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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아리 폴만 감독의 <더 콩그레스 The Congress>는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하

이브리드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핵심에 있는 패러디를 통

해서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며 특유의 세계관과 독창적인 미학을 

창출해 내었다. 

많은 예술가는 고대부터 패러디를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패러디는 

대상을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관계와 소통의 맥락을 만들어 나가며 발전해 왔고, 오

늘날 모든 예술 분야에서 대중적인 표현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현대의 패러디는 그 개념 또한 

실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확장된 패러디의 현대적 개념이 내포

하는 의미들과 유사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주요 

창조 전략으로 사용되면서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네 가지 특징을 1) 상호텍

스트성, 2) 장르의 해체와 융합, 3) 아이러니의 강화, 4) 패스티쉬로 도출해 내었

다. 

첫째, 배우 로빈 라이트가 실명으로 등장하며 자기 반영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보

여주고 있다. 복제의 세계, 환각의 세계를 창조해 내기 위해 수많은 유명인, 상징, 

이미지 등을 차용하고 패러디하면서 상호텍스트적 세계를 창조해 내고 디지털 시

대의 폐해를 비판한다. 둘째, 장르의식의 붕괴만이 아니라 모든 형식을 해체하고 

융합하면서 독특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고 시간적 동시성과 공간적 상호성을 갖

게 했다. 셋째, 패러디를 통하여 아이러니를 극적으로 강화해 내며 주제를 비판적

으로 강조해 낸다. 넷째, 허구 세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한 각각의 많은 차용

은 비판성이 없는 공허한 패러디인 패스티쉬이며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패러디의 심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들이 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

으로써 실용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대적 패러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관성에 대

해 논의한다. 나아가 <더 콩그레스 The Congress> 분석을 통하여 패러디를 사용

하여 실험적인 예술을 창조해내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을 논

의한다.

주제어: 포스트모던 패러디, 패러디, 포스트모더니즘, 상호텍스트성, 장르의 해

체와 융합, 아이러니, 패스티쉬, 혼성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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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더 콩그레스 The Congress>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생소한 장르로 수많은 영화제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거장

의 반열에 올라선 <바시르와 왈츠를 Waltz with Bashir>(2008)의 

아리 폴만(Ari Folman)감독이 5년 만에 공개한 작품으로 실사영

화와 애니메이션의 조합인 하이브리드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SF

소설 <솔라리스>로 유명한 스타니스와프 렘(Stanislaw Lem)1)의 

<미래학적 회의 The Futurological Congress>2)를 각색한 이 작품

은 3D 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에만 집중해온 영화계가 컴퓨터로 

배우의 연기까지 대신하게 되면서, 기술을 독점한 거대 제작사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배우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아리 폴만 감독

은 디지털에 의해 진짜가 사라지고 가짜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개성과 실체가 기술 문명에 의해 휘발되는 암울한 

미래를 오히려 화려하고 환상적이며 초현실적인 영상으로 구현해 

내면서, 다시 한 번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미학을 보여주었다. 

전작의 묵직함보다는 냉소적인 풍자와 조롱으로 가득하며, 그 주

된 창작의 전략으로 패러디를 사용하여 수많은 유명인들, 각종 

이미지, 상징 등을 패러디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 포스트모

던 패러디기법을 작품 전반에 걸쳐 보여준다. <더 콩그레스>는 

다양한 차용들을 보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그 독창성에 감탄하

게 하는 실험적인 포스트모던 영상으로서 탈장르 시대의 문화현

상과 패러디에 대한 담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패러디의 홍수 속에 살

고 있으며, 모든 예술 분야에서 패러디는 가장 대중적인 표현기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1) 스타니스와프 렘(폴란드어: Stanisław Lem, 1921년 9월 12일 - 2006년 3월 

27일)은 폴란드의 작가이다. 과학소설, 풍자문학등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2) 미래학 학회 (폴란드어: Kongres futurologiczny, 1971) – 욘 티키가 등장하

는 중편 소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맬서스적 비관론, 거기에 렘의 특기인 꿈 

속의 꿈 속의 꿈 속의 꿈이라는 소재를 곁들인 작품이다. 욘 티키가 주인공이

니만큼 블랙 코미디 위주이지만, 후반부에는 섬뜩할 정도로 어두운 내용이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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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패러디는 고급문화와 대

중문화 사이의 경계도 허물었으며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

다’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주요 창작 방법으로 사용됐다. 포스

트모더니즘 예술에서 차용어법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여러 

차용의 방법 중에서 패러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패러디가 유

사개념의 다른 차용어법들인 패스티쉬(pastiche), 벌레스크

(burlesque), 트라베스티(Travesty), 인용, 인유(allusion) 등과

는 다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전통의 비판

적 해석’에 접근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을 독창성의 작업으로만 인식해온 모더니즘 시대에 패러디

