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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fact that a parody is widely used as one of main methods of creating art, this 
study focuses on the parodic techniques used by one of the most famous contemporary artists, 
Cindy Sherman. Her unique techniques, which are shown through parody, provide different aes-
thetical values to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or not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that use parodies can be presented as creative fashion 
designs.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analyzing data retrieved from various literatures, dis-
sertations, magazines and the Internet. The period between the late 1990s and 2010 is the time 
when parodies were widely introduced, this study presents tables, pictures and photograph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at period.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mainly four 
expressive techniques used to create Cindy Sherman's parodies: female viewed from a male’s per-
spective, pornography and sexual satire, narrative and realistic reproductions, and foreignness and 
harmony in conflict. This study discovered that based on these four expressive techniques, con-
temporary fashion can produce the following four results according to their production styles, sil-
houettes, materials, and colors: the beauty of the retro pinup girl style, the beauty of eroticism 
and sexual satire, the beauty of history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and the beauty of 
compromise through conflict.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attempts to seek how techniques of 
parodies give different aesthetical values whether or not they can become creative fashion design 
techniques by listing Cindy Sherman's unique expressive techniques in her parodies in relation to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Key words: Cindy Sherman(신디셔먼), conflict(부조화), eroticism(에로티시즘), parody(패러디), 
pinup girl(핀업걸), reinterpretation of the past(과거의 재해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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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패러디는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

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친숙한 소재가 되었고 패션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디

자인 방법의 하나로 독창적인 표현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하나의 진지한 예술 비평형식으로서 재창조인 동

시에 창조로서 비평을 일종의 능동적인 탐구가 되게

한다1)고 정의하듯 패러디는 즉 모방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을 생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디자이너 또는 대중

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패러디는 보편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하나의

표현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인식하기에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며 창조와 모방에

서조차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 중요도와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대두 이후 패러디의 개념이 확

대되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반해 패러디를 응용

한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다소의 논문

은 있었지만 대체로 포스터모더니즘의 일부 양식으

로 패러디가 소개되었고2), 2000년대 이후 광고, 미술

교육,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패러디를 중점적으로 연

구한 논문은 다수이지만 현대 패션디자인을 패러디

와 직접 연관하여 연구한 논문은 2001년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진경

옥의 논문으로 주로 조형성의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술계에서 패러디 대

표작가인 신디셔먼의 작품과 패션 연관성에 주목하

여 연구하였고 독특한 표현방식을 현대 패션 디자인

에 응용함에 있어서 색다른 미적 가치를 부여하며,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기법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패러디에 관한 각종 문헌이나

학위 논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으며 시기적 범위는 현대 패션 디자인의 사례분석

자료는 1990년 이후부터 2010년대로 제한하였다. 이

러한 범위설정 이유는 20세기 말 포스터모더니즘 의

대두와 함께 패러디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용되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Ⅱ. 패러디의 개념과 발생
패러디의 어원은 히랍어 parodia는 para+odia가

결합된 것으로 ‘대응노래 counter-song'라는 뜻3)으로

두 작품의 대립 또는 비교이다 para는 두 개의 의미

를 지니는데, 통상 주로 언급되는 그 중 하나의 의미

는 ‘대응하는(counter)’ 또는 ‘반하는(against)’이란

뜻으로 두 작품의 대립 또는 비교로서 패러디가 의

미화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곁에(beside)’혹은 ‘가까

이(close to)’라는 일치와 친밀성의 의미도 있다.4)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익살이나 풍자의 효과를 내

기 위해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작품에 차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패러

디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니, 패러디의 역사는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기법이며 예술과 나란

히 발전해 온 하위문화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패러디가 사회 풍자나 유명인사 또는 작품에 대

한 야유, 장안, 조소로서의 오락적인 수법으로 표현

하는 형태로 시작한 것은 18세기 독일 시인 베르니

게의 단편시집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5)

이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개 되어온 패러디는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연극, 방송,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대중문화 매체전반에 확산되어 장르의 구

분 없이 새로운 문화코드로 각광받고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과 함께 과학기술과 첨

단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패러디라는 양식은 다

양한 시각적 표현기법을 가능하게 하였고 폭넓고 적

극적인 표현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러디는 분야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의 차

이는 있지만 과거 차용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와는 달리 현대에 와서는 그 범주가 실로

광범위함에는 분명하다. 과거의 작품에서 따온 형식

을 재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그 차용된 요소가 원래

속했던 텍스트도 함께 취하며, 원작에 밀접한 근거를

둔 모방이지만 유사점보다는 다른 점에 유의하여 사

고나 개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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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패러디 방식은

풍자와 아이러니를 통해 독자 혹은 감상자에게 충격

과 의외의 재미를 표현함으로 원작과는 다른 비평적

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모방이 아닌 재창조를 의

미하기에 현대에 와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

을 보인다.

