시키는 매장을 열

어86) 주목받았다. 잉글리시(English)에 따르면, “야

마모토의 작업은 생활의 모습을 옷을 통해 재현한

아니트 메사제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를 비롯한 여성 포스트 페미니스트의 작품

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예술

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87)고 한다. 또한 카와쿠보

는 트렌드를 추종하는 디자인을 거부하며 자신의 철

학과 영감을 담은 콘셉트를 잣대로 매 시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매장 디스플레이에 ‘건축의 공간에

설치되어있는 옷’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패션디자인을

설치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그림 39>. 일본출신

디자이너들의 작업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

게 만들었고 이러한 행보는 패션의 예술성 입증의

근거로 제시되며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었다.

5. 제 5세대: 상호보완적 아이디어가 된 예술과
패션, 영역의 유동적 전이와 모호화
제 5세대(1990년대 이후)의 상호차용화 패턴은

‘영역의 유동적 전이와 모호화’이다. 1990년대에 이르

러 창조물의 결과에 따라 구분되었던 예술영역은 더

이상 하나의 부문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창조자가 선

택한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유동성을 지

니게 되었다. 그리고 영역의 유동적 전이와 경계의

모호화는 예술과 패션 두 부문 모두에서 일반적 현

상이 되었다. 뮬러에 따르면, “패션이 예술과 합병했

으며 예술은 패션과 중복되어버려 이 두 부문의 관

계에서 더 이상 어느 영역이 어떤 것에 영향을 주었

는지를 분리해내는 것은 유추단계를 넘어 보편적 현

상이 되었다.”88)고 설명한다. 예술과 패션은 이제 단

순한 차용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영역을 주저 없이

넘나들며 창조물을 내어놓은 공생의 관계에 접어들

었으며, 이 두 영역은 창조자의 의지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1) 영역의 전이

패션을 차용한 예술가들의 작업은 옷을 작품의 오

브제를 넘어 작품의 주체로 만들었고, 패션디자이너

역시 옷이라는 형태적 틀을 벗어나 화폭에 옷을 담

아냈다. 찰스 리드레이(Charles LeDrey), 안 파브르

(Jan Fabre), 자나 스터박(Jana Sterbak), 장 샤를르

블래(Jean-Charles Blais), 모린 코너(Maureen Connor),

올리버 헤링(Oliver Herring), 로날더스 샤마스터

(Ronaldus Shamask)가 지속적으로 옷을 매개로 한

설치 예술품을 선보이는 동안, 바네사 비크로포트

(Vanessa Beecroft),89) 마리 앙주 귈레미노(Marie-

Ange Guilleminot), 피터 창(Peter Chang), 루시 오

타(Lucy Orta) 등은 몸과 패션을 통해 보이는 행위

를 매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리드레이는 캐주얼 슈

트를 걸어놓은 작품 ‘Guard(1994)’에서 제 3의 인물

의 시선을 부각시켰고, 샤마스터는 장갑을 이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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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l Glove Coat(1996)’를 선보였으며, 블레는

‘Untilted(1997)’에서 상의와 하의가 조합된 설치물을

내어 놓았다<그림 40, 41>. 파브르는 ‘Wall of the

Ascending Angel(1994)’ 드레스를 선보였다<그림

42>. 또한 에드리언 베넌(Adrian Bannon), 캐롤라인

브로드헤드(Caroline Broadhead), 루나 메녹(Lun*na

Menoh)은 투명한 소재로 재현된 옷을 통해 바디를

재현하였으며, 레슬리 딜(Lesley Dill)과 에밀 베이츠

(Emilly Bates) 역시 옷의 형태에 충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패션디자이너 아라카와 시니치로(Arakawa

Shinichiro)는 옷을 캠퍼스에 담아냈다<그림 43>.

프랑스에서 오타가 집단적으로 연결된 의상을 통

해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고 있는 동안, 이태리 패션

브랜드 시피 컴퍼니(C.P. Company)는 건축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44>. 2000년대 이후 주목받은 인카 쇼나바리(Yinka

Shonabare)와 서 도호(Suh, Doho)는 패션의 언어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품에 담아냈다. 쇼나바리는 아

프리카 민속패턴으로 제작된 원단을 영국근대복식으

로 재현해 내고 있으며, 서도호는 옷의 형태를 설치

의 대상물로 삼고 있다<그림 45>.

