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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rtistic background and formative nature of representative 19th 
century realist artists Gustave Courbet and Honoré Daumier were analyzed and applied 
in a fashion context. By displaying representational desires (necessary adhesions of 
man and society) in their work, they became characteristic matrixes of critical realism 
and to perceive critical realis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pply the characteris-
tics of critical realism to the contemporary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field of 
fashion and to review methods of expression and internal aesthetics displayed through 
various aspects of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were analyzed by 
researching the formativeness and periodical background of the paintings of Courbet 
and Daumier.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tical 
realism in the fashion collections of Alexander McQueen. Data and scope included 
fashion information sites, internet photo data, and video material. Critical realist cha-
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follows: ‘The proper borrowing of ext-
remely realistic subjects signifies’, ‘satirical reconstruction and narrative composition’, 
‘antipathetic distortions and abject representations’, ‘critical reproductions based on 
technology’, and ‘the maximization of ambivalent sexuality’.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 (recognized by the common formation of Courbet 
and Daumier) also appeared in Alexander McQueen's fashion collection but were 
inherited in a form that transcended pictorial expression due to the overall difference 
in use of visu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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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급진적인 발전과 함께 인간은 물질적

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이상적 사회에 한 발짝 도

래했다고 해석했으나, 그것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많

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회 문제

들은 현재, 본래가 지닌 진의에서 거리를 두고 점차 시

간의 흐름에 따라 혼란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간은 인간 고유의 특

성들과 실상들, 즉 원초적인 진실을 검정하는 것을 갈

망하였으며, 그 진실을 표현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재현적 욕구를 예

술을 통해 승화시켰다. 작가는 보이는 그대로의 날 것

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시대상을 소재로 사용하여 기술하였고, 작가 본

인이 느끼고 있는 사회문화적 발생 현상을 중요 주제

로 다루면서 비판적 시각의 고발적 성향을 띄게 되었

다. 이러한 방식을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 
비판적 리얼리즘은 문학에서 처음 유래되었으며, 

이는 미술과 디자인 분야로 확장적인 개념으로써 사

용되고 있다. 비판적 리얼리즘 개념 정립의 선행연구

에서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미술적 개념에 대해 정립

하였고, 비판적 리얼리즘은 문학에서 용어를 차용하

여 사회 비판적이며, 참여적인 미술적 태도를 설명하

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Park, 2016). 역사적 전개

와 의미, 객관적인 진실성과 현실의 반영에 주목하였

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의 구조

적 불평등을 미술에서 다루면서 비판적 리얼리즘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Jeon, 2009). 이와 같이 선행연

구에서 살펴본 비판적 리얼리즘은 인간과 사회의 필

연적인 밀착 형태를 작품으로 재현하고자 했으며, 작
가만의 표현기법,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대학 졸업 작품부터 시작하여 사

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그의 컬렉션에 담아

왔다. 맥퀸은 자신의 자전적 요소와 사회 문제들을 연

결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사실적 소재를 통해 컬렉션

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형태와 의도에서 비판적 리얼

리즘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리

얼리즘의 특징적인 모태가 되었던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리얼리스트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와 오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의 배경과 

조형성을 분석하여 비판적 리얼리즘 개념과 시각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유형화하여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

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통

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다

양한 양상으로 구사되고 있는 표현 방법과 내적인 미

학을 되새기고, 작품의 깊은 본질과 넓은 사고지향의 

패션디자인과 미학 분야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동시대의 자본주의와 사회

문화의 비판적 메시지 내포 및 고발적 성향을 띠는 쿠

르베와 도미에 회화 작품 특징을 전문 서적 및 선행연

구를 통해 분석했다. 둘째, 쿠르베와 도미에 회화의 

공통 조형성을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셋째, 맥퀸의 

35개 컬렉션 중 14개 컬렉션을 선정하였으며, 컬렉션 

선정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고발하는 행동주의적 특성

과 공통 조형성의 시각적 특성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패션쇼, 컬렉션 자체의 제목, 전문 서적 내의 작

품 리뷰와 인터뷰,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

류기준에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으로 분류하였으며, 
작가의 전체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패션쇼 영상까지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시각 자료의 수집은 패

션 정보 사이트 보그닷컴(http://www.vogue.com)과 인

터넷 사진자료 유튜브(https://www.youtube.com) 컬

렉션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Critical� Realism

1.�Define� critical� realism

비판적 리얼리즘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고르키

(Maxim Gorky)가 자연주의와 사회주의 사실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착안한 용어이다. 처음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의 뿌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중

요시하며,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대한으로 묘

사하는 문학적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비판적 리얼리

즘은 부르주아 계층의 사회 행태, 악들을 정밀하게 묘

사함으로써,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리얼리즘을 

담은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들

이 수십 년간 사용한 용어이다. 
리얼리즘의 한 단어의 이면으로만 해석했을 때, 사

회의 현실에 구체적인 현실성과 역사성을 근거로 하

여 묘사하고 바라본다면, 비판적 리얼리즘은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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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발전하고,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으

