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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views the shadows cast by the light and a subject provides new interpretations rath-
er than it simply being an additive product. Particularly in fashion photograph, light and shad-
ows are often used as tools to convey meaning.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uti-
lization of the shadow created by light and deriving its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fashion 
photograph. To achieve these research aims, literature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he re-
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dows were mainly focused on a subject. Secondly, shadows 
caused by lighting is casted directly into the inside of the main subject in a frame takes a role of 
omission or emphasis. Third, shadows caused by a second unseen object outside the frame are 
utilized with the main subject in the frame. Based on these results above, spatial third dimension-
ality, optical illusion and accentuation were derived as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shadow in 
fashion photograph. As such, in fashion photograph, shadow is an important element for 
photographers. The variability of the shadow makes it possible for creative changes as its amount, 
angle and direction can be altered by adjusting the ligh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artist. Therefore, its utilization methods will be diversified hereafter.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at shadow may be recreated as an independent object in fashion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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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빛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그로 인해 발생

되는 그림자는 빛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이다. 고대 원시종족은 그림자를 그들의 영혼으로 여

겼고, 그림자가 밟히면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 것처

럼 느꼈다.1) 즉 그림자는 몸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

라 몸과 동일한, 어쩌면 영혼이 담겨 더 소중한 제 2

의 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 이러한

그림자의 중요성은 바로크 시대 화가들에 의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사람들은 그림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

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림자

자체가 충분한 의미 전달력을 가지며, 그 의미는 1차

적 사물이 전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술사에서 빛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랫동안 지

속되어져 왔고, 빛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던 시기에 사

진이 등장하게 되었다.3) 특히 사진은 빛에 의한 예

술이라 할 정도로 빛의 역할은 절대적이다.4) 따라서

사진 분야에서 빛과 그림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림자는 빛과 피사체의 부수적 현상이

아닌 그림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지속되

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패션 사진 분야도 하나

의 독립된 예술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스티븐 마이

젤(Steven Meisel), 마리오 테스티노(Mario Testino),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 등과 같은 유명 사

진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패션 사진과 그림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바, 본 연구가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

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사

진 분야 안에서 빛에 의해 형성되는 그림자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패션 사

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표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

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빛과 그림자의 정의

및 특성, 패션 사진의 정의 및 특성을 분석하고, 또

한 일반적인 사진 안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의 의미와

특성을 알아본다. 사례연구로는 연구 대상을 인물이

포함되는 패션 사진 안에 나타나는 그림자로 한정시

켰으며, 패션 잡지 안에서 상업적 컨셉이 배제되고

사진작가의 촬영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에디토리

얼 패션 사진 페이지와 패션사진 작가들의 작품사진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림자는 ‘음(陰)과

영(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5)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그림자의 부분이 더 중요하게

표현된 패션 사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역광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음영의 부분도 그림자를 표현하

는 방식의 한 종류라고 판단하여 함께 자료에 포함

시켰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패션 잡지 누
메로(Numéro)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에

디토리얼 패션 사진 자료와 사진작가 솔베 선즈보

(Solve Sundsbo), 마리오 테스티노(Mario Testino),

랜킨(Rankin), 로날드 스투프(Ronald Stoops), 단 모

레일스(Daan Moreels), 리처드 버브리지(Richard

Burbridge) 등 6명의 작가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

품들 중 그림자를 중심으로 작업한 패션 사진자료들

을 분석하였다. 패션 사진작가들의 자료는 서적자료

와 함께 각 작가들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잡지 누메로

(Numéro)를 선정한 이유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이 많이 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6명의 사진작가들은 그림

자를 이용한 패션 사진 작품 활동 경력이 있는 작가

들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자와 관련이 있

는 패션사진자료 360장을 1차로 수집한 후, 패션 전

문가 집단 5명의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사

진 자료 50여장을 2차로 선별하였다.