2) 영역의 모호화

예술의 영역인지 아니면 패션의 부문인지 구분이

하기 힘든 작업들이 이 시기 출현했다. 패션과 예술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이 두 영역의 경

계는 무너져갔다. 아니트 메사제(Annette Messager),

위빅 씸(Wieke Siem), 베버리 셈메스(Beverly Semmes)

는 게임과 기쁨, 생활과 쇼, 만는 것과 변장하는 것의

도구로서 옷의 꿈의 논리를 부활시키며 옷을 경이로

움과 판타지에 이르기 위한 충격의 매개물로 바꾸어

놓았다.90) 메사지는 관속의 세벌의 드레스를 넣어둔

‘History des Robes(Three Dresses, 1990)’를 통해 인

간의 종착점을 암시했으며, 코너는 ‘Tinner than

You(1990)’에서 극도로 마른 여성을 옷을 통해 표현

하며 외모 지상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이에 반해 셈

메스는 ‘Water Coat(1991)’시리즈 이후 옷의 확장을

통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그림 46>. 회화의

연장 물로서 옷을 보는 시각은 사진작가 고초(Gotsch),

화가 마샤 미오니(Mascha Mioni)에 의해 실현되었

다. 또한 한국에서는 1995년 설립된 한국패션문화협

회를 중심으로 패션아트(Fashion Art) 그룹이 활동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코주에 히비노(Kozue Hibino)

와 사나다 타케히코(Sanada Takehiko)가 패션을 주

제로 바디와 옷 그리고 공간의 관계를 은유적인 형

태로 풀어나갔다<그림 49>.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의 공조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협업은 패션과 예술 모두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1990년대 초 신디 사먼

(Sindy Sherman)은 레이 가와쿠보와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림과 동시에 콤므 데 캬

르송(Comme des Garςons)부틱의 예술성을 증명했

다<그림 47>. 또한 카와쿠보는 콤므 데 캬르송의 도

쿄 부틱을 전시장으로 만들어 설치예술가이자 개념

주의자인 다니엘 브랑(Daniel Buren), 조각가 라파엘

소토(Raphael Soto), 바디예술가 신디 사먼(Cindy

Sherman), 조형예술가 장 피에르 레이노(Jean-Pierre

Raynaud) 등의 전시를 주관했다.91) 이제스 반 랜스

어워드(Inez van Lamsweerde)와 비누드 마타틴

(Véromique Leroy), 옷을 입은 사진의 고초(Gotscho)

와 디올(Dior), 핼무트 랑의 부틱을 디자인한 개념미

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 이브 생 로랑(Yves

Sanit Laurent)과 장 미셀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 월터 반 비렌동크(Walter Van Beiren-

donck)의 전시에서 보인 바디예술가 올란(Orlan)의

퍼포먼스 등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는 공조는 지속

되었다.92) 다나 캐런(Donna Karan)은 롱 드레스의

형태를 확장시키며 또 다른 방식의 설치예술을 내어놓

았다<그림 48>.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96년 플로렌스

비엔날레(Florence Biennial)의 ‘Looking at Fashion’전

에서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의 공조를 통해 창조된

설치예술작품이 선보였다. 정크 아티스트 ‘토니 크랙

(Tony Cragg)과 칼 라커펠드(Karl Legerfeld)’, 개념

미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와 헬무트 랭(Helmut

Lang)’, 화가 ‘로이 리히켄슈타인(Roy Lichtenstein)

과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화가이자 영

화제작자 ‘줄리앙 슈나벨(Julian Schnabel)과 아제딘

알라야(Azzedine AlaÏa)’, 설치미술가 ‘마리오 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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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대

(1900년대-

1920년대)

⦁일차원적 형식의 차용: 분석된 몸의 대리물 혹은 새로운 시대의 전형으로서 옷

⦁큐비즘 ⟶ 이탈리아 미래주의/러시아 구성주의 ⟶ 오르피즘

Giacomo Balla,

Fortunato Depero,

Alexander Rodchenko,

Ljubov Popova,

Kasimir Malevich,

Varvara Stepanova,

Guillaume Apollinaire,

Blaise Cendrars,

Sonia Delaunay,

Paul Poiret

<그림 1> Study for man's suit, 1914,

Giacomo Balla

- Looking at Fashion, p. 117.