로 펼쳐져 있는 개인의 부조리함과 모순에 의한 의식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문학에서 처음 쓰인 용어이

기 때문에 문학적인 고려가 녹아 있으며, 시각 미술에

서는 페트릭(Wolfgang Petrick), 조르게(Peter Sorge)
와 같은 독일의 예술가에 의해서 처음 등용되었다. 이
들은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비판적 리얼리즘을 

재현하였으며, 자본주의 부패성과 현대의 문화를 비

판하였다. 비판적 리얼리즘은 부패한 자본주의에서 

인간성이 감소하고, 사람들의 행동은 비인간적인 행

동들로 가득 찬 현상을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사실적

인 비판 묘사를 통해 사회구조를 고발한 것에 채택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체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

해서 리얼한 묘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술의 미학,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 비속하고 더러

움, 추에 기울어져 그 무엇보다 강하게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Monthly Art, 2017).
예술은 단순한 몇 가지의 요인들에 자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적인 이면에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영향을 받은 예술은 다시 사

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과 사회는 

서로 상호관계에 위치에 있어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존재한다.

2.�Critical� realism�art

비판적 리얼리즘 미술을 정의하는 연구에서는 비

판적 리얼리즘 미술은 특정 예술사조가 아니라, 리얼

리즘 미술의 포괄적 태도 중 하나이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판하는 세계

관으로써,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부조리를 미술적 표현으

로 폭로하고, 소외된 계층, 빈부격차, 도시와 도시 외 

지역의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고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Jeon, 2009). 미술이 현실을 본다는 

시각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며, 비판적 리얼리즘 미술은 예술사조로서 

국한된 개념이 아닌 미술과 미술가가 사회 불평등에 

집중하여 그 문제를 폭로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Park, 2016).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은 직접적인 체험

을 통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

회주의를 수용하여 현실을 비판하며, 그 현실에서 민

주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율적인 참여 정신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Kim, 2011). 이와 같이 비판

적 리얼리즘의 미술은 특정 예술사조에 국한한 것이 

아닌 비판적 시각의 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통으

로 부조리와 모순, 작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참
여하여 시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

미한다. 
비판적 리얼리즘 미술이 집중적으로 발달하여온 

시기는 19세기 프랑스의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앞서 리얼리즘의 설명과 더불어 19세기 프

랑스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1789~1799)이라는 정

치적인 배경과 함께 영국의 산업혁명(1780~1830) 경
제적 배경 안에서 19세기 유럽에서 근대 국가들이 세

워졌으며, 그중 프랑스가 19세기 동안 가장 급격한 과

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계화로 물질주의적인 사

회로 진화하였다. 이에 연결되어 19세기 프랑스는 감

정적인 예술과, 그 분위기보다 사회적인 불안감에 의

해 현실을 직시하고, 중요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여타 다른 나라, 독일과 영국보다 일찍 발달하였다

(Jeong, 2012). 
이러한 영향이 이후의 낭만주의와 대립하는 리얼

리즘이 탄생하였으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는 시기적 배경과 엮어 쿠르베(Gustave Courbet), 오

노레 도미에(Honoré Daumier)의 작품이 비판적 리얼

리즘의 작품으로 전개된다. 

1)�Gustave�Courbet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는 

프랑스 중부지역의 브장송 근처 소도시 오르낭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쿠르베는 12세에 데생을 배

우고, 18세에 지방화가 프라쥬로 문하에서 그림을 그

렸다. 1840년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파리로 법률 공부

를 위해 떠났으나, 그의 화가로서의 열망을 위해 아카

데미 쉬스(Academie Suisse)에 다니면서 습작에 몰두

하면서 자신의 독자성이 높은 작품을 위한 예술을 다

졌다(Park, 2001).
그의 작품은 1849년부터 1851년까지의 리얼리즘 

작품들이 완성되고 발표되면서 그의 회화가 사실주의

의 회화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의 작

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Jin, 2003). 돌 

깨는 사람들(Fig. 1)은 과거의 전통주의 회화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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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주제를 벗어나 전통에 반란을 일으켰다. 채석장

에서 노동자들이 누추한 옷을 입고 나르는 모습은 세

부적인 것까지 분석하여 완벽하게 표현하였다(Park, 
2001). 화가의 스튜디오(Fig. 2)는 쿠르베 작품 중 가

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품이며, 거대한 크기(359× 
598cm)의 세 폭 제단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Jin, 
2003). 쿠르베가 그렸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예외

적인 부분과, 모순적인 부분을 드러냈던 작품이며, 거
대한 규모와 함께 인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과 광택 있는 표면처리법은 완벽하게 전통적인 역사

화의 방식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여기

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부분은 단지 그가 인물들을 

사진과 초상화에 의해서 그렸다는 점 하나일 것이다

(Kim, 1992). 
이 작품에는 서른 명의 인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뿌연 연기 속에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풍경화가 몇 

점 걸려 있다. 각 서른 명의 인물들이 제각각 다양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 남녀가 존재하며, 이것은 다양한 