Ⅲ. 신디셔먼과 작품세계
1954년 미국 뉴저지의 글랜릿지에서 태어난 신디

셔먼은 기술자였던 아버지와 선생님이었던 어머니 사

이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롱아일랜드 워

싱턴 비치에서 성장하였다. 1972년 뉴욕주립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였지만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이때부터

회화나 조각 같은 순수 예술보다는 사진을 이용한 퍼

포먼스에 심취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사진으로 전공

을 바꾸어 학사과정을 마친다. 신디셔먼의 최초 사진

발표회는 1975년 린다 카스탈트(Linda Cathcart)에

의해 기획된 예술가들의 정기 전시회에 오려낸 그림

들(Cutouts)이라는 작품으로 시작된다. 다음해 홀월

스(Hallwalls)6)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갖는다. 자작극

(Play of Selves)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였지만 사진

의 비중을 강조한 전시회였다. 이 전시는 학교를 갓

졸업한 셔먼의 개인전이었던 만큼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 되지 못했으나, 처음으로 그녀의 예술개념을 밝

히고 이후 현대 미술을 종횡무진 할 첫 시발점이 된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7)

1976년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한 신디셔먼은 로버

트 롱고(Robet Longo)8), 낸시 드와이어(Nancy Dwyer),

찰스 클라우(Chales Claugh) 등과 함께 홀월스라는

예술가 집단을 만들어 조직적인 사진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1978년 뉴욕으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여

로버트 롱고와 함께 뉴욕에서 작품을 계속하면서,

<그림 1>9)에서처럼 영화필름에서 나타난 여성의 이

미지를 차용한 무제 영화 스틸(Untitled film stills)

시리즈라는 전시를 하게 된다. 이 작품들에서 대중적

인 이미지의 차용이라는 형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패러디 작품세계를 개척하게 된다. 그러던 중 셔먼은

우연히 신표현주의 화가 데이비드 살르(David Salle)

의 스튜디오에서 포르노 잡지를 보다가 여기에 실린

포르노 사진은 그녀의 작품 활동에 중요한 자극이

되는데, 1981년 그녀의 애인 로버트 롱고와의 이별을

계기로 포르노 잡지를 연상시키는 방향으로 작품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실물

크기로 인화한 작업인 풀 컬러 클로즈업(Full Color

Close-up)이 나오게 된다. <그림 2>10)에서 보이는 것

처럼 영화의 이미지에서 포르노를 연상하게 하는 이

미지로 바뀌었고 화면구성도 신체의 구석구석을 잘

라낸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꽉 채우는 자화상 형태

인 것이 특징이다.

1982년부터의 신디셔먼 사진은 독특한 분장이나

소품은 물론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배경 없이

순수한 연기로서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분장한 모습

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아 제작한 것이 무제필름스틸

이었다11). 이 사진들에서 나타난 모습은 여성이라는

관점을 떠나 인간의 무의식속의 수많은 자아 탐구가

최고 정점에 달하게 된다.

1985년에 들어오면서 동화사진(Fairy Tales)이라

는 작업으로 변형된 인물들의 동화 속에 나오는 괴

물을 분장하고 형태가 없는 혐오스럽고 매스꺼운 사

진을 제작하는데 비평가들의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

킨 시기이다. 초기의 작품이 부드럽고 몽상적이며 에

로틱한 무언가를 암시했다면 동화사진에서는 불안과

공포를 물질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신디셔먼 회고전’을 주

최했고 이 초대로 역사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역사초

상(History Portrait)를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 프랑스

와 이탈리아의 고대 대작과 역사적 초상화를 참조하

면서 여자와 남자의 전통적인 표현의 진지함을 불손

하게 조롱하고 있다. <그림 3>12)에서처럼 역사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파괴하지 않고 그 이미지에 자신의

자아상을 덧칠함으로서 자신의 살아있는 얼굴을 드

러내고자 했다.