<그림 2> The world

of in turmoil, 1923,

Ljubov Popova

- Addressing the

Century, p. 33.

<그림 3> 1913,

1926-27,

Sonia Delaunay

- Looking at the

Fashion, p. 21.

두 번째

세대

(1930 년대

-1950년대)

⦁교류를 통한 상호영역의 이해, 공조와 협업
⦁초현실주의, 패션사진

Elsa Schiaparelli,

Man Ray,

Jean Cocteau,

Savador Dali

<그림 4> (위) Againist,

A I’heure de

I’obervatoire- Les

amoureux: (아래)

A beach coat, 1936,

Man Ray

- Bazaar 1936년 11월호

<그림 5> (좌) Bergdor Goodman Fashion Sketch, Elsa

Schiaparelli: (가운데) Sketch clothing design, Savador Dali,

Cover for Minotaure magazine, 1936, Savador Dali: (우)

Schiaparelli’s model no. 435, Drawer suit & no, 418, Glover

with snakeskin nails, 1936,

- Shocking!, p. 132.

<그림 6> Evening coat,

1937, Elsa Schiaparelli

& Jean Cocteau

- Looking at Fashion,

p. 159.

<그림 7> Aphrodisiac

dinner jacket, 1936,

Salvador Dali

- Addressing the

Century, p. 14.

<그림 8> Night and day clothes of the

body, 1936,

Salvador Dali

- http//www.oilpaintingonline.com

<표 1> 20세기 세대별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다임의 변천과 특징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相互借用化) 패러다임 특성 고찰

- 93 -

세대 분류 변천과 특징 작가 및 디자이너

세 번째

세대

(1960년대

-1970년대

중반)

⦁예술의 중심에 선 패션, 제3영역의 도약

⦁퍼포먼스, 설치예술, 개념미술, 비디오아트, 팝아트, 네오다다

Arman,

Christo,

Franz Erhard

Walther,

Gerhard Richter,

Georg Baselitz,

James Lee Byars,

Joseph Beuys,

Louise Bourgeois,

Robert Rauschenberg,

Pat Oleszko,

Piero Gilardi,

Sigmar Polke

Vito Acconci,

Yayoi Kusam.

►몸의 대리물로서 옷

<그림 9> Vest, 1965,
Franz Erhard Walther

- Looking at
Fashion, p. 190.

<그림 10> Wedding
dress, 1967,
Christo

- art & fashion, pp.
36-37.

<그림 11> Scene from
A Banquet/a Fashion
Show of the Body
Parts, 1978,

Louise Bourgeois
- Looking at Fashion,

p. 105.

<그림 12> Coat of
arms and the
handmaiden,
1975,

Pat Oleszko
- Artwear, p. 138.

<그림 13> Four in
a dress, 1967,
James Lee Byars
- http//www.db-
artmag.com

<그림 14> T.V. Bra
living Sculpture, 1969,
Nam-June Paik

- Looking at Fashion,
p. 200.

<그림 15> My
flower bed,
1965-66,

Yayoi Kusama
- http://www.on
eroom.org

<그림 16> Paper
cape, 1967,
Meret

Oppenheim
- Looking at
Fashion, p. 104.

►형식의 차용과 공조의 재현을 통한 발전

André Courréges,

Andy Warhole,

Alighiero Boetti,

Arnaldo Pomodoro,

Bruna Bani,

Christobal Balenciaga

Enrico Ba,

Emilio Scanavino,

Mary Quant,

Joseph Beuys,

Lucio Del Pezzo,

Lucio Fontana,

Paco Rabanne,

Pierre Cardin,

Yayoi Kusam,

Yves Saint Laurent.

