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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cademic understanding has been achieved by 
exploring the theoretical concept “allegory”, and a new theoretical approached methodology has 
been sought. Second, an analysis-index of fashion illustration cases has been suggested based on the 
allegory theory of Craig Owens. Third, in order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illustration as 
viewed from the allegorical viewpoint and find out its feasibility, the case studies has been referred 
and the internal significance, external significance that combines different characteristics has been 
extracted. In regards to this study method,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has been done in 
parallel with each other. This study was done in the following sequ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system, the drawing of the allegory-associated concepts and the dis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expr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illus-
tration as viewed from the allegorical viewpoint of Craig Owens are as follows. First, the borrowing 
of imag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allegory, contains the meaning of uncertainty in the fashion il-
lustration as it expresses the image-synthesis and forms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as the fixed 
meaning is dissolved and it is utilized as a photo-montage technique. Second, the inference of pic-
togram is the mixture of linguistic medium and visual medium. Fashion illustration utilizes the 
characters and transmits the fashion information visually and immanently.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making the information into pictograms and the internal significances of mutual-text with com-
munication function. Third, the uniqueness of location in the fashion illustration has the special na-
ture of utilized mediums as it is used for advertising or publicizing. The fashion illu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allegory has the impermanency of existing only for a limited time and reflects the 
coincidence that gives the meaning of utilized location according to the season trend. Fourth, the 
cross-breeding is expressed as the mixture of various materials in the fashion illustration. The ex-
pressions made by the mixture of media, such as the use of computer graphic programs mixed to-
gether with various materials showed the trend of diversity and genre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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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의 시각적 이미지와 내용을 전달하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전달 매체의 영향력이 점차 확

대되어 가는 시류에 따라 더 많은 기능과 표현의 다

양성 및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아트한 성향

의 실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시도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따라 표현이 난해하거나 작품의 숨

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이 필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수사적 방법으로 폭넓은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해

하는 데에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요구되어 지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예술 분야에서 새로

운 차원의 인식과 개념을 해석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는 알레고리는 새로운 미적 가치를 도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패

션 이미지와 컨셉을 전달하는 단순한 설명적인 그림

에서 시각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아트로서 다양한 장

르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알레고리는 예

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의 미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도구라

사료되어 진다.

이와 같은 알레고리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을 형식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등 포괄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크렉 오웬스의 이론을 바

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의 분석 지표로 제

안하였다. 이러한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은 예

술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와 양식의 혼합, 작가

개인의 독창적 개념의 복합적 표현으로 직접적인 소

통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회, 문화의 변화

를 반영하는 패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이

론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르게 말하다’라는 의미

의 알레고리 관점에서 다의적 의미를 지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여 학술적으

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제

시한 알레고리 이론은 현대 미술작품을 설명하기 위

한 중요 개념으로 크렉 오웬스가 제시한 알레고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이론적 개념인 알레고리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학술적 이해를 돕고 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 방

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

론을 바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의 분석 지

표를 제안하였다. 셋째, 알레고리 관점에서 살펴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도출과 타당성을 밝히

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참고하고 내·외적인 의미와

특성을 추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가 병행되었으

며, 연구 순서는 연구체계 구축, 알레고리적 연관 개

념 도출, 미적 표현 특성 도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례 조사를 위하여 전문서적, 잡지, 관련 인터넷 사

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 선정, 알레고리 관점의

분석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알레고리 관점의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 도출을 위한 사례의 범위

는 장르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장르간의 혼용과 믹

스드 미디어 기술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활발히

도입된 시기인 2000년 이후부터 연구 시점인 2011년

으로 하였다.

알레고리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술1), 화예2),

도예3), 시각디자인4), 사진5), 건축6)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패션 분야에서는 박수진7)이

포스트모던 패션에 나타나는 알레고리 특성을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다의적 해석의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알레고리 이론에 관한 패

션 영역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 분석 도구

의 범위 확장과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

문적 이해를 추구하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

여 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알레고리의 개념
알레고리는 비유, 우의, 풍자의 뜻으로, ‘다르다’라

는 그리스어 ‘allos’와 ‘말하다’라는 ‘agoria’의 합성어

인 ‘알레고리아(allegoria)’에서 유래 되었다.8)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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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것을 말하다’ 또는 ‘함축하다’의 의미를 지닌

알레고리는 어떤 추상적, 금기적, 종교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빌려서 나타내