라는 개념은 이미지와 상징의 차용을‘표절’이라는 개념에서 해

방 시켰고, 풍자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매체인 애니메이션에서는 

풍자의 대상이나 내용을 패러디하여 매체 특유의 희화화로 익살

과 코믹함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패러디’라는 용어의 사용

에서 ‘모방’과 ‘패러디’가 구분되지 않고 여전히 패러디와 

표절이 혼동되게 사용되는 경향도 있으며, 그 사용의 범위가 넓

어지면서 패러디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이견들도 분분해지고 있

다. 그러므로 대중 미디어에서 실용적으로 확장된 패러디의 개념

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혁명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오리지널리티를 부정하

고 해체하고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새로운 실험의 촉매제가 

되어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장르의 해체와 융합을 이끌어

내었다. 작품은 작품에 의해, 텍스트는 텍스트에 의해 창조되며 

작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편집자일 뿐이라고 까지 주장되는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 그 핵심 개념인 패러디가 대중미디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대두한다. 

본 연구는 확장된 패러디의 현대적 개념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고찰하여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주요 특징들을 도출해내

고, 그 특징들이 <더 콩그레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패러디를 통해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

는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이 잘 구현된 이 작품을 통하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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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모더니스트들의 세계관과 창조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Ⅱ. 패러디와 포스트모더니즘

1. 패러디의 현대적 개념

패러디의 역사는 문학사의 흐름과 같고, 그 개념은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디의 개념은 시대성을 반영한

다. 먼저, 패러디의 어원을 살펴보면 심오한 창조적 의미가 함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패러디 이론가들이 어원학적 

뿌리를 「대응의 노래(counter-song)」를 뜻하는 희랍어 paradia

로 본다. 접두어 para는 두 개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하나만 

통상 언급되며 그 의미는 「대응하는 (counter)」혹은 「반대하

는(against)」이다. 그리하여 패러디는 텍스트 간의 대비나 대조

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즉, 패러디는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채 하나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대조 

시킨다는 것이다.3) 이 어원의 맥락에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패

러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산문이나 운문에서 한 작가나 

혹은 한 부류의 작가들을 우습게 보이려는 방식으로, 특히 우습

고 부적절한 주제에 이들을 적용시키면서 모방하는 사고나 구절

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구성.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두고 

모방하는 것이지만 우스꽝스런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전환된 모

방”4)이라고 한다. 

그러나 희랍어에서 para는 「이외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대조가 아닌 일치와 친밀성의 의미도 있다. 현대 예술 형식에 관

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패러디의 실용적 범주를 확장시

키는 것은 그 접두사의 바로 이 두 번째의, 무시된 의미이다. 그

러므로 벌레스크의 burla나 농담(joke)과 달리 parodia라는 말에

는 조롱의 개념을 포함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린다 허치언

3) 린다 허치언, 김상구 · 윤여복 옮김, 『패러디이론』, 문예출판사, p.55. 

4)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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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 Hutcheon)은 『패러디 이론』에서 패러디는 아이러닉한 

‘초맥락성(trans-cotextualization)’과 전도(顚倒,inversion)’

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 반복이라고 정의하였다.5) 그녀에 의하면 

패러디는 비평적 차이를 가지고 원전을 모사, 조롱, 아이러닉하

게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열등하거나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패러디는 모방의 한 형식이지만 패러디된 

작품을 희생시키지 않는 모방이고 ‘차이’와 ‘비평적 거리’를 

가진 반복이기 때문이다.6) 

이 확장된 개념은 패러디를 하나의 기법적인 측면으로만 설명

하고자 하는 제한성에서 탈피하여 패러디스트의 의도까지 추론해

낼 수 있는 담론 효과까지 가져온다. 아울러‘비평적 차이를 둔 

반복’으로 규정한 허치언의 정의는 현대 패러디 작품에 대한 보

다 광범위한 의도와 효과의 범주를 허용해 준다.7) 즉 패러디텍스

트의 의미 체계는 선행 텍스트의 그것과도 전혀 다른 ‘계획된 

차이’를 생산해 내는 것이며, 패러디 담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와 같은 이중성은 기존의 ‘동일성 – 단성성 - 표현’을 대신하

여 ‘차이성 – 다성성 - 재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대화주의(Dialogism),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유사 의미들과 폭넓게 연계되

어 있고 이와 같은 상호 간섭은 패러디 논의를 형식적인 측면에

서 실용적인 측면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8) 

이러한 차용을 통한 창작은 장르의 해체와 융합을 유도한다. 

김오준은 패러디는 ‘장르 해체’, 혹은 ‘장르 혼합’의 양상을 

통해 다원적이고 집단적인 글쓰기의 형태로 현재적 의미를 지닌

다고 하였으며, 텍스트 사이의 해체나 혼합은 패러디 작가로 하

여금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 공간적으로는 ‘여

기’와 ‘저기’를 연결하고 파괴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에 주목

5)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55.

6)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p.62~63.

7)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p.36~37.