1992년 이후 신디셔먼의 작품은 주로 성을 주제로

나타났는데, 섹스사진(The Sec Picture)시리즈에서는

절단된 마네킹 사지를 등장시켜 포르노를 패러디함

으로써 보는 사람을 웃기기까지 하면서 성을 억압하

는 사회를 한껏 야유한다. 이 작품에서 마네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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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titled Film Still

#21, 1978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2> Untitled

#92, 1981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3> 역사초상화시리즈,

#120, 1989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4> 트윈픽스 영화 장면연출,

Untitled, #15, 1985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5> 마네킹시리즈,

Untitled, #302, 1994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6> 크라운 시리즈,

Untitled, #401, 2004

- http://www.cindysherman.com

한 노골적인 성기노출과 행위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성적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포르노의 포즈

와 정상적 관례를 혼합하여 독창적인 또 다른 형태

의 형상을 만들어 현실감을 돋보여 준다.13)

1994년 동화시기의 공포이미지를 다시 재현하는데

새로운 종류의 소름끼치는 사진을 만들어낸다. 초현

실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공포영화에 등장하

는 사진을 만들어낸다. 초현실주의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것 같은 환상적이

고도 기이한 인물과 오물, 종양으로 뒤덮은 끔찍한

얼굴 또는 우스꽝스럽게 변형된 마스크나 인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4)는 영화 트윈픽스에 나오

는 한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것으로 공포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1999년 그녀는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는데, 이는 20

세기 마지막 재현인 ‘섹스사진’의 재현이다. 흑백으로

촬영되어 광택이 없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고, 이전

의 작업에서 신체 일부분만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그림 5>15)와 같이 대부분 인형을 사용한다. 다양한

인종의 여성을 개개인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 화장술

이나 패션을 이용해 재현해 내고 있다. 제목은 여전

히 무제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신디셔먼은 중년여성의 과

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과장된 메이크업과

가식적인 미소가 특징인 중년여성 시리즈는 최근 작

업인 광대시리즈와 연결된다. <그림 6>16)의 광대 시

리즈는 컴퓨터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광대이미지들

을 화면에 구성한다. 이 시리즈는 작가로서 그녀가

재현하고 있는 여성 이미지이며 동시에 중년으로 넘

어선 자신의 모습이 나타난다.17)

그녀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표현

특징은 패러디 기법이다. 주로 여성과 몸을 주 소재

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작품들 속에 여성의 신체라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에서 찌든 인간과 주체적인 자아의 확립 즉

인간 주체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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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화장면 연출 패러디,

Untitled Flim Still, #7, 1978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8> 영화장면 연출 패러디,

Untitled Flim Still, #13, 1978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9> 영화장면 연출 패러디,

Untitled Flim Still, #35, 1979

- http://www.cindysherman.com

Ⅳ. 신디셔먼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
신디셔먼은 패러디라는 기법을 통해 왜곡되어온

여성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그녀를 여성 미술사에 있어 가장 눈여겨 볼 인물로

만들었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미의 개념을 해

체, 붕괴시키고, 영화와 TV 스타들과 같은 대중문화

의 요소들을 패러디하여 변형시킨 작품을 주로 선보

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화장, 가발, 의상들의 다양

한 활용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키

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작품으로 제작한 신디셔먼은

동시대 여성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 중

한명이다. 그녀의 작품들 대부분은 영화, 사진, TV,

미술 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은 한 점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보

았을 법한 인물들을 연출하고 한 단계 나아가 관객

으로 하여금 그 인물의 외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졌

을 법한 개인적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신디셔먼은 지금까지 약 430여 작품을 제작하였으

며 작품 속에서 여성과 사회에 관한 상징적 여러 표

현을 이미지의 차용과 현대적 영상 매체를 도입하여

과감하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

내고 있는데 패러디를 이용만 많은 작품 중에서 무

제스틸 필름, 역사초상화, 패션사진 시리즈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겠다.