는 방식으로 표현한다.9) 이와 같이 알레고리는 이중

적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지칭하며,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에서 신화상의 인물을 철학적으

로 해석하기 시작한 무렵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추상

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

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학형식으로 의인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알레고리는 다의미적 특성을 나타내

며 이는 이중적 의미로 일차적 의미인 표면적 의미

와 이차적 의미인 숨은 의미로 구분된다. 이러한 알

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수사학의 형식으로 간주되나

언어만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철학, 예

술 분야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프랑스 역사가 장 뒤보스에 의해 알레고리는

회화에 적합한 표현법이라는 규정성을 얻어 학문과

예술 영역에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10)

알레고리는 고대부터 존재해 온 개념으로 수사의

일종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대와 중세에 이르러 알레

고리는 ‘다르게 말하기’란 설득의 수사로 사용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알레고리는 예술적 상징과의 대비를

통하여 의미를 얻게 되었으나, 근대까지 알레고리는

예술작품의 특성으로 읽혀지지 못했다. 그리고 현대

에 와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현대 예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알레고리가 재평가 되었다.

알레고리는 한 시대의 문화와 미적 현상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예술과 삶을 연결해 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유형적이며 교훈

적인 성격이 강했던 전통적 개념의 알레고리는 의미

전달 기능이 강한 표현이며,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강

조한 수사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로 조형성이 강조되면서

알레고리가 주목 받게 되었다. 이렇듯 초기에는 상징

과 대립되는 수사법으로 그리고 우하와 풍자의 역할

이 강했던 교훈적인 메시지 전달의 매개체인 알레고

리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맥락

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11)

이러한 알레고리는 발터 벤야민, 폴 드 만, 크렉

오웬스에 의해 이론적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발터 벤야민은 상징에 비해 폄하되어 왔던 알레고리

를 재평가하여 상징을 하위 개념으로 여기던 알레고

리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예술 비평뿐만 아니

라 역사를 읽는 인식론으로까지 정립하였다. 발터 벤

야민의 현대적 해석에 이어 알레고리에 대한 재평가

는 폴 드 만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알레고리론을 기반으로 크렉 오웬스는 알레고리를 포

스트모던 미술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확대시켜 알레

고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12) 이렇듯 현대 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미술 비평에서 알레고리는 부활되었으

며 특히 크렉 오웬스가 제시한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작품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언어

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텍스트적인 것으로 여긴다

고 하였다. 크렉 오웬스가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알

레고리 이미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텍스트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2.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 1980년 ‘October’에

기고한 2부작 논문 ‘알레고리적 충동’에서 알레고리

를 포스트모던 미술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확대시

켜 알레고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알레고리를

하나의 태도, 기법, 과정, 수용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보았다. 그의 비평은 발터 벤야민의 알레고리 이론과

포스트구조주의의 기호 해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는 모더니즘의 획일적인 시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현대 미술의 다양한 알레고리 성향을 분석하였

다. 크렉 오웬스는 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알레고리

전략이 이미지 차용, 장소 특수성, 일시성, 축적, 그

림 문자적 추론, 잡종 교배를 통하여 표현된다고 보

았고, 이러한 알레고리가 불완전한 것, 단편적인 것,

미완성의 것과 끓임 없이 친근한 관계를 맺어 알레

고리의 근본적인 충동과 해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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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 차용

크렉 오웬스는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는 창조된 것

이 아니라 차용된 이미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알레고

리적 관점의 이미지 차용이란 ‘이미지를 끌어 모은다’

의 의미가 되며, 전유된 이미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

라 다른 곳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하였다.13)

그 예로 크렉 오웬스는 트로이 브라운트, 셰리 레

빈, 로버트 롱고 등의 작가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차용 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그림 1>14)에서처럼 이

들이 차용하여 각색한 이미지들은 영화 스틸, 그림,

드로잉일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 자체는 대개 이미

하나의 복제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자체는 작

가의 각색으로 말미암아 이미지들의 여운과 의미, 그

리고 그 의미 주장의 권리를 박탈한다.15) 이러한 이

미지 차용은 원본의 해체라는 철학적 배경과 모더니

즘 회화의 독창성을 해체시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미지의 차용은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와 결합

하거나, 기존의 의미와 작가가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지는 새로운 의미가 중첩되면서 생

기는 제 3의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 차용은

변용의 의미가 있어, 재현자인 원작자의 의도에서 나

타나는 미세한 차이가 의도적이거나 작위적인 차이

가 아니라 순수한 차이인 차연16)을 나타낸다.17) 따

라서 그 이미지는 작가의 수중에서 제거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해 버리며, 원래의 의미를 복원시키지

않는다.