8) 차봉준, 『패러디, 관계와 소통의 미학』, 인터북스,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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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사형식 패러디

풍자
사회적, 도덕적 개량을 

위한 의도 있음.

다른 담론을 지닌 

텍스트를 겨냥한 반복.

패스티쉬
비판성이 없는 모방, 

중립적 차용.
비판성, 주관적 해석.

벌레스크, 

트라베스티
조롱을 반드시 내포함.

반드시 조롱이 

내포되지는 않음.

아이러니
원 텍스트가 

필요하지 않음.

반드시 차용하는 원 

텍스트가 있어야 함.

인유 상응에 의해 이루어짐. 차이를 통해 이루어짐.

 표 1. 패러디와 유사개념의 차이점

하여 이합 핫산은 ‘과거의 현재화(presentification)’로, 그리

고 허치언은 ‘과거의 현존(the presence of the past)’이라는 

의미로 패러디를 정의하고 있다.9)

또한, 패러디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개념으

로 아이러니를 언급할 수 있다. 린다 허치언은 전통적 패러디와 

현대적 패러디가 다른 것은 현대적 패러디가 강조하고 극단화시

킨다는 점인데, 이와 같이 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독자가 인식하

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수사적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이러니라

고 했다.10) 

나아가 패러디의 실용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유사 개념인 패

스티쉬(pastiche), 벌레스크(burlesque), 트라베스티(travesty), 

풍자, 아이러니 등의 의미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유사

개념들과의 패러디와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패러디와 유사개념들은 그 형

식과 내용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사개념과 

패러디가 한 작품 내에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변용되기도 하

9)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p.24~25.

10) 린다 허치언, 앞의 책,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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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해석이 관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

다. 이러한 새로운 논리적 형태의 변용은 다시 새로운 창조가 가

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

패러디라는 개념의 등장은 예술을 독창성의 작업으로 인식해온 

모더니즘의 예술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이 던져준 가장 큰 충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패러디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

라가고,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하에서 새롭게 생겨난 방식은 아

니다. 유독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패러디가 주목받게 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생겨난 이유에서부터 시작된다. 포스트모더니

즘의 등장은 더 이상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모더니

스트들의 한계의식에서 나타났으며, 더 이상 원작의 고유성은 존

재하지 않으며 유일무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적인 고유성은 해

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모

더니스트들의 독창성, 천재성, 유일무이성을 사칭하는 대신, 의

미가 구축되는 과정을 해체하며, 이미지와 상징이 차용될 때 원

래의 의미가 변화되거나 상실되는 방법에 더 가치를 둔다. 이러

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창작방법은 다양한 혼합과 해체를 통한 

새로운 실험이 일어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성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에 발행된 포스트모더니

즘(Postmodernism)11)에서 마이클 뉴만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을 트랜스 아방가르드, 저자의 죽음, 알레고리, 도취와 

불가사의, 모조, 패러디, 브리콜라주(Bricolage)등의 여덟 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합 핫산(Ihab Hassan)은 포스트 모던 예술 특

징을 1) 예술의 물리적 소재의 변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새로

운 작품형태, 2) 미디어에 의해 각 장르 간 경계의 붕괴, 3) 기

술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예술활동, 4) 예술의 대중화, 장르

11) Appignanes,  L., "Postmodernism", Free Association Books, Lond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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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돈화, 5) 아이러니(Irony)의 확대, 자아소비, 6) 패러디, 

블랙유머, 7) 추상적 표현의 한계, 환경예술, 8) 환영주의

(Illusionsm), 9) 허무주의, 형식의 혼합이라고 하였다.12) 김욱

동은 1) 상호텍스트성, 2) 탈장르화나 장르 확산, 2) 자기반영

성, 4)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지배

소라고 하였다.13) 주진숙은 파스타쉬와 패러디, 자기반영성, 상

호텍스트성, 장르의 혼합 혹은 장르에 대한 유희, <대서술>(메타

-내러티브)의 파괴, 향수 영화, 허구와 사실의 혼동, 관객 참여 

혹은 관객의 인지를 중시하는 것 등의 특징이 보이는 영화들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영화로 본다고 하였다.14) 포스트모더니즘

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학자들의 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분야

별로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통된 점은 패러디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패러디는 그 이전과 어떤 차이점

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매체를 통해 재현의 한계와 위력을 동시에 의식시키면

서 해체적으로 비판적이며 구성적으로 창조적인 것”이라는 린다 

허치온의 포스모던 패러디 개념에 근거할 때, 비판적 패러디의 

양식이 등장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이며, 여기서 포스트

모던 패러디가 갖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15) 이러한 차이점

에 근거한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서 린다 허

치언, 김오준, 차봉준, 이합 핫산 등이 주장하는 현대 패러디의 

특성들과 마이클 뉴만, 이합 핫산, 김욱동과 주진숙이 주장한 포

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의 공통된 개념인 상호텍스트성, 장르의 

해체와 융합, 아이러니와 공허한 패러디, 패스티쉬를 포함한 네 

가지 개념을 이 연구에서는 주요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으로 

12) Hassan, I., "Post-Mordernism: A paracritical bibliography", New 

Literary History, 1971.