사회와 경제적인 위치의 다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

른 요소이며,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서른 명의 인물들

의 관계와 행위를 재연하지만, 인물들을 단지 소품과 

풍경화의 한 풍경으로써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

객에게 가져다 놓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Lee, 2011). 
시골 소녀에게 적선하는 아가씨들(Fig. 3)은 작품에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두었는데, 배경은 물론 그의 고

향인 오르낭이 배경으로 그려졌으며, 언덕길에 소를 

치는 소녀와 세 명의 아가씨들이 그녀에게 자선을 베

푸는 행위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인 

회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던 주제이지만, 쿠르베의 

자선 행위 그림은 관객과 비평가에게 큰 비난거리가 

되었던 작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소와 강아지의 

원근법 무시와 동냥에 응하는 세 아가씨의 모습의 주

제와는 상응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그들의 출연은 고

전적인 회화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 

비난이 난무했다(Jin, 2003). 
쿠르베의 작품 논란은 그 당시 끊임없이 이루어졌

으며, 현재의 시각에서도 관람객에게 큰 충격과 화제

의 연장선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은 잠(Fig. 4)
이다. 잠은 앞서 쿠르베의 작품의 그 당시 논란이 되

었던 특징을 누드화에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 두 여인

이 앞에 존재하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실물 크기

작품과 두 여인은 둘을 지켜보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의식적 모습이 이 또한 누드화를 역사화의 특

징처럼 표출했다. 작품 안의 상황을 풍경화처럼 인물

을 풍경으로 관음자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아닌, 그
림을 그리는 화가가 마치 여인의 그림 안에 있는 것처

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Kim, 2010).
이처럼 쿠르베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경험적 사실

을 바탕으로 둔 일상적 소재를 차용하고, 평범한 사람

과 평범한 주제를 역사화 기법을 통해 고전적인 회화

를 형식적으로 공격하였다. 또한, 의도적인 원근법 무

시, 일치하지 않는 비례적 표현을 사용하여 형식과 사

회 비판적 고발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섹슈얼리즘을 

필요 이상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반감적인 것을 상징

화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상층부 계급을 예술로 비판

하였으며, 소외된 계급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반발하

고자 하였다.
 
2)�Honoré�Daumier

1851년 나플레옹 3세의 쿠데타와 1870년 보불전쟁

<Fig.� 1> The Stone 
Breakers

Reprinted from Gustave 
Courbet. (n.d.a). 

https://www.gustave-courbet
.com

<Fig.� 2> The Artist’s 
Studio 

Reprinted from Gustave 
Courbet. (n.d.b). 

https://www.gustave-courbet
. com

<Fig.� 3> Young Women 
from the Village 

Reprinted from Gustave 
Courbet. (n.d.c). 

https://www.gustave-courbet
.com

<Fig.� 4> The Sleepers
Reprinted from Gustave 

Courbet. (n.d.d). 
https://www.gustave-courbe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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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새로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ie)
의 횡포와 자본주의에 회화로 항의를 표현하며, 당시 

시대의 풍속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리얼리즘으로써 풍

자화를 제작한 대표적인 작가였다(Row & Im, 2004). 
1830년경 도미에는 라 메종 우베르라고 불리는 풍자

만화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처음으로 전시하였으

며, 그 후 1832년 고오하주의 주간 신문인 라 카라카

튀르와 일간 신문인 샤리바리를 창간한 필리퐁을 알

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그는 이 신문을 위하여 석판

화를 제작한다. 
도미에는 1832년 2월 루이 필립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가르강튀아를 제작하며, 정부에 의해 유죄 판

결과 함께, 필리퐁의 권유로 정치인들을 풍자하기 위

한 흉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1835년까지 36점의 작품

을 제작한다(Choi, 2002). 가르강튀아(Fig. 5)는 그림

의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입을 벌리고 있는 

인물로 예산을 삼키면 바로 소화해 십자 훈장과 리본, 
위임장 등의 분비물로 다시 내뱉어 조신들에게 돌려

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Kim, 2015). 즉, 왕과 정

치인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며, 과
장, 웃음, 번득이는 기지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과 신

랄한 현실 풍자가 드러나 있다. 민중들은 왕과 정치인

들에게 박정하게 착취 당하며 힘없는 민중들의 절망

과 좌절이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다. 민중에게 착취와 

불공평한 분배 그러한 모순된 양상을 그래도 보여주

며 이것이 어렵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작품을 보면 그림의 상징성과 비유, 대비 등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그려진 것이 도미에의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Lim, 2009). 
만남: 쿠르베씨 안녕하세요(Fig. 6)는 유럽에서 많

이 알려진 그림 중 하나인 방랑하는 유태인을 모티브

로 판화의 일부를 그대로 따 온 것이다. 당시 미술 영

역에서 다른 영역의 저급한 이미지를 차용과 수용은 

그 당시 새로운 도전이었으나, 오히려 평범한 인물을 

주제로 삼던 그의 작품에 대중미술의 모티브를 이용

하였던 것은 ‘주제의 일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Jin, 
2003). 그의 작품은 고급문화로 평가되는 미술에 강한 