패러디의 범주를 분석해보면 남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 포르노그라피와 성의 풍자, 회화적, 사실적 재

현, 이질감과 부조화속의 조화로 나눌 수 있었다.

1. 남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
존 버거(John Berger)는 70년대 초반 보는 방법,

Way of Seeing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려진

여성’의 이미지가 전통적으로 남성의 바라보고 탐닉

하는 시선에 의해 존재하며, 결코 자신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바 있다. 여성 이미지는 단

지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대상화 한

다는 것이다.18) 이렇듯 신디셔먼도 무제영화스틸 사

진을 통해 보이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표현 하였다.

미국의 대중영화가 퍼트린 왜곡된 여성상이 우리

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형화된

이미지는 헐리웃 영화의 장르적 관습에 통합되면서

남성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소녀타입의 어린이

같은 여자, 큰 가슴으로 상징되는 여성들 등으로 재

현된다. 무제영화스틸 시리즈는 남성의 시선으로 보

여 지는 요조숙녀, 미성숙한 여자, 요부, 순수한 여성

등은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여성들의 보이는 이미지들이다. 마

를린몬로, 모니카 데빗, 소피아로렌, 코니 프란시스

같은 스타가 연기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셔먼

이 연기하여 촬영한 것으로 무제영화스틸시리즈에서

예를 들 수 있다. <그림 7>19)속의 여성은 마티니 잔

은 들고 있는 속옷만 입은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데 여기서 신디셔먼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영화

의 여주인공 같은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설명한

다. <그림 8>20)에서 사진속의 여성은 서고에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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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Untitled, #186, 1981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11> Untitled,

#98, 1982

- http://www.cindysher

man.com

<그림 12> 역사초상화

시리즈, Untitled,

#183, 1990

- http://www.cindysher

man.com

<그림 13> Untitled,

#276, 1994

- http://www.cindysher

man.com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 흠칫 놀라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림 9>21)는 신디셔먼이 이

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영향을 받아 촬영한 사

진으로 관능적인 하층 이주민의 여성을 표현했다.22)

이렇듯 광고나 영화장면에서 흔히 보여지 듯 여성이

미지의 이상적인 감상자는 항상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성이 보여 지는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도

록 설득하고 있다. 작품에서 여성은 남성의 눈을 통

해 관찰되어지는 응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남성의 욕

구 충족을 위한 대상이라는 것을 상징한다.23) 또한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을 찬양하는 것이기

도 하지만 남성의 시각으로 여성을 드러내 놓고 감

시와 쾌락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포르노그래피와 성의 풍자
신체, 성이 미술의 주요소재로 등장하면서 신디셔

먼은 1992년부터 여성 정체성, 혼성, 금기를 통합하

는 성적 주체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고, 핵심적인

포르노의 현상을 자료로 삼아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포르노그래피(Full Color Close-up)시리즈는 영화

의 이미지에서 포르노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화면

구성도 신체의 구석구석을 잘라낸 이미지가 화면 전

체를 꽉 채우는 자화상 형태로 변한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통해 학습되고 축적된 이미지

를 통해 조각조각의 사진을 머릿속에 연결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그림 10>, <그림 11>24)

사진의 특징은 정적 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인체에 접근하여 촬영하였고, 매사진마다

성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역사초상화(Histo-ry

Portrait) 시리즈에서는 <그림 12>25)와 같이 고급 모

더니즘으로 상정되는 15세기에서 19세기 후반 유럽

귀족의 초상화를 주로 연출한 것으로 인공부착물 가

슴을 몸에 부착시키고 가슴을 드러내는 연출 방법으

로 프로노그라피 시리즈와는 달리 여성의 신체를 과

장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냉정하게 풍자하였다.

<그림 13>26)에서 모델은 로맨틱한 캘빈 클라인의

이브닝드레스와는 대조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리

를 벌린 채 앉아 있다. 얇은 드레스를 통해 하의부분

에 순수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카라를 위치시킴으로

순결과 대조되는 연출구성을 통해서 희화하는 방식

으로 성을 풍자하였다.