2) 그림 문자적 추론

크렉 오웬스는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혼합

을 예로 들면서 알레고리에서의 이미지는 상형문자

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알레고리는 구체적인 이미지

들로 구성된 수수께끼 그림 문서와 같다고 하였다.18)

그 예로 로버트 베리와 로렌스 웨이너가 제시한

언어의 상형문자와 같은 특성을 거론하였다. <그림

2>19)의 로버트 베리는 작품에서 단어와 사진을 사용

하고 있는데, 제시된 문자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림 문자적 추론의 알레고리 이미지는 형

식주의 미술에 대한 반발로써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

인 것의 매체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문자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하여 작품에 지시하는 문자 자

체를 인용함으로써 알레고리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

다.20)

3) 장소 특수성, 일시성

크렉 오웬스는 주변 환경과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작품과 관람객이 만나는 장소특수성과 알레고리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 <그림 3>21)의 대지 예

술가 로버트 스미드슨의 작품에서처럼 장소 특수성

을 가지는 작품은 제한된 기간에 특정 장소에 설치

되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그 여운을 남긴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일시성은 작품의 상황성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고 모든 현상들의 덧없음에 대한 상징이 된다.

이러한 장소 특수성을 지닌 작품들은 일시적인 까닭

에 작품은 사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사진의 알레고리적 잠재성을 시사하며, 장소를 강조

하는 예술작품은 배경과 섞여서 그 설치된 장소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4) 잡종 교배

알레고리 작품은 미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종합적

인 성격을 띤다. 이런 장르간의 혼합은 마르셸 뒤샹

에 의해 예견된 것으로 오늘날엔 이전까지 존재해

온 별개의 미술 매체들을 거리낌 없이 결합시킨 절

충적인 작품들, 즉 잡종 교배의 작품들 속에서 재등

장한다.

잡종 교배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작가인 <그림

4>22)의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 ‘모노그램’에서 콜

라병, 나무 조각, 우산, 타이어, 박제 동물 등 일상생

활에서 버려진 각종 사물의 파편들과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조합 시켰다. 작품에 사용된 다양

한 사물들은 재배열 되어 해석이 불가능한 난해한

의미를 재창조 한다.23)

이처럼 잡종교배로 표현되는 알레고리 이미지는

작품에 각종 사물을 이용하며 또한 사용된 각종 사

물의 의미를 무의미하도록 하기 위해 사물을 재배열

하고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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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tful Dodger.

Robert Longo, 1976

- http://www.robertlongo.com

<그림 2> Untitled.

Robert Barry, 1978

- http://www.re-

title.com

<그림 3> Spiral Jetty. Robert

Smithson, 1970

- http://www.robertsmi

thson.com

<그림 4> Monogram.

Rauschenberg, Robert

Rauschenberg, 1955-59

- http://www.artnet.com

Ⅲ.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알레고리적 표현 특성

1. 알레고리 관점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사례
고찰

본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크렉 오웬스

의 알레고리 관점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하

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알레고리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이의 첫 번째

연계성은 이미지의 차용이다. 이미지 차용은 미술사

나 미디어 등에서 이미지를 빌려와 새로운 의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미술에서는 기존의 미

술 작품이나 상품 이미지에 새로운 형상을 합성시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미술 제작 태도나 방법을 일

컫기도 한다.25) 최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에서도 기존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림

5>26), <그림 6>27), <그림 7>28), <그림 8>29)은 다양한

이미지를 합성하여 컨셉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

출한 작품들로, 다양한 이미지에 수작업과 컴퓨터 작

업을 병행하여, 컨셉에 맞는 새로운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크렉 오웬스는 그림 문자적 추론의 특성이 언어의

상형 문자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림 문자는 <표 1>의

이미지 차용에 나타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처

럼 시각적으로 언어적 영역을 혼합하여 알레고리적

특성을 표현한다. 특히 <그림 9>30)에서처럼 컨셉에

맞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과 혼합되어 그 의미 전달

을 강조하여 컨셉의 이해를 돕는다. <그림 10>31)은

브랜드 이미지가 강조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브

랜드명과의 조화가 브랜드의 시즌 컨셉을 연상하게

한다. <그림 11>32)은 제품의 컨셉을 반영한 일러스트

레이션이 제품 설명과 조화되어 그림 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림 12>33)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Custo’

의 컬렉션 초대장과 브로셔 사용되어 컨셉과 메시지

를 전달한다.