<그림 17> Fragile
Dess, 1964,
Andy Warhol
- Looking at
Fashion, p. 173.

<그림 18> Coat,
1962,

Yayoi Kusam
- Looking at
Fashion, p. 170.

<그림 19>
Felt Suit,
1970.
Joseph
Beuys.

<그림 20> Dress
with gold fish,

1967,
Alighiero Boetti
- Looking at
Fashion, p. 181.

<그림 21>
Dress, 1961,
Lucio Del Pezzo
- Looking at
Fashion, p. 97.

<그림 22> Skirt
and top,

1961, Enrico Baj
for Bini Telese
- Looking at
Fashion, p. 167.

<그림 23>
Paper dress,
1966,

Zandra Rhodes
- http://en.
wikipedia.org

<그림 24> 1969,
Pierre Cardin
- Pierre Cardin,

p. 49.

<그림 25>
Mondrian dress
1965-1966,
Yves Saint
Laurent
- Art and

Fashion, p. 147.

<그림 26>
1969,

Yves Saint
Laurent -
Extreme

Beauty, 2001,
p. 57.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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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세대

(1970년대

중ㆍ

후반이후

1980년대)

⦁패션화된 예술과 예술화된 패션
⦁퍼포먼스, 설치예술, 개념예술, 조각(Sculpture), 아트웨어

Franz Erhard

Walther,

James Lee Byars,

Jan Fabre,

Jana Sterbak,

Judith Shea,

Louise Bourgeois,

Joseph Beuys,

Rosemarie Trokel,

Yayoi Kusama.

►옷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그림 27> Gold Moulding,

1980-1981,

Franz Erhard Walther

- art & fashion,

pp. 40-41.

<그림 28>

Skin, 1984,

Joseph Beuys

- art &

fashion, p. 34.

<그림 29>

Black dress

1982,

Judith Shea

- Looking

at Fashion,

p. 206.

<그림 30>

Flesh dress

for an Albino

Anorectic

1987,

Jana Sterbak

- Looking

at Fashion,

p. 219.

<그림 31>

Remote

control, 1989,

Jana Sterbak

- Looking

at Fashion,

p. 218.

► 발전을 위한 공조의 지속과 차용

Annette Messager,

Caroline Broadhead,

Cindy Sherman,

Christian Lofaso,

Hervé Di Rosa,

Jean-Charles Blais,

Jean-Charles

Castelbajac,

Loulou Picasso,

Mark Mahall,

Robert Combas,

Yves Saint Laurent.

<그림 32>

Safety-pin Jacket,

1978,

Mark Mahall

- Artwear, p. 74.

<그림 33> Seams, 1989,

Caroline Broadhead

- Addressing the Century,

p. 66.

<그림 34>

Dress, 1982,

Castelbajac

dress painted

by Robert

Combas

- art &

fashion, p. 45.

<그림 35>

Blass’s Matisse

reproduction

evening Jacket

1988,

Yves Saint

Laurent -

Artwear, p. 53.

►독립적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선 패션

Issey Miyake,

Rai Kawakubo,

Yohji Yamamoto.

<그림 36> Body Works

Issey Miyake

- Cover of Artforum,

1982, Spacial issue.

<그림 37>

Bustier, 1980,

Issey Miyake

- Issey Miyake,

p. 41.

<그림 38> 1988,

Issey Miyake

- Issey Miyake,

p. 152.

<그림 39>

Dress, 1984,

Rai Kawakubo

- The Cutting

Edge, p. 53.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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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세대

(1990년대

이후)

⦁상호보완적 아이디어가 된 패션과 예술, 유동적 사고

⦁퍼포먼스, 설치, 바디아트, 패션아트 Adrian Bannon,

Arakawa

Shinichiro,

Caroline Broadhead,

Charles LeDrey,

Emilly Bates,

Jan Fabre,

Jana Sterbak,

Jean-Charles Blais,

Lesley Dill,

Lucy Orta,

Lun*na Menoh,

Maureen Connor,

Oliver Herring,

Ronaldus Shamask,

Suh, Doho,

Yinka Shonabare.