3. 회화적․사실적 재현
과거는 이미 지나간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예술가

들의 입장이다. 현대 미술은 패러디를 ‘재현’의 역사

를 새롭게 보여주기 위한 창조전략의 하나로 발전시

켜왔으며 그 중에는 작품자체를 도입하여 원작의 의

미를 부정하거나 풍자적인 의미 그 자체에 의도를

두고 제작된 작품들이 많이 있다.27) 신디셔먼에게 역

사 초상화 작품시기의 경험은 일종의 제어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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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

- http://arts.search.naver.

com/

<그림 15> 역사 초상화시리즈,

Untitled, #205, 1989

- http://www.cindysherman.

com

<그림 16> 장푸케의 성모자상

- http://arts.search.naver.

com/

<그림 17> 역사 초상화

시리즈, Untitled, #216, 1990

- http://www.cindysherman.

com

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분장하여 역사적 장면들을 재

현하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봐왔던 중세시대 초상화

의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14>28)는 라파엘로

(Raffaello)의 라 포르나리나, La Fornarina, 1518-

19 를 패러디 한 것이다. <그림 16>29)는 명화 장푸케

(Jean Fouquet)의 성모자상(virgin and Child Sur-

round by angels, 1450)이다. 성모자상은 패널위에서

차가운 색조로 그려졌으며, 성모자 주변에는 체루빔

(cherubim-하나님의 보좌나 성스러운 장소를 지키는

존재)과 세라핌(seraphim- 치유하는 자)으로 둘러싸

여 있다. <그림 15>30)에서 보이는 처럼 원작보다 선

명한 칼라와 연출로 과거의 초상화를 감동을 극대화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재현한 것은 아니다.

같은듯하지만 다르게 오리지널 보다 더 사실적으로

역사를 분장기술로 재현하였다 <그림 17>31)은 역사

초상화 시기 중 가장 성공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작에서 볼 수 있는 배경의 붉은 색을 신체에 붉게

표현하였으며 원작보다 더 어둡고 무게감 있는 연출

을 하였다. 이 회화와 같은 사진들은 과거의 것을 재

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예술상,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4. 이질감과 부조화 속의 조화
신디셔먼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패션 사진을

제작하였다. 초기에 제작했던 무제영화스틸의 작품과

비슷한 형식으로 봄 컬렉션을 위한 광고를 재해석하

는 분위기의 작품이다.

실제로 이 시리즈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인터뷰나 보그 등에 게제 되었고 그녀가 표현해 낸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다루는 패션사

진의 개념을 근본부터 전복시키고 추하고 그로테스

크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장 폴 고티에, 꼼 데 가르

송과 같은 탑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착용하고 자신이

모델이 된다. 하지만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옷에서

풍기는 고급스럽고 몸에 꼭 맞는 맞춤 옷 과는 거리

가 먼 부조화스러운 옷의 사이즈와 엉성한 포즈, 구

성은 고급스런 의상과는 대조되는 어색하고 희화하는

것 같은 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그림 18>32)은 장

폴 고티에가 마돈나의 블론드 엠비션 투어(Blonde

Ambition Tour)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써, 이 의상을

착장했던 마돈나는 무대 위에서 성적행위를 연상시

키는 포즈를 취하는데, 셔먼은 이러한 마돈나의 퍼포

먼스를 풍자, 패러디하여 표현하였다.33) 이사진에서

부자연스러운 모델의 포즈와 움츠린 어깨와 꼭 모은

입술의 구성은 원래의 의상이 지닌 성질과는 부조화

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34) <그림 19>35) 꼼 데

가르송의 블랙 드레스로 이 사진의 모델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참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블랙

드레스는 모델의 신체와는 맞지 않으며 정돈 되지

않은 헤어 스타일은 디자이너 옷에서 풍기는 우아함

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 사진 촬

영에 대해 신디셔먼은 자신이 착용하기에는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폭이 좁아 어떤 식으로 착용해도 우

스꽝스러워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고급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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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Untitled,#131, 1983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19> Untitled, # 122, 1984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20> Untitled, #299, 1984