Ⅱ. 패션 사진과 그림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빛과 그림자의 정의 및 특성
빛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인간의 심리는 고대에서

부터 유래하여 삶과 죽음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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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빛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

겨졌다.6) 빛에 대한 중세의 고찰은 감각적인 것을

통한 이상적 표현의 전형으로 성 아우그스티누스는

지상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은 천국을 비추

는 신성한 빛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빛에

대한 고찰은 예술표현에 있어 중요시하게 되었다.7)

사람들은 모든 사물의 존재 이유를 빛의 정신적, 물

리적인 개념에서 찾았으며 예술가들은 이러한 빛의

개념을 예술 영역으로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8)

예로부터 시각적 조형예술에서 조각이나 건축분야

는 그 삼차원적 형상 자체가 빛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빛은 예술 구성요소의 하나로 간주되었다.9)

특히 회화 분야에서 빛의 표현은 매우 중요하게 다

루어졌다. 빛은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의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였으며, 빛과 색에 관

한 미학의 원리는 중세의 미학적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 원리이다.10) 또한 빛으로 인해 발생하

는 그림자는 14세기 미술가들에 의해 입체감을 살리

기 위한 필수 요소로써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그림자

는 원근법적 회화의 특권이 되었고 광원을 차단하는

모든 물체들에 있어서 ‘리얼리티’의 증거가 되었다.11)

일반적으로 빛은 눈을 자극해서 시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대상세계를 음영과 함께 보여 주는 것12)을

의미하며, 빛의 반사, 굴절, 희절, 직진, 무형, 간섭 등

의 성질로 인해 무언가에 부딪쳐서 비로소 그 모습

을 드러내는 특성을 갖는다.13) 그림자는 위치를 가지

고 있는 사물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생기는 어두운 음영14)을 뜻한다. 따라서 그림자

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빛과 물체이며,

빛이 존재하고 물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그림자는 스

스로는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조

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림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그림자는 물체의 크기와 형태, 공간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늘과 그림자는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늘은 물체 표면에

관한 형태, 방향, 질감 등의 정보를, 그림자는 표면과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15)

따라서 그림자는 그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미 전달력

을 가지며, 주변 공간과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패션 사진의 정의 및 특성
패션 사진이란 일반적으로 모델을 이용하여 의상

을 소개하는 사진을 지칭한다.16) 초기의 패션 사진은

고감도 필름과 기계적인 장치의 발달이 미흡하여 여

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촬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17), 포츄레이트(Portrait) 위주로 자연광선을 이용

하여 부드럽고 여유 있게 잡은 일정한 포즈로 인간

의 마음에 영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18) 이 후, 20세기 후반 사진 분야의 발달로

인하여 패션 사진은 기존의 단순한 1차적 이미지 전

달 기능과 상업성을 넘어서, 인간의 꿈과 욕망 그리

고 더 나아가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의

사소통의 매개체로 발전 하였다.

이러한 패션사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의

미를 가져왔다. 한편에서는 고유한 심미적 관행을 따

른 합법적인 사진 형식으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꿈과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를 투사하는데 기반을 두었다.19)

패션 사진이 처음으로 잡지에 도입된 것은 1880년

경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패션사진이라고 명명하기는

했지만 상업적 재현이라기보다는 단지 화려한 옷을

입고 찍어 당시의 패션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 주

는 초상화적 성격을 지닌 얼리-어답터 생활상의 증

거물이었다.20) 그 이후 점차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는 패션 사진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하면서, 갤러

리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순수예술 작품만큼 높

은 가격으로 거래하기도 하였다.21)

이처럼 패션 사진에 관한 의미와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변화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패션 사

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진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의미와 특성
사진은 빛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photo(빛)와 graphy

(그림)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photography(사진)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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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 femme

- MAN RAY, p. 8

<그림 2> Integration of Shadows

- MAN RAY, p. 9

<그림 3> Shadows

- http://www.manray-photo.com/

<그림 4> Helen Tamiris

- http://www.manray-photo.com/

<그림 5> Kikide Montparnasse

- http://www.manray-photo.com/

<그림 6> Vicente Escudero

- http://www.manray-photo.com/

으로 말을 하는 빛의 그림을 뜻한다.22) 사진이라는

분야에서 대상보다 그림자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만든 사람은 사진작가 만 레이(Man Ray, 1890~