영향력과 함께 부딪쳤고, 농민이나 소외된 계급의 주

제는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가는 주권자에 대한 

반발과 계급에 대한 표명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3등 열차(Fig. 7)의 작품에서는 그 열차 안에 탄 가

난한 노동자, 노파와 소년, 갓난아기 등 후줄근한 그

들의 복장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들의 신분계층들, 하
지만 그 안에서도 잠든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와 노파

에게는 따스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음으로 3등 열차

배경 안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담아져 있는 듯한 느

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느낌과 동

시에, 3등 열차에서는 3대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표

현하여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의 힘든 현

재의 어려움보다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에 비

친 따스함처럼 이어지는 생명력을 통한, 절망뿐인 현

실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있음을 제시하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Jin, 2003). 삼등 열차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승객들이 서로서로 모두 노출하고 있는 모습

을 취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뒤쪽으로는 무관심과 무

표정으로 일관된 남자와 여성들, 그들의 몸가짐을 사

실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Choi, 2014).
전체적인 작품적 분위기로는 본래 도시가 발달하

고, 그로 인해 황폐해진 농촌과 심화된 도시와 농민의 

좁힐 수 없는 그 격차 사이를 삼등 열차에 가득 메운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딘가 희망적인 제시와 함

께 현실적인 사회적인 침울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음

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미에는 1850년부터 

1866년까지 돈키호테(Fig. 8) 제목의 연작을 그리게 

된다. 그의 돈키호테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데포르마시옹 미술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데포르마시옹이란 변형이나 왜곡이라는 뜻으

로 작가가 보이는 그대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그 대상을 일부러 왜

곡시켜서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Monthly Art, 2017). 
돈키호테의 작품에서 뒤틀린 형체를 통해 미적인 아

름다움의 의미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표현력에 차 있

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체표현에서 

해부학적인 과장이나 오류를 무시하면서 그가 추구하

고자 하였던 것은 대상 자체만의 리얼리즘을 표현하

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의미보다 인간적

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권력자의 횡포에 대항하여 

골계 같은 전투에 나서 약자를 지키고자 하였던 모습

을 표현하였다. 그 안에는 골계스러운, 그저 웃어넘기

기에는 그 안에 진지함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즉, 고
전적인 예술 회화표현을 부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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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함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Park, 2001). 돈키호테

의 연작에서 도미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한 정치사

회를 지속해서 풍자화하여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풍자만화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돈키호테 작품을 통해 

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Choi, 2002).

3)�Common� formality�of�Courbet� and�Daumier's�

works

19세기 프랑스의 리얼리즘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

와 도미에의 회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작품

의 조형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작품에서는 동시대

의 현실을 관찰하여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담긴 미적

인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쿠르베와 도미에는 

19세기 프랑스의 사회상을 작품에 녹여냈고, 지배계

급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회화라는 공통점으로 

항의했다. 두 작가 모두 현실 비판하는 태도, 문제점 

고발 의지라는 주제 의식이 선정된 작품에서 모두 드

러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특

성을 바탕으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조형성

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비판적 시각의 동시대성 표현, 쿠르베와 도미

에 모두 상상 속에서 창조된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 아

닌, 두 작가가 사는 배경을 모티브로 일상적인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쿠르

베의 돌 깨는 사람들과 도미에의 3등 열차에서는 비

판적 시각의 동시대성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

로써, 돌 깨는 사람들에서는 노동자를 주제로 삼아 그

들이 겪고 있는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을 세부적인 모

습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당시 노동자 사회의 단

면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타내었고, 도미에의 3등 

열차에서는 노동자들이 3등 칸의 열차에서 고단한 몸

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여 그 당시 신분계층의 특성과 노동자의 곤궁함을, 
도미에의 1등 열차와는 또한 같은 열차라는 배경 안

에서 신분의 불균형을 나타냄으로써 비판적 시각의 

동시대성을 나타냈다.
둘째, 풍자적 성격의 재구축, 쿠르베의 만남: 쿠르

베 씨 안녕하세요의 작품에서는 본래, 방랑하는 유태

인이라는 고전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그대로 모티브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재형성하였다. 
고급화를 추구하던 아카데미에서는 미술과는 다른 영

역에서의 모티브를 차용하는 것은 저급하다고 평가하

였으나, 오히려 쿠르베는 그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회화적 표현을 비꼬면서 풍자적 성격을 띠는 자신만

의 작품으로 재구축하였다. 도미에의 가르강튀아에서

는 왕과 정치인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재형성하여 

당시 민중들의 착취를 고발하면서도, 정치인들을 상

징적인 표현과 함께 현실을 풍자하는 성격이 띠는 것

이 특징이다.
셋째, 반감적 왜곡과 기형화이다. 쿠르베의 시골 소

녀에게 적선하는 아가씨들에서는 언덕길에 표현되어

있는 소와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무시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또한 동냥에 응하고 있는 세 아가씨

의 인체적 비례가 일치하지 않음을 통해 농촌의 계층 

간의 심화를, 드로잉의 왜곡과 인체의 기형화를 통해 

<Fig.� 5> Gargantua
Reprinted from Artible. (n.d.a). 

https://www.artble.com

<Fig.� 6>� Bonjour 
Monsieur Courbet

Reprinted from “Bonjour 
Monsieur Courbet”. (n.d.). 

https://fr.wikipedia.org

<Fig.� 7> The Third-Class 
Carriage

Reprinted from Artible. (n.d.b). 
https://www.artble.com

<Fig.� 8>� Don 
Quixote Reprinted 
from from Artible. 