- http://www.cindysherman.com

자이너 의상과 대조적인 모델의 구성에서 신디셔먼

이 표현하고자하는 이질적 구성의 부조화성을 알 수

있다. <그림 20>36) 모델은 다리를 벌린 채 얇은 베이

지 색 베일을 두르고 있다. 모델을 신체를 감싸고 있

는 헝겊과 그녀 어깨를 덮고 있는 예술적 호화스런

숄 칼라,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의 팔을 감싸고 있는

세련된 불투명 체크의 글러브는 대조를 이룬다. 모델

의 옷과는 부조화스러운 메이크업과 피어싱, 문신 등

은 조롱하는 현대 사회를 조롱하는 듯하다. 이와 같

이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연출 방법으로 부조화스

러운 표현 특성을 그녀의 작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 기법
‘더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라고 까지 하는

패션디자인 분야에 독창적인 예술의 표현기법을 적

용한다면 예술계뿐 아니라 패션분야에도 창의적인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 표현

양식 중 패러디는 과거 이미지의 차용이라는 모방으

로 치부 해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이상의 새로운

재미와 창조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따라서신디셔먼의

패러디 표현기법이 현대패션디자인에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어지는지 미적 특성을 디자인사례분석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디셔먼의 패러디 작품 속에서

나타난 특징적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으로

표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미적 특성은 핀업걸(Pinup

Girl) 스타일의 복고미, 에로티시즘과 성의 풍자미,

과거의 재해석을 통한 역사미, 부조화를 통한 절충미

로 도출할 수 있었다. 각각의 세부적인 특성들은 다

음과 같다.

1. 핀업걸(Pinup Girl) 이미지의 복고미
신디셔먼의 초창기 작업에서는 주로 마를린 몬로

나 소피아 로렌, 모니카 빗티와 같은 영화배우들을

모방한 여성들의 사진이었다. 이들은 전형적인 핀업

걸로 2차 세계 대전 때 전쟁으로 지친 군인들이 자

신들의 사물함에 매력적인 여성들의 사진을 꽂아두

었다는 것에서 유래가 된 말이다. 핀업걸들은 주로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과 힙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성들의 모습이다. 50, 60년대

미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며 중산계층의 의복을

입고 있고 있으며 거의 판에 박힌 상황의 주부나 여

대생, 오피스걸과 같은 여성들의 스타일로 현대 패션

에서는 바비인형과 같은 핀업걸로 표현되고 있으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강조하거나 사랑스러운 소녀와

같은 이미지가 연상된다. <그림 21>, <그림 22>37)는

신디셔먼의 사진으로 전형적인 핀업걸 패션스타일의

여성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현대패션

에서는 몸매를 강조한 실루엣, 하이웨이스트의 바지,

마린룩, 얇은 소재의 원피스, 망사 스타킹, 가트벨트

등의 아이템으로 사용함으로써 핀업걸 이미지의 복

고풍이 표현된다. <그림 24>38)는 2009 D&G S/S

collection으로 마린룩을 입고 있는 귀여운 핀업걸을

이미지를 몸매를 드러내는 의상과 망사스타킹, 스카

프 등을 사용함으로서 현대 패션에서는 귀엽고 발랄

한 복고풍 이미지로 패러디 하였다. <그림 26>3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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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Untitled Film

Still, #15, 1978

- http://www.cindysher

man.com

<그림 22> Untitled Film Still,

#18, 1979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23> 핀업걸

- http://blog.naver.com

<그림 24> D&G, Milan

2009 S/S

- http://www.vogue.co.uk

소녀 같지만 관능미도 풍기는 핀업걸로 장폴 고티에

2010 F/W collection<그림 27>40)에서 보이는 하이웨

이스트 바지와 매치시킨 몸에 피트 되는 가디건의

연출로 관능미를 풍기는 핀업걸 이미지의 복고적 성

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2. 에로티시즘 이미지와 성의 풍자미
복식은 인간성 본능의 승화된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는 대표적인 조형예술에 의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신디셔먼의 무제스틸영화, 패션사진에서 포르노

그라피적인 에로틱한 분위기가 의상이외에도 사진

색상, 구성기법 등에 의해 에로티시즘적인 이미지와

과장된 성적 이미지가 연출됨을 알 수 있다. 현대 패

션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남성을 유혹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려는 숨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인체를 교묘히 드

러내는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속옷의 겉옷

화 현상으로 주로 란제리룩으로 표현된다. 이는 과장

된 성의 희화적인 성향으로 표출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은폐되어야 할 개인적 부분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은폐와 노출의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되고

이중적 의미를 갖는 아이러니 경향을 가지며 은폐와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으로 여성 그 자체로서 확정

된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다.