13)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민음사, p.92.

14) 주진숙, 「포스트모더니즘과 영화」,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p.231.

15) 문영대,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제13권 3

호,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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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된 창조방법인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텍스트적 창조성을 지향하므로 텍스

트 간의 필연적 영향 관계를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다. 포스트모

더니즘과 관련하여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맨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 쥘리아 크리스테바는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들로 구성되어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

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다”16)고 하였으며, 미셀 리파테르(Michal riffaterre)는 롤랑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패러디를 ‘텍스트 상호성’으로 보고, 다

른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 텍스트를 해독하는 행위라고 말한다.17)

문영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특징으로서 패러디는 장르의

식을 붕괴와 혼합하고, 이러한 특성은 전통에 대한 다른 개념을 

보완하면서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혼합되고 현재 

속에서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장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원적인 현재의 인식하에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

을 획득하고 공간 상호성 즉 병렬적, 수평적, 평등적 다양성이 

열린다고 하였다. 

아이러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뜻하고자 하는 것의 반

대의 말을 하는 것’,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뜻하는 

것’, ‘비난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

을 가져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면서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아

이러니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강조해 낸다.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용어법인 패러디를 사용

하여 아이러니 국면을 만들어 내면 강한 극적 효과가 나타난다. 

패스티쉬는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디 경향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심화되면서 패러디가 비판

기능이 없고 패러디를 위한 패러디, 공허한 패러디인 패스티쉬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패스티쉬는 패러디와 같이 인정된 차용이

16)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p.62.

17) 린다 허치언, 김상구 · 윤여복 옮김, 『패러디이론』, 문예출판사,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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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호텍스트성을 기반하고 있지만, 비판성 없이 원작을 모방

하고 어떤 변형된 의미전달이 없다. 문영대는 이러한 패스티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심화 현상이라고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초창

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비판적 패러디였다면, 포스트모더

니즘이 심화된 지금, 패러디가 패스티쉬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다.18) 

이러한 패러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관성에서 본 연구에서는 

1) 상호텍스트성 2) 장르의 해체와 융합 3) 아이러니 4) 패스티

쉬를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하며 이 분석의 틀

을 사용하여 <더 콩그레스>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들

을 분석한다.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특징 

패러디 

특성  

· 풍자

· 조롱

·상호텍스트성, 

  관객의 참여와

  인지,저자의 죽음

·장르의 해체와

  융합, 다성성

· 아이러니, 

  자기반영성

· 패스티쉬 

  (혼성모방)

· 브리콜라주

· 블랙유머

· 자아소비

· 대서술(메타-내러티브)의

    파괴

· 허구와 사실의 혼돈

· 환영주의

· 허무주의

· 알레고리

· 도취와 물가사의

· 예술의 물리적 소재의

   변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작품형태

· 기술주의에 대한 반작용

· 추상적 표현의 한계, 

   환경예술

·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

표 2. 포스트모던 패러디 특징

18) 문영대,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제13권 3

호,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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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더 콩그레스 The Congress>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1. 상호텍스트성

<더 콩그레스>는 하나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패러디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인물, 상징과 이미지들을 패러디하고 혼성모방하고 

있다. 스타의 이미지를 디지털 스캔해서 가짜 이미지로 영화를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스타 이미지를 앰플로 만들고 그 앰플을 

마심으로써,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이 붕괴된 환각의 

세계를 그려낸 <더 콩그레스>는 그 내러티브에 필요한 수많은 캐

릭터, 상징, 이미지, 텍스트들을 다른 수많은 영화, 실제 유명인

들, 신화 속의 신들, 예술품, 각종 대중 미디어 등에서 차용하여 

패러디하고, 이 차용들이 영화적 허구의 공간 내에서 변증법적으

로 작용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인‘환각의 세계’를 창조

해 낸다.

그림 1. 미라마운트사의복도를 걸어가다 멈춰서 자신이 출연했던

 <프린세스 브라이드> 포스터를 바라보는 로빈

나이 들어서 잊혀져가는 중년 여배우인 주인공 로빈 라이트는 

자신의 실명으로 등장하며 그녀의 대표작 <프린세스 브라이드 

The Princess Bride>(1987, 롭 라이너)와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1994, 로버트 저메키스)도 거론된다. 로빈은 두 

아이를 키우며 설 자리를 잃어가는 40대 이혼한 여배우의 연기를 

통해 자기 반영적 특성을 보이며 본인과 상호텍스트적인 연관성

을 보여주고 있다. 감독은 로빈 라이트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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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화 <300>의 포스터와 

영화 속에서 로빈의 복제가 주연한 <RRR>

배우의 자존심과 삶의 고난, 명성에 대한 집착 등을 보여주며 영

화 전반에 걸쳐 헐리우드 여배우의 삶을 비판적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영화사 미라마운트는 미라맥스와 파라마운트의 합성어로 기술