(n.d.c). 
https://www.art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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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에게 불쾌감과 강력한 메

시지를 주는 효과로써 사용하였다. 도미에의 돈키호

테 연작을 통해서 왜곡과 기형화적인 모습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데, 즉 그 안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뒤틀린 형체, 인체표현

에 있어 해부학적 과장과 오류를 무시함으로써, 긴 세

월 동안 이어지는 부패한 정치 사회적 모습을 지속해

서 풍자함으로 사회를 개선하고자 했던 그의 매진이 

드러난다. 쿠르베와 도미에의 조형성의 공통점을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III.� The�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alism�in�Alexander�McQueen's�Fashion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은 자전적인 요소-실제 역사

차용-현시대의 문제점 부각 및 비판의 형태가 사실적

으로 구현되며, 퍼포먼스, 설치미술, 음악, 모델의 워

킹, 계보학적인 접근방식의 패션디자인으로 총체적인 

결과로써 비판적 리얼리즘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관찰을 통한 사실적 재현을 기반으로 실제 역

사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 외면적 요소들의 비

판적 표출방식의 특성인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분석 범위는 알렉산더 맥퀸의 비판적 리

얼리즘 특성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1992년 졸업작

품 컬렉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알렉산더 맥퀸의 

생전 컬렉션 중에서 컬렉션 리뷰를 통해 비판적 리얼

리즘 특성이 나타났던 14개 컬렉션의 내외부적인 형

태를 분석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의 분석 기

준은 쿠르베와 도미에의 작품의 공통 조형성을 분석

한 결과, ‘비판적 시각의 동시대성 표현’, ‘풍자적 성

격의 재구축’, ‘반감적 왜곡과 기형화’로 분석되었으

며,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서도 형태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패션쇼라는 총체적 시각예술의 

측면에서 ‘극사실적 소재의 본유적(本有的) 차용’, ‘풍
자적 성격의 내러티브(narrative) 구성’, ‘반감적 왜곡

과 아브젝트(abject)의 형상화’와 같이 퍼포먼스라는 

실재성이 드러나는 특성의 구조와 회화적 표현의 한

계를 뛰어넘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테크놀

로지 기반의 비판적 재현, 양가적 섹슈얼리티 극대화

의 특성을 더하여 5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1.� The� proper� borrowing� of� extremely� realistic�

subjects� signifies

극사실적 소재의 본유적(本有的) 차용은, 시각예술

이라는 범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실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히 사실적인 재현이

라는 것에서 정체된 개념이 아닌, 작가가 보이는 세계

의 다방적 이미지, 자연적 정경, 동식물 생물체 등을 

치밀한 모방의 기틀을 기반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소

재를 본유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안의 비판적 메시

<Table� 1>� Common formality of Gustave Courbet and Honoré Daumier’s works

Characteristic Content

A contemporary 
expression of critical 

perspective

• Direct description of contemporary everyday materials, not motifs of created images, and 
critical visual representation

- Describe in detail the cross-section of civil and working-class society in the background 
in which the writer actually lives

- Describe a contrasting depiction of social class imbalance in a dramatically realistic way 
with everyday subjects

Rebuild satirical 
personality

• Rebuilds realistic materials in new ways with satirical wit
- Borrowing and rebuilding images of other areas against the status of art at that time
- Satire by re-forming the bourgeois into a ridiculous shape with symbolic expressions

Anti-sensitivity 
distortion and 
deformation

• Deliberately adding heterogeneous variants to maximize critical messages within realistic 
forms

- Inconsistency of human proportion, highlighting critical messages of anatomical 
exaggeration

- Deformation through anti-sensitizing shape warping and perspective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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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내포한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극사실적 소재 차용을 