►영역의 전이,

<그림 40>

Spiral glove

coat, 1996,

Arman in

collaboration

with Ronaldus

Shamask

- Looking

at Fashion,

p. 179.

<그림 41>

Guard,

1994,

Charles

LeDray

- Looking

at Fashion,

p. 113.

<그림 42>

Wall of the

Ascending

Angels,

1993,

Jan Fabra,

- Looking

at Fashion,

p. 207.

<그림 43>

Dress,

F/W1999,

Arakawa

Shinichiro

- The

Cutting

Edge,

p. 46.

<그림 44>

Refuge wear,

1998,

Lucy Orta

- Lucy Orta,

p. 41.

<그림 45>

Figure

of Eleanor

Hewitt, 2005,

Yinka

Shonabare

- Yinka

Shonabare,

p. 95.

►영역의 모호화

Annette Messager,

Wieke Siem,

Alexander McQueen,

Beverly Semmes,

Donna Karan

Gotsch,

Hussein Chalayan,

Issay Miyake,

Kozue Hibino,

Martin Margiela,

Mascha Mioni,

Sanada Takehiko

Sindy Sherman,

Victor & Rolf.

<그림 46>

Watercoat,

1991,

Beverly

Semmes

- Looking

at Fashion,

p. 233.

<그림 47>

Invitation,

1994,

Cindy

Sherman for

Commedes

Garçons

- art &

fashion,

p. 63.

<그림 48>

Dress,

1996,

Donna

Karan

- art &

fashion,

p. 55.

<그림 49>

2000,

Myung-hee

Park

- Artwear,

p. 125.

<그림 50> (좌) Three Gowns,

1996, Gianni Versace: (우)

Brushstroke Nude, 1993, Roy

Lichtenstein

- Looking at Fashion, p .273.

<그림 51> F/W 1997,

Martin Margiela

- Fashion at the

edge, p. 36.

<그림 52> Voss, 2001,

Michelle Olley &

Alexander McQueen

- Extreme Beauty,

p. 96

<그림 53> S/S

1998,

Hussein Chalayan

- Hussein Chalayan,

p. 37.

<그림 54> A-POC

Making, 2000,

Issey Miyake

- A-POC, p. 91.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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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 Merzand)와 질 샌더(Jil Sander)’, ‘데미안 허

스트(Damien Hirst)와 미우치아 프라다(Muccia

Prada)’ 그리고 ‘올리브 헤링(Oliver Herring)과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는 작업을 공조의 통해 복

합성을 지닌 설치예술을 완성했다<그림 50>. 첼란트

는 플로렌스 비엔날레에서 기획된 예술가와 패션디

자이너의 공조는 영역의 경험을 넘어선 하모니가 만

들어낸 소통의 결과물93)이라고 설명한다.

상업패션에서도 바디의 움직임과 형태 변형은 이

세이 미야케(Issay Miyake)와 같은 일본디자이너들

에 의해 지속적으로 탐구되었으며, 마틴 마지엘라

(Martin Margiela),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빅터 앤 롤프

(Victor & Rolf) 등은 패션쇼를 퍼포먼스 예술로 승

화시키며 패션의 행위를 예술 활동으로 끓어 올렸다.

미야케는 ‘A-Poc(2000)’을 통해 패션의 예술성을 증

명했고, 마지엘라는 1997년 식육점조명 아래 작품을

매달아 설치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맥퀸은 패

션쇼를 퍼포먼스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그림 51,

52>. 이외에도 살라얀은 1998년 자신의 쇼에서 차도

르를 두른 여인의 하의를 없애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이후 건축의 구성물이 되는 가변적 의상을 퍼포먼스

를 통해 선보였으며, 빅터 앤 롤프는 공간과 의상의

형태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다<그림 53>. 골드

버그는 1970년대에 이미 언급했듯이 “퍼포먼스 아트

라는 의미 속에는 설치, 음악, 패션 쇼, 대중문화 등

의 속성이 이미 발생시점부터 포함되어”94) 있었고,

패션은 1990년대에 이르러 작업에 창조적 의식과 시

대적 감성이 수반된다면 자연스럽게 예술로 받아들

여졌다. 이제 패션과 예술은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상호보완적 창조의 모티브가 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