을 독점한 거대 제작사를 상징하며 디지털 복제로 만든 거짓 스

타에 이어 그 거짓 아우라까지 판매하는 자본주의 극단적인 폐해

를 나타내는 비판성과 풍자성을 내포한 패러디로서 거대 헐리우

드 기업의 이름과 상징을 차용한데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파라마운트 로고와 유사한 미라마운트 로고

로빈을 스캔해 제작된 B급 SF 액션 영화 <RRR>의 제목의 붉은

색 폰트는 <300>(2006,잭 스나이더)을 연상시킨다. 또한 고대 무

적의 전사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SF에 나오는 여성전사로 표현함

으로써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창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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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 회의에서 교주와 같이 참석자들을 열광시키며 신기술 

브리핑에 여념이 없다 암살되는 리브스 밥스(Reeves Bobs)는 스

티브 잡스(Steve Jobs)의 패러디로 보인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대중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많은 소

비자가 애플에 열광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마치 교주와 

같은 이미지의 리브스 밥스를 만들어내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앰플에 광적으로 열광하는 소비자들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림 4. 프리젠테이션하는 스티브 잡스와

그를 패러디한 리브스 밥스

이 밖에도 이 작품 속에서는 수많은 차용이 등장한다. 예수, 

석가모니, 체 게베라, 마이클 잭슨, 톰 크루즈, 마릴린 먼로, 비

욘세, 빌 게이츠, 존 웨인, 그레이스 존스, 공자, 피카소, 신화 

속의 신,‘철완 아톰’의 수염 아저씨(ヒゲオヤジ) 등 유명 캐릭

터 및 예술품 속의 인물까지 등장한다. 이 수많은 차용, 혼성모

방은 차용의 원형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이 없어

진 복제의 세계, 가짜의 세계인 환각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

다.

그러나 관객이 이 작품에 사용된 상호텍스트적 원형의 레퍼토

리를 알고 있지 못하면 진짜 보는 즐거움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

다. 옴베르코 에코는 작품은 작품에 의해, 텍스트는 텍스트에 의

해 창조되며, 작가의 의도와는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였다.19)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능력을 갖

19) 옴베르코 에코, 박윤정 옮김, 「<카사블랑카>: 컬트영화와 상호 텍스트적인 

콜라주」, 『공연과 리뷰』,1999·25,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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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지 않으면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바르트는‘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20) 

2. 장르와 스타일의 해체와 융합 

1)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

전반 44분가량은 실사영화로 제작되고 55분량은 애니메이션으

로 제작되었으며 후반 부분에서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교차 편

집으로 제작되었다. 하나의 샷 내에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애니메이션 세계‘아브라함아’에서 보이는 실

사영화 <RRR>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자신의 가짜 이미지인 실사 

캐릭터를 바라보며 느끼는 아이러니의 극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디지털 복제로 만들어진 가짜 아우라의 세계를 풍자한다.

2) 스타일의 해체와 융합

아리 폴만 감독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장르 해체와 융합만이 

아니라, 9개국에서 제작한 드로잉 애니메이션에 수많은 스타일을 

뒤섞은 실험적 시도, 부조화와 무질서를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 

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표현 방법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허상의 세계를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배경은 화려

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과 부조화의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오히

려 독특한 초현실적이며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고 캐릭

터는 전통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내었다. 애니메이션 감독 

굿맨(Goodman)은 '옛 할리우드'의 상징으로 추앙되는 40년대 플

라이셔(Fleishers)스튜디오의 <슈퍼맨 카툰즈 Superman cartoons>

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텍스 에이버리(Tex Avery)와 윈저 맥

케이(Winsor McCay)의 스타일도 참조했다고 한다.21) 

20) 그레이엄 앨런, 송은영 역,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도서출판사 앨

피, 2004. p.162.

21)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4/08/24/movies/the-congress-from-ari-folman-fe

atures-an-animated-robin-wright.html?_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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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이 애니메이션 구역으로 들어서면서 실사는 애니메이션으

로 변하고 자동차는 보트로 변하면서 호텔로 가는 길은 보라색 

하늘에 현란한 무지개색 바다로 바뀌고 배와 바다 생물들이 현란

하게 춤을 추듯 지나간다. 그 물길을 지나 다다른 호텔은 지상에 

배들이 서 있고 놀이동산의 놀이기구형태의 조형물들이 구름을 

가르며 몽환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하나의 씬 내에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연결되고, 땅에 배와 구름이 있고, 하늘에 고래가 

떠 있는 부조화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비쥬얼은 관객에

게 현실 세계에서 애니메이션 세계, 환상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확연하게 느끼게 해준다.