여실히 드러냈던 2001 S/S 컬렉션 버즈(Birds)에서는 

새와 정신병원 테마를 담고 있으며, 정신병원의 불안

정한 감정을 의상과 무대장치를 통해 드러냈다(Knox, 
2010). 2001년 패션쇼에서는 유리 큐브라는 폐쇄된 

공간(Fig. 9), 하얀 벽지와 방음벽은 정신 병원동의 한 

곳을 그대로 재현한 듯 보이며, 사방을 거울로 설치하

여 런웨이의 모델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만 볼 수 

있게 의도했다. 패션쇼를 관람하고 있는 청중들은 그

들의 런웨이를 감상할 수 있지만, 거울이라는 벽을 사

이에 두고 비 소통적인 관람방식을 통해 모델과 청

중의 불안정한 모습과 상호 폐쇄성을 강조하였다. 
모델들의 워킹과 연기를 통하여 정신병원 환자

들의 정신질환들을 표현을 나타낸다. 한 모델은 손

을 위로 젓는 행동을 반복하며 틱 장애의 현상을 

양상했으며, 미니멀한 디자인의 원피스, 붕대를 감은 

듯한 머리와 다리 그리고 어깨에 성의 모습을 한 나무 

건축물은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부착하였으며

(Fig. 10), 환각과 망상장애의 환자가 거울을 통해 재

현되고 있는 상상을 현실 그대로 꾸밈없이 표현한 형

태로 보여진다. <Fig. 11>의 작품은 의복을 통해 손을 

박제시켰으며, 이는 정신병원 환자복의 형태를 접목

한 모습으로 그 배경과 대조적으로 꽃과 식물의 패턴

을 드레스에 수 놓았으며, 모자 장식에는 식물을 직접

적으로 부착하여 배경과 부조화적인 아이러니함을 식

물이라는 사실적 소재를 통해 부각했다. <Fig. 12>에
서는 박제된 독수리를 모델 옷 위로 마치 살아있는 동

물의 생동감 있는 형태로 떠 있게 했으며, 공격적인 

독수리의 모습과 이를 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절망

적인 표정 연기로 시각적인 섬뜩함을 사실적으로 묘

사, 연출하였다. 

2.�Satirical� reconstruction�and�narrative�compo-

sition

풍자적 재구축과 내러티브(narrative)의 구성은 비

판적인 시각을 예술로 재구축하여 형상화하는 것이

며, 패션쇼라는 언어적 기술이 아닌, 의상 디자인, 무
대의 설치미술, 모델의 워킹,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풍자적 성격의 서사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작가는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환경을 상호작용하

며 얻게 된 비판적 영향을 희화화, 유희, 과장된 표현

방식으로 작품 내의 내러티브적, 즉 한편의 서사성을 

가지는 패션쇼를 구사한다. 비판적 리얼리즘의 관점

에서의 풍자적 성격의 내러티브 구성은 소재나 재창

조의 범위는 미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

가의 작품적 관점을 중요시하며, 작품 재구축의 범주

가 작가가 영향받은 특정 상황, 장소, 시간에 벗어나

지 않으며, 객관적 관찰을 통한 소재의 선정을 한정으

로 제한한다. 
2009 F/W 컬렉션 ‘The Horn of Plenty’ 즉 풍요의 

뿔이라고 불리는 패션쇼에서는 그가 영감받은 역사와 

<Fig.� 9>�
Alexander McQueen 

2001 S/S voss 
Reprinted from Bon. (2015). http://bon.se

<Fig.� 10>�
Alexander McQueen 

2001 S/S 
Reprinted from 
Vogue. (n.d.a). 

http://www.vogue. 
com

<Fig.� 11>�
Alexander McQueen 

2001 S/S 
Reprinted from 
Vogue. (n.d.b). 

http://www.vogue. 
com

<Fig.� 12> 
Alexander McQueen 

2001 S/S 
Reprinted from 
Vogue. (n.d.c). 

http://www.vogu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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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맥퀸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패션 

산업의 반항점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2008년 9월 미국의 메릴린치(Merrill Lynch)가 뱅

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매각되면서 리

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이 발표된 뒤 

미국발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봉착했던 시기였다(Zhang, 2014). 알렉산

더 맥퀸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작품 제작 시기의 거

시적 경제문제와 패션 산업과 패션소비자들에 향한 

메시지를 연결하여 말하고자 하였다. 쉽게 보이며 폐

기되는 패션 산업 행태와 그것을 막대하게 소비하는 

소비자 그로 인한 결과로 불경기를 지목했다. 이 컬렉

션에서 맥퀸은 설치미술과 패션을 통해서 과거-현재-
미래의 서사성 있는 구조로 패션쇼를 구현하였다. 맥
퀸은 과거 실제로 사용했던 폐기물들을 무대 작품으

로써 활용하였으며(Fig. 13), 이는 과거 인류의 소비주

의적 행동을 표현하였다. 패션쇼의 작품에서 과장적 

형태를 통한 풍자적 형태로 청중의 각성제로의 작품

구현을 하였으며, 쇼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장박동수 

소리와 ECG monitoring 기계의 심장박동수가 멈춘 

소리가 들리며 무대는 빨갛게 변하며(Fig. 14), 소비주

의 행태의 지속은 현재 경기 불황의 유지와 죽음을 의

미하는 내러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Fig. 15>의 작품

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
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아워 글라스 실루엣의 뉴룩의 

형태를 가져왔지만, 과장된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의 

슈트 위에 체크의 크기를 과장한 머플러, 부츠는 시각

적으로 과장된 맥시멀리즘(maximalism)을 보여주며, 
머리의 크기를 그 이상으로 부풀려 재구성한 모델의 

머리 스타일, 선글라스 오버 립을 통해 전체적 이미지

의 괴기함이 나타낸다. <Fig. 16>은 PVC, 비닐 소재를 

통해서 상품을 보호하는 에어캡 형상의 외투, 머메이

드 실루엣의 비닐 드레스로 새로운 상품이 포장되어 

있던 내용물을 꺼내고 남은 봉지와 에어캡들의 여분

을 묶어 만든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드

레스 아랫부분의 과대하게 부풀려 본래의 형태를 과

장하며, 고가의 브랜드 의상 패러디와 일반적으로 쓰

레기를 형상화한 조합은 두 의상의 근본적인 부조화

를 일으키며 인간의 부주의한 소비주의를 피학적인 

유희로 나타낸다. 