주로 에로티시즘은 육체의 노출에 영향을 주어 다

양하고 직접적인 에로티시즘적인 이미지를 보이는데,

현대 패션에서는 주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란제리

룩 이외에도 육체의 간접적 노출을 꾀하는 시스루

소재의 사용, 희화된 성의 풍자로 나타난다. <그림

28>41)은 유명한 장 폴 고티에의 란제리 룩으로 마돈

나가 입고 무대에서 공연함으로서 속옷의 겉옷화를

대중화시켰다. <그림 29>42) 신디셔먼은 실제로 장폴

고티에로부터 의상을 받아서 직접입고 연출하였는데

디자이너의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모습과 마돈나

가 행했던 성적 행위를 하는 포즈를 패러디함으로

고급스런 디자이너 옷에서 풍기는 것과는 전혀 대조

적인 풍자적인 연출로 나타냈다. 현대패션에서는 <그

림 30>43)에서처럼 란제리룩으로 풍자되어서 보인다.

신디셔먼의 작품 <그림 31>44)에서는 순결을 상징하

는 카라꽃과는 대조되는 연출로서 성을 풍자하였는

데, 은밀한 부위의 조작적 과장과 확대, 다른 기법으

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표현함으로 숨겨져 성

적인 부위를 강조하였다.45) 현대패션에서는 <그림

32>46)에서처럼 여성의 성을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표

현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3. 과거의 재해석을 통한 역사성
한 시대의 특정한 스타일은 전 시대의 스타일에

단시대의 시대적 특성이 부과되어 나타난다. 아주 먼

고대나 근대 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새로 형성된 국가의 복식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 아니라 이전 국가의 전통 스타일에 대한 복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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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Untitled,

# 6, 1978

- http://www.cindysherman.

com

<그림 26> 핀업걸

- http://blog.naver.com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Paris, 2010 F/W

- http://www.vogue.co.uk

<그림 28> 마돈나의 콘브라

- http://cafe.naver.com

<그림 29> Untitled

#131, 1983

- http://www.cindysherman.

com

<그림 30> JeanPaul Gaultier,

Paris, 2009 S/S

- http://www.vogue.co.uk

<그림 31> Untitled,

#276, 1994

- http://www.cindysherman.

com

<그림 32> Vivian

Westwood London,

1992 F/W

- http://www.vogue.co.uk

<그림 33> 역사초상화시리즈,

Untitled, #221, 1990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34> Vivienne Westwood,

London, 1994 F/W

- http://www.vogue.co.uk

<그림 35> John Galliano,

Paris, 2004 S/S

- http://www.style.com

경향과 주변국가의 새로운 요소가 합쳐지고 그 민족

문화와 종교에 적합한 독자적 양상으로 발전된다. 이

것은 패션의 역사를 통하여 모방으로서의 복고가 역

사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온 연결된 고리로 지속되어

온 것임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47)

복고는 단순히 이전에 유행하였던 룩과 스타일이

일정한 시기를 거친 뒤에 다시 반복해서 유행한다는

소생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

상이나 경제, 일반 대중의 의식 수준에 의해 변형되

고 발전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 역사적인 스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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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Untitled,

#269, 1993

- http://www.cindysherman.com

<그림 37> Annasui

1994 S/S

- 20세기 패션 아이콘, p. 281.

<그림 38> Marc by Marc Jacobs,

New York, 2008 F/W

- http://www.vogue.co.uk/

현재의 감각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역사적 모

든 요소들의 의미를 보완하고 확장하여 이전과는 다

른 새로움을 창조한다. 서양복식사에서 잘록한 허리

와 풍만한 힙과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코르

셋, 버슬, 크리놀린 등을 착용함으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미를 강조하기 위

한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어 여성신체를 억압하고 구

속하는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패션 디자

이너들에게 종종 응용되어지며 허리를 코르셋으로

강조하거나 크리놀린을 착용하는 것으로 극적 연출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4>48), <그림 35>49)

는 비비안웨스트우드와 존 갈리아노의 디자인으로

서양복식사에 등장하는 크리놀린과 코르셋을 착용시

켜 몸매를 극대화 시켜 인간의 성에대한 내면적 욕

구를 인체 미학적 복식을 통해50) 가슴을 확대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연출, 성적 매력을 부각시

키는 드레스로 재구성함으로 패러디 하였다.