그림 5. 호텔로 가는 길
  

수직 구조의 초대형 건물인 미라마운트 호텔은 형식의 붕괴와 

혼합은 지속과 단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공존, 과거와 현재

의 공존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과 

공간 상호성(병렬적, 수평적, 평등적 다양성)이 잘 나타난다. 호

텔 내부는 로비, 호텔 방, CEO 제프의 방, 대형 강당, 레스토랑, 

지하 등 각각의 공간들은 각기 다른 비쥬얼 스타일의 공존으로 

부조화의 조화를 만들어내며 완전히 다른 색깔의 공간과 장면을 

만들어 내었다. 

CEO 제프와의 면담을 위해 제프의 방으로 가는 로빈은 고급 호

텔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도를 걷다가 벽에 붙어 있는 조잡스러워 

보이는 메모지 하나를 본다. 그 종이에 이름 'JEFF GREEN'과 화

살표 하나가 그려져 있고 이어서 들어서는 곳은 마치 창고 분위

기의 허름한 대기실이다. 역시 제프의 방문에는 'JEFF GREEN'이

라는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을 뿐이다. 그 허름한 대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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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금까지 살아남은 또 다른 스타(톰 크루즈)는‘아프리카에

서 아이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말한다. 이어서 로빈은 제프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대한 환각의 세계를 주무르는 미라마운트 

CEO의 사무실이 마치 호텔의 지하 보일러실 같이 허름하다. 심지

어 대화하는 도중에는 바퀴벌레가 책상 위를 지나가기도 한다. 

제프가 로빈에게 작은 쪽문을 열어 보여주는 것은 수많은 작가와 

애니메이터들이 종횡대열로 앉아서 공장 노동자들처럼 일하고 있

는 공간이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환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

고 있는지 진실을 알게 된다.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1927, 

프리츠 랑)를 연상시키는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 같은 이 장면은 

이전에 나온 환각에 취해있는 군중들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아이러닉하게 환영의 세계 내에서 유일하게 깨어 있는 세계, 진

실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제프를 만나기 

위해 가는 로빈

CEO 제프의 

사무실 가는 길을 

알려주는 메모지

CEO 제프의 

사무실 문

대기실에서 만난 

톰크루즈

제프의 사무실 

전경

대화도중 책상위로 

기어가는 바퀴벌레

제프가 로빈에게 

쪽문을 열어 

보여준다.

작가와 

애니메이터가 

일하는 공간

그림 6. 제프와 재계약을 위해 만나는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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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이 딜런과 함께 가는 ‘뉴욕시’는 포스트모던 패러디현상

인 상호텍스트성, 아이러니의 강화, 장르의식의 붕괴와 혼합, 패

스티쉬가 모두 나타나며 폴만 감독이 표현하고자 한 환각의 세계

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고층 빌딩 숲에 바다 속에나 있을 

것 같은 식물들이 자라고, 하늘과 지상의 구분도 없고, 각종 생

물과 동양요소와 서양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며 수많은 복제 캐릭

터, 이미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뉴욕의 모습은 시간의 동시

성과 공간의 상호성을 모두 내포하며 수많은 차용으로 구성된 엑

스트라 캐릭터들은 관객이 원형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즐

거움을 준다.

그림 7. 환각속의 뉴욕시

3. 아이러니의 강화

린다 허치언은 『패러디 이론』에서 “한 비평가(Yunck1968)는 

패러디된 텍스트를 목표물로 사용하는 패러디와 패러디된 텍스트

를 무기로 사용하는 패러디를 구분했는데 패러디된 텍스트를 무

기로 사용하는 패러디는 현대적이고 확장되며 아이러닉한 패러디

에 해당하며, 패러디된 텍스트를 목표로 사용하는 패러디는 보다 

전통적인 개념의 패러디이다.”라고 주장하였다.22) <더 콩그레

스>에서 로빈은 패러디로 만들어진 복제의 세계, 환각의 세계에

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극적 아이러니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더 콩그레스>는 패러디된 텍스트를 무기로 사용하는 

패러디라 할 수 있으며 아이러니의 실용적 기능을 보여준다. 

22) 린다 허치언, 김상구 · 윤여복 옮김, 『패러디이론』, 문예출판사,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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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벼랑에 멈춰 서서 자신의 복제 이미지가 

출현하는 <RRR>를 바라보는 로빈

앰플을 마시고 아브라함으로 들어온 로빈은 바다를 달리는 형

광색 무지개 빛 환상의 이미지들을 지나서 벼랑에 이르러서, 공

중에 지나가는 커다란 기구에서 자신의 가짜 이미지 로빈 요원이 

나오는 영화 <300>을 패러디한 SF영화 <RRR> 광고를 잠시 바라본

다<그림 8>. 로빈은 자신의 복제 계약 당시 SF는 제외할 것을 요

구했었다. 그러나 미라마운트 CEO제프는 SF없이는 계약할 수 없

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동의하였었는데 로빈은 SF영화 덕에 그 이

후, 20년이 지나서도 스타로 살아남은 배우가 되었다. 자신이 원

치 않았던 SF영화로 스타가 된 자신의 복제 이미지를 바라보는 

늙은 로빈의 모습에서 아이러니가 일어난다. 