3.� Antipathetic� distortions� and� abject� represen-

tations

반감적 왜곡과 아브젝트(abject)의 형상화는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의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 범주 안에서 

작가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으며, 작가의 직간접적인 

사회 영향을 반감적으로 왜곡하고, 소재나 형태에서 

아브젝트(abject)를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

<Fig.� 14>� Alexander McQueen 2009 F/W Selgi14. 
(2012). http://www.youtube.com

<Fig.� 15> Alexander 
McQueen 2009 F/W 

Reprinted from Vogue. 
(n.d.d). 

http://www.vogue.com

<Fig.� 16> Alexander 
McQueen 2009 F/W 

Reprinted from Vogue. 
(n.d.e). 

http://www.vogue.com

<Fig.� 13>� Alexander McQueen 2009 F/W 
Reprinted from Barajas. (2015). http://www.p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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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는 주체 형성 과정에서 배제된 폐기물의 뜻으로, 
오물, 피, 시신, 체액과 같은 혐오와 추를 유발하는 대

상을 의미한다(Park, 2017). 즉, 사회적 근원, 역사적 

사실, 동시대의 영향 받은 비판성을 배설, 피, 오물과 

같은 소재를 반감적 사용을 통한 실용성을 극단적으

로 배제하고, 성감대의 의도적 노출과 같은 형태적 왜

곡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인 요소와 외

부적인 요소의 왜곡과 아브젝트의 기법적 차용은 패

션의 균형을 파괴하고, 비정형 형태로 사회 정치의 혼

란 시대의 여파, 작가의 작품으로 표현되는 반항적 변

환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작품의 

세계관을 초기에 구축한 1992년 ‘Jack The Ripper 
Stalks His Victims’는 그가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석
사 재학 시 졸업 작품으로 맥퀸을 패션 산업으로 발돋

움할 수 있는 기회의 패션쇼이자, 그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충격적 반감 형태로 사회를 비판하

고자 한 첫 번째 패션쇼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5명의 

성매매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의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

했으며, 그의 실제 역사적 사건의 접근법은 그의 자전

적 요소에서 그 원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맥퀸은 패션에 입성하기 전 노동자 계층의 서민이

었으며, 그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계층적인 도태와 힘

겨움을 당시 영국 산업 혁명시기의 어려웠던 하층민

의 애환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타내며, 이 사건을 극

단적으로 상기시켜 살해당한 피해자들을 기리고, 현

시대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 
즉, 자전적인 요소-실제 역사차용-현시대의 문제점 부

각 및 비판의 형태가 드러난 초창기 패션쇼라고 할 수 

있다. 패션쇼의 시작은 괴기한 비명, 살인 현장을 연

상시키는 목소리 등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재갈을 물은 형태, 칼을 휘두르는 행위 등의 퍼포먼스

를 통해 잭 더 리퍼 사건을 나타냈다(Fig. 17). 표백제

를 사용한 듯한 새하얀 드레스와 그 위로 피를 형상화

한 무늬의 대비로 충격적인 이미지를 부각했으며, 넝
쿨과 피로 물들어진 정장 재킷을 디자인하여 당시 잭 

더 리퍼의 사건임을 묘사하였다(Fig. 18).

4.�Critical� reproductions�based�on� technology

테크놀로지 기반 비판적 재현은 패션에서 표현할 

수 있는 미적 형상과 퍼포먼스를 통한 발현을 테크놀

로지를 접목한 하이브리드(hybrid)적 특성으로, 형상

의 폭을 넓힘을 통해 작가의 자별한 세계관과 작품 특

성을 향상해 사회문제의 비판적 재현과 메시지의 부

각을 의미한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도 테크놀

로지를 접목하여 패션과 쇼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동
시대의 현실성을 기술융합을 통해 객관적인 재현을 

가능하게 하며, 산업화, 환경적 문제라는 거시적 비판

<Fig.� 17> Alexander McQueen 1992 
Reprinted from Porkyoblivion. (2010).

http://www.youtube.com

<Fig.� 18> 
Alexander McQueen 1992 

Reprinted from 
Le Petit Archive. (2014). 

http://www.lepetitarch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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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체의 패션쇼 의미를 포괄하여 나타내었다.
알렉산더 맥퀸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여 비판하고자 했던 시대의 설명이 잘 드러나 있