화 현상의 패러다임을 세대별로 분류하고, 각 세대별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었다. 20세기 초 큐비즘의 ‘분

석된 몸의 대리물로서 옷’을 시작으로 언급된 예술과

패션의 상호차용화는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와

살바도르 달리의 상호보완적 공조를 통해 가시화되

었고, 1960년대 퍼포먼스와 설치예술과 같은 제3영역

의 출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영역차용화의 발판

을 마련했다.

연구의 결과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

러다임은 아래의 다섯 세대로 구분되었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1. 제 1세대: 일차원적 형식의 차용, 분석된 몸과

몸의 대리물로서 옷

2. 제 2세대: 교류를 통한 상호영역의 이해, 공조

와 협업

3. 제 3세대: 예술의 중심에 선 패션, 제3영역의 도약

4. 제 4세대: 패션화된 예술과 예술화된 패션

5. 제 5세대: 상호보완적 아이디어가 된 패션과 예술

첫 번째 세대(1900년대-1920년대)는 ‘일차원적 형

식의 차용’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 시기 패션

과 예술은 각 영역의 틀을 고수하며, 패션은 예술의

형식을 예술은 패션이라는 모티브를 직접 차용했다.

큐비즘의 몸의 분석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옷은

191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의

전형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인

자코모 발라와 포르투나토 데페로, 러시아 구성주의

를 대표하는 알렉산더 로디첸코, 류보프 포포바, 카

지마르 말레비치, 바바라 스테파노와 분석된 몸을 가

장 잘 옷으로 표현한 오르피즘의 소니아 들로네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다. 패션 부문에서는

폴 푸아레가 라울 뒤피와의 공조와 패션쇼를 통해

주목받았다. 이 시기 예술가들에게 패션은 작업표현

의 수단임과 동시에 분석된 몸의 부산물이었고 패션

디자이너에게서 예술은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수단이었다.

두 번째 세대(1930년대-1950년대)의 주안점은 ‘교

류를 통한 영역의 이해’로 상대영역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영역의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만들

었다. 이들은 패션과 예술영역의 우위를 따지기 보다

는 흥미로운 주제를 공유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각

각의 영역발전에 공헌했다. 만 레이는 최초로 패션사

진을 촬영하여 사진 예술계에 새로운 장르를 추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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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초현실주의자인 엘자 스키아파렐리, 살바도르 달

리, 장 콕토는 지속적인 공조와 협업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아이디어를 극대화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각 부문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일한 아이디

어 속에서 보이는 두 영역의 차별화된 표현방식에

집중했다.

세 번째 세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의 특징은

‘예술의 중심에선 패션’이다. 이 시기 패션은 예술의

중요한 오브제가 되었으며, 퍼포먼스와 설치예술이라

는 제3의 예술장르를 주죽으로 ‘몸의 대리물로서의

옷’과 ‘형식의 차용과 공조의 재현을 통한 발전’이 동

시에 나타났다. 첫 번째 부류의 대표주자는 몸의 대

리물로서 옷을 차용한 아르망, 야요이 쿠사마, 크리

스토, 메레 오펜하임, 백남준 그리고 차용된 옷에 움

직임을 더한 피에로 질라르디, 알리지에로 보에티,

루이스 부르주아, 비토 마콘치, 프란츠 에르하르트

발터, 제임스 리 바이어스, 만 팟 올스주크를 들 수

있다. 이들과 다르게 이전시대와 같이 패션의 형식을

예술에 직접 차용한 팝 아티스트 앤디 위홀, 로버트

라우센버크와 독일의 ‘네오 표현주의’ 예술가인 요셉

보이스, 게르하르트 리히터, 게오르그 바젤리치, 스그

마 폴케와 같은 예술가들과 패션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불어넣은 발렌시아가, 앙드레 쿠레주, 잔드라 로