미라마운트의 호텔 로비의 곳곳에 보이는 가짜 로빈들은 팝아

트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듯하며 그사이를 지나가는 진짜 로빈은 

아이러니컬한 조롱이 섞인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상류층의 것임을 느끼게 하는 호텔 내부에 

1920년대 플레셔 형제의 그림체를 빌려온 캐릭터들의 우스꽝스러

운 움직임과 자유 변형되는 애니메이션의 조화는 고급문화와 하

위문화, 현란한 색상의 혼합, 불규칙성 등으로 전체적으로 불연

속성과 비결합성을 유도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무질서가 갖

는 창의성과 자연스러움, 자유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이 호텔 로비 장면은 수많은 로빈 요원의 이미지들이 즐비한 

가운데서 아무도 진짜 로빈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적 아이러니

와 호텔 안내데스크의 캐릭터는 로빈에게‘여섯 번째 로빈 라이

트’라고 말하며 언어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면서 호텔 로비의 



- 175 -

패러디 세상 속에서의 극적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다. 

로빈요원의 동상과 

수많은 스크린에 

상영되는 <RRR>

로빈요원의 동상을 

바라보는 실제로빈

로빈요원의 복제를 

지나치는 실제로빈

그림 9. 호텔로비에서의 로빈

이어서 애니메이션 로빈은 호텔 방 안에서 현실과 환각의 혼란

을 느끼면서 어두운 방안에서 바라본 창밖의 기구를 본다. 기구 

위에는 자신의 가짜 이미지가 미라마운트 로고가 패턴으로 깔린 

배경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10>. 

그림 10. 자신의 복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초라하고 늙은 로빈

“빈민굴 로봇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가까운 존재에요. 사람

들은 가정용 로봇을 사서 속된 말로 뽕을 뽑아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쓴 다음 수명이 다하면 버리죠. 예전엔 갱생시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폐품이에요.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RRR>을 SF라고들 하지만 제가 볼 땐..., 다큐멘터리 같아요.”

차용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화려한 가짜의 세계에서 자신의 

복제 이미지가 디지털 시대의 폐해를 논하는 것을 초라하고 늙은 

애니메이션 로빈이 바라보는 이 장면에서 언어적, 상황적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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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아이러니를 극대화 시킨다.

상반된 것들의 사이에서 모순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긴장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차용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패러디와 결합하면서 풍자, 비판, 조롱을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

에 아리 폴만 감독의 디지털 복제세상에서 로빈의 아이러니를 통

하여 그 폐해를 비판하는 창조 전략은 극적 효과를 보인다. 

4. 공허한 패러디, 패스티쉬

<더 콩그레스>의 차용기법은 패러디이자 패스티쉬적 성격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 수많은 원형의 ‘초맥락화’와 ‘전도’로 환

각 세계를 만들어 내고 그 정체성이 없는 세상을 비판적 패러디

로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각각의 이미지들은 비판성이 

없는 공허한 패스티쉬 성격을 보인다. <그림 11, 12, 13, 14>을 

보면 마릴린 몬로, 마이클 잭슨, 앨비스 프레슬리, 톰 크루즈 등

의 유명 스타들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마

릴린 몬로의 대표적 섹시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누구나 앰플을 마

시면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차용의 대

상인 마릴린 몬로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차용

의 목적은 단지 어떤 스타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다<그림 11>. 마이클 잭슨 역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마이클 

잭슨의 형상으로 표현해서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캐릭터로 등

장시켰지만 잭슨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은 없으며 오히려 잭슨을 

알아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허용한다고 하겠다<그림 

12>. 또한, 패스티쉬의 특성인 유사성의 반복도 나타난다. 다수

의 캐릭터차용은 내러티브상에서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으

며, 장면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반복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배치되고 있다<그림 13>. 톰 크루즈는 호텔 대기실에서도 등장하

고 로빈과 함께 살아남은 유명스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배우 

톰 크루즈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실 

세계로 이동하는 길목에서도 등장하지만 다른 캐릭터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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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중 한 명일뿐이다<그림14>. 뉴욕 시에는 신화에 등장하

는 신들, 공자, 피카소,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 수 많은 

차용이 등장한다. 복제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 차용들은 모

두 비판이 없는 공허한 패러디인 패스티쉬로 볼 수 있다<그림

15>.