1976)이다. 만 레이는 미국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로

서 현대 실험 사진 분야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로 꼽

힌다.23) 그의 카메라 작업은 항상 그림자를 주제로

하며, 모델의 상상이나 실질적인 것을 사진 작업화

한 것으로 유명하다.24) 만 레이는 사진 인화지에 오

브제를 올려놓고 빛을 비춘 그림자를 기록하는 방식

으로 레이요그래프(Rayograph)를 실행하였다.25) 그

것은 오브제의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각도에

따라 변형되고 반사된 빛으로 이중적 그림자를 만드

는 것이며, 이것은 구체적 대상에서 추상적 이미지와

회화적 효과를 갖는다.26) 이 기법은 작가의 의도보다

는 오브제의 그림자의 자율성에 의존함으로써 초현

실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동기술법의 도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27) 그는 실제 존재하는 대상만큼 그림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진에 있어서 그림자의 중

요성을 인식한 작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만 레이의 대표적인 사진 작품으로 사진에

서 그림자를 단순히 빛과 대상에 의한 부수적 산물

이 아닌, 주요한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8)과 <그림 2>29)를 살펴보면, 빛과 프

레임 안에서 중심이 되는 피사체로 인해 발생된 그

림자가 피사체와 바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시

각적으로 마치 그림자가 피사체와 하나인 것처럼 보

이며 중심 피사체와 더불어 거의 동일한 시각적 힘

과 착시 효과를 가진다. <그림 3>30)은 스튜디오에서

램프를 들고 서있는 여자의 그림자로 오직 그림자만

을 프레임 안에 담아 완성한 사진이다. <그림 4>31)는

머리 뒤로 나타나는 그림자 여자의 초상화로 메인

피사체 인물과 함께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 또한 프

레임 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뒷배경

공간과 인물 사이에 그림자를 넣어 줌으로서 피사체

와 공간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해준다. <그림

5>32)와 <그림 6>33)도 마찬가지로 인물 피사체 뒤에

발생하는 그림자를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서 시각적

효과를 준다.

이와 같이 만 레이는 패션 사진 분야에 초현실주

의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작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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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 분석의 기본 틀

- 저자 그림

<그림 8> 1차적 그림자의 활용에 관한 분석 틀

- 저자 그림

라고 일컬어지며, 그 이후 많은 패션 사진과 작가들

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Ⅲ.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방식 및 그 표현 특성

앞서 살펴보았던 빛과 그림자, 패션 사진, 그리고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

여 패션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방식과 표현 특

성의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틀 <그림 7>을 제시한다.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진 프레임과 빛, 중심이

되는 피사체(사람 또는 사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의 방식과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 방식

위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

림자의 활용 방식을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피사체가 중심이 되어 빛에 의해 발생하는 1

차적 그림자의 활용이다. 즉, 이것은 <그림 8>과 같

이 프레임 안에서 빛과 피사체에 의해 발생하는 그

림자를 그대로 선명하게 표현하거나, 흐리게 또는 왜

곡하여 표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빛의 순광(purity

lighting)과 역광(back light), 사광(plain light)35) 중

에, 주로 순광과 사광을 이용한 것이다. 순광은 피사

체에 골고루 빛이 전달되어 피사체의 정보를 직접적

으로 담아낼 때 주로 사용하며, 사광은 피사체의 옆

과 정면 사이 각도에서 사각으로 비추는 빛으로 그

림자를 풍부하게 만들어 입체감을 표현한다.36) 그 사

례들을 살펴보면 <그림 9>37)와 <그림 10>38), <그림

11>39)은 프레임 안에서 빛으로 인한 피사체의 형상

이 그대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그림자를 표현

한 가장 일반적인 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

은 피사체의 형태나 크기의 정보를 그림자가 직접적

으로 담고 있으며, 뒤의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그림

자가 위치함으로서 공간적 입체감을 살려준다. 특히

<그림 11>은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둥근

핀 조명이 집중되어 있고, 뒷배경에 피사체 모양에

따라 그대로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어 그림자에 대한

시선의 포커스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1

2>40)과 <그림 13>41), <그림 14>42)은 프레임 안에서

빛에 의한 피사체의 그림자가 흐리게 표현된 경우이

다. 세 사진 모두 형성된 그림자가 피사체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그림 9>,<그림