드, 메리 퀀트, 파코 라반, 피에르 가르뎅 그리고 영

역간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작업을 내어놓은 부르나

바니와 이브 셍 로랑이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퍼

포먼스’, ‘설치예술’, ‘개념미술’, ‘비디오 아트’, ‘팝아

트’, ‘네오다다’와 같은 비주얼 아트의 영역들이 기존

의 순수예술과 차별화된 예술사조로 출현되면서 패

션은 예술의 중심에 섰고, 패션 역시 실험적 작업을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네 번째 세대(1970년대 중반-1980년대)의 패러다

임은 ‘패션화 된 예술과 예술화된 패션’이다. 1980년

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영역공유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해체주의를 통

해 새로운 사조의 재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퍼포먼

스와 설치예술을 비롯한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예술

이 패션과 예술에 팽배했던 이 시기 조각(sculpture)

의 영역에서 패션이 중요한 오브제로 부상했으며 ‘옷

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발전을 위한 지속과 차용’, ‘독

립적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선 패션’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들이 공존했다. 주디스 셰어, 로즈마리 트로켈,

자나 스터박, 안 파브르가 옷에 새로운 해석을 내린

가운데 미국 섬유예술가들을 통해 ‘예술의상운동(Art

to Wear Movement)’이 진행되었으며, 마크 마할, 캐

롤라인 브로드해드, 신디 사먼, 이브 셍 로랑, 장 샤

를르 드 카스텔 바작이 이전 시대에 이어 형식을 차

용하거나 영역간의 협업을 통한 공조는 지속되어왔

다. 또한 일본출신의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레이 카와쿠보는 패션과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

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예술과 삶의 차이점을 찾으

려고 노력했고 대중들 역시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했

으며 작가와 대중의 소통방편으로 퍼포먼스와 설치

의 개념이 급부상했다. 패션은 예술의 입장에서 대중

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 모티브였고, 패션 역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예술과 적극적으로 공조했다.

마지막 세대(1990년대 이후)의 특성은 ‘상호보완

적 아이디어가 된 패션과 예술’이다. 이 시기 예술과

패션은 영역의 경계를 무너트리거나 영역의 전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표출시키며 영역차용의 유동성을

보인다. 찰스 리드레이, 안 파브르, 자나 스터박, 장

샤를르 블래, 모린 코너, 올리버 헤링, 로날더스 샤마

스터, 바네사 비크로포트, 루시 오타, 에드리언 베넌,

캐롤라인 브로드헤드, 루나 메녹, 레슬리 딜, 에밀 베

이츠, 아라카와 시니치로, 시피 컴퍼니, 인카 쇼나바

리, 서 도호는 영역의 전이를 통해, 아니트 메사제,

위빅 씸, 베버리 셈메스, 고초, 화가 마샤 미오니, 코

주에 히비노, 사나다 타케히코, 이세이 미야케, 마틴

마지엘라,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샬라얀, 빅터 앤 롤

프는 영역의 모호화를 통해 상호차용화를 완성했다.

이 시기 예술의 영역에서 패션은 더 이상 낯선 주제

가 아니었으며 패션디자인의 영역 또한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맡기며

패션쇼를 통한 퍼포먼스와 매장 디스플레이를 위한

설치작업을 창조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 패션

과 예술 모두 서로의 형식을 받아들이며 영역붕괴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현



服飾 第61卷 7號

- 98 -

상은 패션을 독립적 창조의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이

는 예술과 패션 모두에서 창조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제 패션과 예술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

가 논의되며, 이 두 영역에서 파생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영역들이 정의되고 있다. 패션의 예술성은 인정

받고 있지만,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패션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

지만 예술 활동은 창조의 본질과 창조자의 접근방식

에 의해 도출된 결과물의 감성이 중요함으로 무리한

영역의 분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본 연구는 20세기 패션과 예술의 상호차용화 패러

다임과 그 특성을 구분 지으면서, 시대별로 언급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분석하지 못한 점, 자료선정과

정에서 연구자가 취합한 문헌자료에만 치중해 연구

가 진행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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