장소 특수성은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지금 여기’

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으로, ‘어

떻게 보이느냐’에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작동하

는가’의 동사로서의 개념을 갖는다. 즉 재현된 결과

물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

는 장소를 전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의

참여가 작품의 의미를 이루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상호 작용의 방식으로 전환된다.34)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할 때 <그림 13>35), <그림 14>36), <그림 15>37)의

사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활용 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각적 체험에서 몸으로 직접 느끼

는 체험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활용된 제

품이나 디스플레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작품 자체에

서 작품 환경으로 의미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활용된 제품을 입거나 사용

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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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알레고리 관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사례

이미지 합성

<그림 5> Maren Esdar,

2003

- Fashion Illustration
Next, p. 59.

<그림 6> Elisabeth

Arkhipoff, 2002

- Fashion Illustration
Next, p. 28.

<그림 7> Peggy Wolf,

2010

- http://www.trendl

and.net

<그림 8> Karen Santry, 2006

- The Big Book Fashion
Illustration, p. 51.

정보의

그림

문자화

<그림 9> Manuel

Rebollo, 2009

- http://www.manue

lrebollo.blogspot.com

<그림 10> Aga Baranska,

2003

- Fashionize 2,
p. 143.

<그림 11> Piet Paris,

2005

- Fashionize 2,
p. 76.

<그림 12> Berto

Martinez, 2003

- Fashionize 2,
p. 166.

활용 매체의

특수성

<그림 13> Prada S/S 광고, 2008

- http://www.samsungdesi

gn.net

<그림 14> MARC BY MARC

JACOBS, 2010 S/S

- http://www.highcut.co.kr

<그림 15> Jordi Labanda, 2008

- http://www.fashionbiz.co.kr

재료의 혼합

<그림 16> Nikki

Farquharson, 2009

- http://www.tren

dland.net

<그림 17> Dunya Atay,

2010

- http://www.trend

land.net

<그림 18> Stina

Persson, 2004

- The Big Book Fashion
Illustration, p. 56.

<그림 19> Lakeca, 2010

- http://www.trend

land.net

<표 1> 알레고리 관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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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 15>의 사례에 나타난 장소 특수성

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순수 작품으로서의 예술

성 강조보다는 작품이 활용된 장소의 환경을 수용하

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알레고리 관점의 잡종

교배는 재료의 혼합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림 16>38),

<그림 17>39), <그림 18>40), <그림 19>41)는 사진, 잉

크, 물감,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혼용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이다. 재료의 혼합은 각 재료의 특성의 경계가

와해되고 다질적 조성이 이루어져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의 특성을 혼합하여 새로운 표현 기

법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료 사용의 경계가

해체되고 재구성 되면서 모든 것이 혼합되어진 현상

이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은

다양한 재료의 혼합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것이 재구

성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재구성된 현상이 나타

나고 새로운 표현 기법의 진화로 설명된다.

2. 알레고리 관점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특성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미술의 형식으로 패션 정

보를 전달하는 독립적인 장르로 이미지와 그것에 상

응하는 언어적 해석을 통해서 그 본질적 의미를 가

진다. 이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조하는 알

레고리의 표현 특성과 그 유사성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 고찰

을 통하여 원래의 이미지가 제거되는 이미지의 합성,

대상의 추론에서 오는 정보의 그림 문자화, 특정한

장소에서 생기는 여운의 특성을 나타내는 활용 매체

의 특수성, 잡종 교배에서 재료의 혼합이라는 표현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20>은 크렉 오웬스

의 알레고리 관점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관점에서 살펴

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적용 유형과 상징적 의미

를 그 특성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알레고리 표현 특성인 이미지

차용은 꼴라주의 한 종류인 포토몽타주 작업을 통하

여 차용된 이미지를 컨셉에 맞는 새로운 의미로 끌

어내는 이미지 합성으로 나타난다. 알레고리 표현 특

성에서 이미지 차용은 이미지의 원래 의미 제거를

의미하며, 차용된 이미지들은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

게 하는 알레고리가 창출된다.42) 그리고 <그림 5>나

<그림 6>에서처럼 이미지 차용을 통한 작품을 접하

는 관람자는 이미지가 뜻하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의미로 인해 작품의 알

레고리가 형성되고, 작가는 이미지의 파편들을 조합

하여 그로부터 의미를 산출한다고 크렉 오웬스는 말

한다. 그리하여 이미지 차용의 알레고리 특성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미지 합성이라는 특성으로 나

타나며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미완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불완전성과 다의성을 내재한다.