10>,<그림 11>과 같이 정확한 외곽선 형태를 이루지

않고, 보다 흐리면서 부드러운 외곽선의 형태를 보인

다. 비록 그림자의 형태에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앞서 살펴봤던 3가지 사진의 그림자와 같

이 프레임 안에 그림자가 피사체를 뒷받침 해주는,

즉 그림자가 있어 공간감이 풍부해지고 입체감이 살

아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43)와

<그림 16>44)은 프레임 안에서 빛과 피사체를 통해

발생되는 그림자가 왜곡되어 표현된 경우이다. 분명

그림자의 발단은 피사체의 존재와 형태로 인해 발생

한 것이나 그림자의 형태를 실제 피사체와 비교해보

면 심한 변형과 왜곡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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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명하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269

<그림 10> 선명하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164

<그림 11> 선명하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www.daanmoreels.be/

<그림 12> 흐리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13> 흐리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www.mariotestino.com/

<그림 14> 흐리게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15> 왜곡되어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www.ronaldstoops.com/

<그림 16> 왜곡되어 표현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 http://www.ronaldstoops.com/

이것은 빛의 방향(각도)과 양을 조절함으로써 피사

체로 빛이 비춰질 때 변형된 형태의 그림자를 창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제 3의 형태를 가지게 하고, 이러한 변형을 통해 기

괴하거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의 그림자를 만

들어낼 수 있다.

둘째, 빛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림자가 프레임 안

의 메인 피사체 내부로 직접 드리워져 생략과 강조

의 역할로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은

<그림 17>과 같다. 피사체의 내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그림자를 이용하여

검게 생략시킴으로써,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 다음의 <그림 18>45), <그림 19>46), <그림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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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19> 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20> 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21> 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22> 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23>생략과 강조의 역할로써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17> 그림자의 생략과 강조 역할 활용에

관한 분석 틀

- 저자 그림

<그림 21>48), <그림 22>49)에서는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밝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검게 그

림자 처리를 하여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2

3>50)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5가지의 사진보다 그림

자 부분이 완전히 검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가슴 부

분의 밝은 사각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

변보다 어둡게 그림자로 처리함으로써 시선을 모델

의 얼굴이 아닌 착용하고 있는 의상의 패턴으로 집

중시키고 있다.

그림자의 활용 방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이다. 역광(back light)이란 피

사체의 후면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진을 강하게 만들어 입체감 있는 묘사를 가능하게

해준다.51) 역광은 피사체를 세밀하게 표현 할 수 없

는 대신 작품을 강하게 표현하여 극적 효과를 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52) 이와 같은 역광의 특성을 네 가

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 외곽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둘째, 대상물

의 색을 단순화시키고 은은하게 만들고 셋째, 명암대

비를 강하게 만들어 주며 넷째, 그림자를 강하게 드

러나게 한다.53) <그림 24>부터 <그림 29>은 이러한

빛의 역광을 사용하여 피사체 내부에 전부 그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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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217

<그림 25>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216

<그림 26>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27>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133

<그림 28>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Numéro France, p. 221

<그림 29>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

- http://www.ronaldstoops.com/

<그림 30> 제 2의 피사체로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 활용에 관한 분석 틀

- 저자그림

드리워 어둡게 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

곽선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림 24>54), <그림 2

5>55)는 역광을 이용하여 피사체의 얼굴과 몸의 일부

분에 그림자를 드리워 디테일을 부분적으로 생략하

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림 24>는

전체적으로 붉은 컬러 톤의 의상에 역광을 사용함으

로써 명암 대비를 강조하여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준

다. <그림 26>56) 또한 옷의 실루엣에 초점을 맞춰서

역광을 이용하여 코트의 등 부분 곡선 실루엣을 단

순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7>57)는 피사체 정면

위에서부터 비추는 빛에 의해 뒤쪽에 형성되는 역광

그림자를 찍은 사진이다. 역광으로 인하여 디테일한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어둡게 외각선과 실루엣이 강

조되면서 파란 배경의 하늘과 대조를 이루어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림 28>58)은 피사체 전체에 역광으로

그림자를 드리워서 모든 디테일을 생략시킴으로서

피사체 몸의 외각선 실루엣만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하얀 배경과 검은 피사체의 실루엣이 강한 명암의

대비를 이루어 단순함과 강조성을 느낄 수 있다. <그

림 29>59)은 흑백의 모노톤 의상을 입을 모델 뒤에서

역광을 이용함으로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러한 효과는 흰색 상의 부분에 명암의 차

이를 만들어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모델이

앉아 있는 투명의자와 연결되는 느낌을 연출한다.