그림 11. 마릴린 몬로 그림 12. 마이클 잭슨 그림 13. 복제의 복제들

그림 14. 톰 크루즈 그림15. 뉴욕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차용들

이 작품에는 권재웅이 주장한 패스티쉬의 1) 중립적 차용 2) 

의도적 비판과 풍자성이 없음 3) 차이의 강조가 아닌 유사성의 

반복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23) <더 콩그레스>에 차용된 

각각의 많은 캐릭터와 상징들은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패러디로 

인식되는 패스티쉬 성격을 나타내며, 주체가 없는 모방이며 반복

의 주체가 없는 반복인 비어있는 패러디이며 심화된 포스트모더

니즘의 전략적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아리 폴만 감독은 그의 첫 번째 장편인 <바시리와 왈츠를>에서

는 애니메이트 다큐멘터리와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이용하여 자

23) 권재웅, 「<아치와 씨팍>의 패러디/패스티쉬적 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애니메이션연구』, Vol7, No4. (통권 제19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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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만들어 내었고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재

현하면서 자기 반영적 작품을 창조했다. 그 이후 5년 만에 공개

한 <더 콩그레스>에서는 패러디 기법과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이용하여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중년의 잊혀져가는 

여배우 로빈 라이트를 실명으로 등장시켜 자기 반영적이면서 패

러디된 세계에서 극적 아이러니를 일어나게 하면서 특유의 미학

과 세계관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폴만 감독은 내러티브구

성, 영상 표현기법 전반에 허치언에 근거한‘해체적으로 비판적

이며 구성적으로 창조적인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실험적인 미학

을 구현해 내었다. 

본 연구는 이 실험적인 하이브리드 영상, <더 콩그레스>의 주

된 창조방법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네 가지 특성

인 1) 상호텍스트성 2) 아이러니의 강화 3) 장르의 해체와 융합 

4) 패스티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배

우 로빈 라이트가 실명으로 등장하며 자기 반영적인 상호텍스트

성을 보여주고 있다. 복제의 세계, 환각의 세계를 창조해 내기 

위해 수많은 유명인, 상징, 이미지 등을 차용하고 패러디하면서 

상호텍스트적 세계를 창조해 내고 디지털 시대의 폐해를 비판한

다. 둘째, 장르의식의 붕괴만이 아니라 모든 형식을 해체하고 융

합하면서 독특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고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시간적 동시성과 공간적 상호성을 갖게 했

다. 셋째, 디지털 복제를 부정적이게 생각하던 로빈은 원치 않던 

SF의 주인공이 되어 20년을 스타로 살아남았으나, 수많은 자신의 

복제들의 패러디 속에서 언어적,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하여 아이

러니를 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주제를 비판적으로 강조해 낸다. 넷

째, 이 작품은 패러디와 패스티쉬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허

구 세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한 각각의 많은 차용은 비판성

이 없는 공허한 패러디인 패스티쉬이며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패러디의 심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옴베르코 에코는 컬트영화가 되려면 하나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 화려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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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안에서 그 비일관성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4) 포스트모던 패러디기법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보여주

며, 거짓 아우라의 세계, 정체성이 상실된 허구의 세계를 완벽하

게 창조해내는 표현력은 컬트영화가 되기에 충분하고, 장애가 있

는 아들에 대한 끝없는 모성으로 허구의 세계에서 상실된 정체성

을 회복시켜내는 결론은 관객의 감동을 끌어낸다.  

본 연구는 대중 미디어에서 실용적으로 확장된 패러디의 현대

적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방법과 특

성을 분석하면서 포스트모던 패러디의 주된 4가지 특징을 도출해 

내었다. 패러디의 특성을 논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과도 같다고 할 정도로 현대의 패러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에 있다는 것과 작가의 의도와는 독립적이게 작

품을 읽는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 예술의 포스트모던 패러디경향

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폴만 감독은 차기작으로 어린이를 위한 <안네 프랭크 Anne 

Frank>를 스탑모션과 전통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하이브리드로 제

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다시 새로운 실험적인 미학과 세

계관을 창조해내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반영적인 걸작을 창조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충분하게 이미 폴만 감독의 작품 세계는 

독보적인 포스트모던 예술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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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t modern parodies in "The Congress"

Moon, Jae-Cheol · Choi, Sook-Young

Mr. Folman, an Israeli director, used a highly stylized form of 

animation in a decidedly adult way to make his documentary about the 

1982 war in Lebanon, “Waltz With Bashir,” in 2008. After 5 years, 

he has used another distinctive approach, fusing animation with live 

action in his latest film, a trippy and surreal undertaking called 

“The Congress.”He dismantled the means through parodies, the core 

of post-modernism art and built a new meaning to create a unique 

world view and unique aesthetics.

In this study, parodies of the modern concept of post-modernism 

being used as a major strategy in the creation of art have appeare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parody: 1) intertextuality, 

2) dissolution and fusion of genres, and 3) strengthening of irony, 

and 4) pastiche.

This study is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parody that discusses 

the relevance of contemporary parody and postmodernism being 

developed by analyzing how they appear on the practical work. 

Furthermore, through analysis of "The Congress", this study 

discusses the post-modernist world view and the creative way of 

creating an experimental art with parody.

Key Word : Post-modern parody, Parody, Post-modernism, 

Intertextuality, Dissolution and fusion of genres, Irony, Past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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