그림 문자적 추론은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혼합을 통하여 알레고리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정보의 그림 문자화라는 특

성을 나타낸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 메

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며, 문

자와 혼용되어 작품의 컨셉을 연상시키거나 상상하도

록 유도한다. <그림 10>이나 <그림 12>처럼 브랜드

광고에 그래피티와 사용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

키거나 대상을 추론하게 하며, 일러스트레이션의 정

보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문자와 사용된다<그림

1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미술과 달리 그 자

체가 소통을 위한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

호텍스트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림과 함께하는 문자

는 수용자의 이해를 도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정보의 그림 문자화라는 표현 특성을 가진다.

패션 트렌드가 시즌별로 제시가 되므로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이 활용된 시즌 제품들은 제한된 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알레고리적 잠

재성을 시사한다. <그림 13, 14, 15>에서처럼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은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활용되어 의류

와 패션 소품에 활용되기도 하고, 브랜드의 시즌 광

고 혹은 매장내의 인테리어나 광고에 적용되기도 한

다. 장소 특수성은 모든 사물의 일시성과 우연성을

가지는데 대지 미술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침식해가면서 소멸한다면, 시즌 컨셉 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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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적 관점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

제품에 활용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활용 매체

의 특수성을 가진다. 이는 제한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매체나 매장에 등장했다가 시즌이 바뀌는 시점에 사

라지는 현상의 덧없음과 우연성 그리고 일시성을 상

징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알레고리의 표현 특성인

잡종 교배는 다양한 재료의 혼합에 따른 새로운 표

현 기법 창출로 나타난다. 재료의 혼합을 통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재료 고유의 특성을 살린 작품의

특성을 넘어서 알레고리 의미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

인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강재영43), 이령44)은 여

러 가지 재료의 혼합 사례를 잡종교배로 설명하고,

이러한 알레고리의 잡종교배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서 상이한 재료와의 혼합으로 나타나 다양한 양식,

이론, 접근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

여 패션의 영역을 넘어 장르의 해체 경향을 나타내

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 기법의 다양성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각적 해

석 방법의 시도로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관점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

한 그에 따른 사례의 적용유형을 분석하고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그림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지 그림이라는 의미

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대변하는 패션 트

렌드를 나타내는 다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는 알레고리 해석이 도출될 수 있었다.

Ⅳ. 결론
크렉 오웬스는 미술을 형식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등의 맥락을 포괄하여 이해

해야 하며, 알레고리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고 보

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 삽화, 도해, 잡지, 신문,

광고 등에서 패션 컨셉의 이해를 돕거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

각적 조형미와 내재적 의미를 전달하며 커뮤니케이

션 기능을 수행하는 알레고리 표현 특성을 나타낸다.

크렉 오웬스의 알레고리 관점에 따른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레고리 특성인 이미지의 차용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미지 합성을 나타나고, 컨셉과

관련되어 차용한 이미지가 덧붙여지거나 왜곡되면서

고정적 의미가 해체되고 전혀 다른 의미가 형성되는

의미의 다의성과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둘째, 그림

문자적 추론은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매체

혼합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문자를 활용하여

패션 정보를 시각적으로 내재적으로 전달하려는 정

보의 그림 문자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텍스트성과 그

림 문자를 통해 대상을 추론하는 내재적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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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셋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장소의 특수성

은 주로 광고나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등의 활용 매

체의 특수성을 가지는데, 알레고리적 관점의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은 제한된 기간에 존재하는 일시성과

시즌 트렌드에 대한 활용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연성 그리고 활용 제품과 만나는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넷째, 잡종 교배의 특성인데 이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에서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다양한 재료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매체의 혼합을 통한 표현은 재료의 다양

성과 영역을 넘어선 장르해체의 경향을 나타낸다.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기능이나 표현 방

법과 기법 그리고 재료의 사용이 다양해져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본연의 기능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시각표현 방식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석이 어려워져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의

미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알레고

리 관점을 통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법 확장과 창의

적인 디자인 발상의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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