셋째, 프레임 안에서 중심이 되는 피사체 이외에

외부의 보이지 않는 제 2의 피사체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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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패턴처럼 표현한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models.com/

<그림 32> 패턴처럼 표현한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artandcommerce.com/

<그림 33> 패턴처럼 표현한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artandcommerce.com/

<그림 34> 패턴처럼 표현한제 2의

그림자 활용

- Numéro France, p. 101

<그림 35> 외부 조형물을 이용한 제

2의 그림자 활용

- Numéro France, p. 141

<그림 36> 외부 조형물을 이용한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daanmoreels.be/

<그림 37> 유희적 스토리를 형성하는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gq.com/

<그림 38> 유희적 스토리를 형성하는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gq.com/

<그림 39> 유희적 스토리를 형성하는

제 2의 그림자 활용

- http://www.gq.com/

그림자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

은 <그림 30>과 같다. <그림 31>60), <그림 32>61),

<그림 33>62)은 보이지 않는 제 2의 피사체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를 프레임 안의 중심 피사체 위에

드리워서 하나의 패턴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림

자는 마치 중심 피사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무

늬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34>63)은

그림자를 피사체 위와 전체 배경으로까지 드리운 경

우이다. 이것은 그림자가 피사체 위뿐만 아니라 모든

프레임 안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35>64)와 <그림 36>65)

은 외부의 환경적 조형물을 이용한 경우이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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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피사체에 의해 형성된 그림자가 프레임 안에서

중심 피사체와 더불어 중요한 조형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 외부의 조형물이 프레임

안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프레임 안에서 실

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동시에 그림

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제 2의 피사체의 형태와 크

기, 방향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

다. <그림 37>66)와 <그림 38>67), <그림 39>68)는 프

레임 안에 실제 존재하는 중심 피사체와 더불어 프

레임 밖의 제 2의 피사체에 의해 창조된 그림자가

하나의 유희적인 스토리를 형성하는 사진들이다. 여

기에서 창조된 그림자는 프레임 안에서 실제 피사체

와 거의 동일한 역할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자

와 피사체 사이 간 형태의 차이를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킨다.

2.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표현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사진에서 그림자의

활용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른 그

림자의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간 입체성이다. 공간 입체성이란 사진 프

레임 안에서 그림자가 뒷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존재

하여 공간감을 형성함으로써, 피사체와 주변 공간을

함께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그림자는 사

진에서 공간감과 통일감을 형성하며, 사물에 붙은

(attached) 그림자는 그 사물의 입체적인 형상을 나

타내고, 드리워진(cast) 그림자는 사물의 주변에 공

간을 만들어 준다.69) 따라서 사진 프레임 안에서 빛

과 피사체로 인해 발생하는 1차적 그림자를 피사체

와 뒷배경 사이에 넣어줌으로써 피사체와 공간 자체

를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착시성이다. 착시성이란 프레임 안에서 실제

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여 질 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빛의 다양한 속성인 굴절, 반사, 간섭 등에

의해서 그림자의 형태나 톤이 다르게 형성70)되는 가

변적인 성격과도 관련성이 있다. 프레임 안에서 중심

피사체 이외의 사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가 피사체

위로 겹치거나 배경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 눈에 실

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나타낸다.

또는 실제로 프레임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림자로

제 2의 가상적인 피사체를 만들어 냄으로서 무형의

비실체적 피사체를 유형의 피사체인 것처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 피사체의 실체가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시각적 표현에 상상력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것이다.71) 따라서 그림자를 실제 피사체