4. 부조화를 통한 절충미
현대패션은 개성적이고 기괴한 것, 흥미로운 것,

희극적인 것이 패션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

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일정 양식에서

벗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의 형태와 이미지가

결합된 부조화는 현대 패션에 신선감과 극적인 느낌

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성질이

다른 형태가 하나로 결합되거나 절충되면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충격을 느끼게 한다. 새로운 시대의 패

션은 상식인의 시각을 초월하는 의외성을 추구 한다.

형태가 다른 것들, 이미지가 다른 것들, 소재가 다른

것들, 시대가 다른 것들의 결합에 의한 부조화는 지

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를 제시한다.

<그림 36>51)은 돌체 & 가바나가 제작한 패치워크

패턴으로 장식된 옷으로 허수아비 분장을 한 듯 메

이크업과 우스꽝스러운 모자,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소재 등의 조화롭지 않는 것들을 매치한 작품이다.

이렇듯 이질적인 소재나 색상의 결합에 의한 기법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패치워크를 들 수 있는

데 현대패션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종종 볼 수 있다.

원하는 패턴으로 천 조각을 이어 붙이면서 평면적인

동시에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림

37>52), <그림 38>53)은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대조와

패치워크를 통해 보다 강렬하게 부조화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과장된 결합을 시도하였지만 자

연스러운 매치를 보여준다. 이런 아이템의 부조화는

현대 패션에서 얼마든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편안하

게 부조화의 미를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인다.

부조화속의 공존은 생존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의 삶과 함께 패션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가지며

예술의 정신과 그 표현 방식에 새로운 형태 창조에

서 그 존재 가치를 가지며 예술의 정신과 그 표현

방식에 새로운 형태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다. 또한 긴장과 상충을 통한 패션 창조로 현대 패션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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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대예술의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예

술이 갖는 독창성과 창조성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패러디 예술의 부산과 함께 변

화가 가속되고 있다. 패러디는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존재 해 있던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현시킴으로서 표현 기법상의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개념의 창

조성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패러디가 예술 창조의 주요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배경에 근거하여 대표

적인 패러디 작가 신디셔먼의 작품 기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디셔먼의 패러디 작품에 나타난 독

특한 표현 기법들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 응용함에

있어 색다른 미적 가치를 부여하며 패러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이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으로 제시

될 수 있는가를 밝힌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신디셔먼의 패러디 표현양식에는 크게

남성의 관음증적 시각에 수동적으로 여성을 드러내

놓고 감시와 쾌락의 대상으로 표현한 남성의 시선으

로 본 여성, 프레임 구성을 자르거나 칼라노출 등의

포르노그라피적 구성연출을 통한 성의 풍자, 회화적

이고 사실적인 재현, 이질적인 소재와 메이크업, 기

타 연출의 부조화 속의 조화로 구분할 수 었다. 이상

의 네 가지 특징적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으로 표현함에 있어 나타나는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결과로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핀업걸(Pinup Girl) 스타일의 복고미로 몸매

를 강조한 실루엣, 얇은 소재, 밝은 칼라, 스타킹, 가

터 벨트 등으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부각시

켜 현대패션에서 재해석하였다.

둘째, 에로티시즘과 성의 풍자미로 현대 패션에서

는 주로 속옷의 겉옷화 현상, 육체의 간접적 노출을

꾀하는 시스루 소재의 사용, 유머러스한 성의 풍자로

나타난다.

셋째, 과거의 재해석을 통한 역사미는 서양복식사

에서 나오는 크리놀린, 버슬스타일, 코르셋등의 착용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난다.

넷째, 부조화를 통한 절충미로 이질적 소재, 부조

화스러운 칼라, 제스쳐, 스타일등의 절충으로 패션에

서는 긴장과 상충을 유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신디셔먼의 패러디 작품에 나타난 독

특한 표현 기법들을 현대 패션 디자인과 연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패러디라는 기법이 색

다른 미적 가치를 부여,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으로서

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로써 패러디

가 표절이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기법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

어 긍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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