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 2의 형태나

대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희적 측

면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강조성이다. 강조성이란 그림자를 이용한 생

략과 단순화 과정을 통해 피사체의 특정 부분을 의

도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

에서 오는 밝음과 어둠, 형태와 반형태, 곡선과 직선

등의 시각적인 대비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평

면 안에서 형태를 밀집, 밀착, 결합시켜 단순화함으

로써 시각적 표현에 흥미72)를 주는 것이다. 그 사례

를 살펴보면, 빛과 외부의 제 2의 피사체로 인해 발

생하는 그림자가 피사체 바로 위에 드리워져서 그

부분이 어둡게 생략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작가가 강

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을 그

림자로 처리하여 생략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유

도할 수 있다. 또는 역광을 이용한 그림자의 활용으

로 피사체의 전체적인 생략과 단순화 과정을 통해

형태적 실루엣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

자를 이용한 생략과 강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유

와 상징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표현 특

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 방식 및
표현 특성

지금까지 분석한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

용 방식과 그에 따른 표현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첫 번째 패션 사진에 나타난 1

차적 그림자의 활용 방식의 경우 그림자가 주로 피

사체와 뒷배경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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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특성 내용

공간 입체성

- 사진 프레임 안에서 그림자가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존재함으로 인해 공간감을 형성함으로써

피사체와 공간을 함께 입체감 있게 나타내는 것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착시성

- 프레임 안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지되는 것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15> <그림 16>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강조성

- 그림자를 이용한 생략과 단순화 과정을 통해 피사체의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것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표 1> 패션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표현 특성

다. 이것은 프레임 안에서 빛과 중심 피사체로 인해

발생하는 1차적 그림자가 선명하거나 흐리게 표현된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로인해 피사체와 주

변 공간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입체

성의 표현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1차적 그림

자의 활용 방식 중 <그림 15>, <그림 16>와 같이 그

림자가 왜곡되어 실체 피사체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

나는 사진과, 세 번째 활용 방식인 그림자로 인하여

프레임 안에서 무형의 비실체적 피사체가 유형의 피

사체인 것처럼 보여 지는 사진들을 통해서 착시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자는 보는 이들로 하여

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나 유희적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활용 방

식인 그림자가 메인 피사체 내부로 직접 드리워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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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 방식 및 표현 특성

- 그림 출처는 <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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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광을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그림자가 피사체를

생략 또는 단순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가 표현 하고 싶은 부분만을 집중해서 의도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강조성을 도출 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빛과 피사체로 인해 발생하는 그림자가

단순히 부수적 산물이 아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고 보았다. 사진 분야에서 빛과 그림자에 관한 논의

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특히 패션 사진 분야에서도

빛과 그림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사진에 나타난 그림자의

활용 방식과 그 표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자의 활용 방식을 찾

아 볼 수 있었다. 첫째, 피사체가 중심이 되어 빛에

의해 발생하는 1차적 그림자의 활용, 둘째, 빛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림자가 프레임 안의 중심 피사체

내부로 직접 드리워져 생략 또는 강조의 역할로 활

용되는 경우, 셋째, 프레임 안에서 중심이 되는 피사

체 이외에 외부의 보이지 않는 제 2의 피사체에 의

해 발생하는 그림자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에 따른 표현 특성을 분석해 보면

사진 프레임 안에서 그림자가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존재함으로 인해 공간감을 형성함으로써 피사체와

공간에 함께 입체감을 부여하는 공간 입체성, 프레임

안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실제 존재 하는 것처럼 인지되는

착시성, 그림자를 이용한 생략과 단순화 과정을 통해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강조

성의 3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구분 지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1차적 그림자의 활용

방식 중, 그림자가 선명하거나 흐리게 표현되어 활용

되는 경우에서는 이들 그림자가 주로 배경과 피사체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

들어주는 공간입체성의 표현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

다. 또한 1차적 그림자의 활용 방식 중 왜곡되어 나

타난 그림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세 번째 활용 방식

인 프레임 외부의 제 2의 피사체로 인해 발생하는

그림자를 활용하는 경우를 통해 착시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활용 방식인 그림자를

이용한 생략과 강조를 통해서 작가가 표현 하고 싶

은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강조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 사진 분야에서 그림자는 사

진작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림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빛의 양과

각도, 방향 등에 의해 쉽게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과 그로 인한 시각적 착시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활용 방법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패션 사진 분야 안에서 그림자가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재창조 될 수 있음을 인

식해야 하며, 앞으로 그림자에 관한 폭넓은 분석 자

료와 다양한 연구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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