는 2009 S/S 컬렉션 “Nature dis-tinction, un-nature 
selection”에서는 프로젝트로 구현된 지구가 무대 중

심에서 공전을 시작으로 좌우를 가득 메운 박제된 멸

종 위기 동물들의 밝혀짐과 동시에 그 사이로 모델들

의 패션쇼가 시작되었다(Fig. 19). 맥퀸은 컬렉션에 찰

스 다윈의 진화론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담고자 했다(Knox, 2010). 그가 영감을 받은 진화론은 

생물은 과잉 번식으로 인한 생존경쟁으로 환경에 유

리하게 변이된 것은 보존되며, 불리하게 적응된 변이

를 보이는 생물은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전멸된다는 

이론(Lee, 2007)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의 그 사이로 

즉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아남은 생명력 짙은 자연과 

곤충, 동물 등이 해석, 그리고 재현된 의상들이 향연 

했다. 
알렉산더 맥퀸은 그의 패션쇼에서 디지털 프린팅 

방식을 통해 옷감에 직접적으로 그가 형용하고자 했

던 살아있는 생체 무늬를 프린트하여 나타냈다. <Fig. 
20>에 나타나는 디테일한 그래픽 프린트 패턴으로 질

감 자체를 그래픽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

으며, 곡선적인 드레이핑 형태는 사실적인 디지털 프

린팅 패턴 의상에 유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강조했으며, 나무의 나이테를 예술적 재해석으로 프

린팅을 통해 발현하였다. 자연 파괴로 인한 균형이 무

너지고, 그것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적 현

상을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사실적 재현을 통해서 동

시대의 인간들이 망가뜨린 환경에 대한 유해한 결과

를 인간이 파괴하지 않은 환경적 모습에 대한 극대화

적인 미의 패션으로 청중의 각성을 유도했다. 
 
5.� The�maximization�of� ambivalent� sexuality�

양가적 섹슈얼리티 극대화는 성적 총체, 사회가 요

구하는 성의 역할, 성 의식에 관해서 생물학적 성의 

각각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한 성에 있어서 섹슈얼

리티의 상반된 태도의 공존을 극대화함으로 새로운 

양성성을 확립하고, 두 성의 양가적인 태도의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비판적 시각으로 동시대 사회현실에 대

한 저항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비판적 리얼리

즘의 회화 작품에서 드러났던 특징 중 섹슈얼리티의 

강조를 필요 이상으로 사실적 묘사로의 강조를 통해

서 사회에 대한 반감적 태도를 드러냈다면, 패션의 시

각예술의 분야,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새

롭게 나타나는 특성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에서 기

대하는 성 역할의 특성을 패션 소재, 아이템, 패턴으로 
양성을 혼합화했다. 그 결과, 청중의 시각에서 전체적 

이미지의 충격을 통해 작가가 경고하고자 하는 사회

적 전언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98 S/S 컬렉션 무제(Untitled)는 본래의 골든 샤

워(golden  shower)라는 자극적 주제를 가지고 관객과 

투자자의 보수주의적 관점을 깨고 싶은 의지가 있었

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후에 금색 잉크의 비를 내리게 

하여 골든 샤워를 의도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실루

엣이 비로 투과되며, 성의 동일선상으로 초기화함을 

나타내었다(Fig. 21). 남성의 일반적인 정장 형태의 바

지를 착용하면서 상의는 여성이 파티 드레스에서 착

용하는 톱 네크라인의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언
뜻 남성의 정장 조끼와 바지의 슈트 한 벌을 양상시키

나, 모델의 어깨와 팔 부분은 드러내 남성의 신체적 

부분을 나타내어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의 섹슈

얼리티 부분을 맥퀸은 그 구조를 성 반대로 뒤집고 양

성을 혼합하여 나타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편견과 기존 패션 양식에서 인지하고 

있는 디자인 구조의 성별화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해

석했으며, 패턴과 색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양성 혼

합화를 시도했다(Fig. 22).

<Fig.� 19> 
Alexander McQueen 2009 S/S 

Reprinted from 
Scroobily. (2017).

http://www.youtube.com

<Fig.� 20> 
Alexander 

McQueen 2009 S/S 
Reprinted from 
Vogue. (n.d.f). 

http://www.vogu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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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clusion

예술, 회화, 철학, 문학에서 형용되었던 비판적 리

얼리즘 특성은 시각예술의 총체를 경험할 수 있는 패

션쇼와 패션디자인에서 시대를 계승하고 발현되었음

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리얼리즘

의 특성이 융기한 19세기 쿠르베와 도미에 회화의 공

통 조형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낭만주의의 

인위적 표현을 거부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형용했던 

알렉산더 맥퀸 패션 컬렉션의 사례로 패션 분야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맥퀸의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은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이 드러나는 쿠르베와 도미에의 작품의 

공통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시각의 동시대성 

표현’, ‘풍자적 성격의 재구축’, ‘반감적 왜곡과 기형

화’로 분석되었으며,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서도 

형태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패션쇼라는 총

체적 시각예술의 측면에서 ‘극사실적 소재의 본유적

(本有的) 차용’, ‘풍자적 성격의 내러티브(narrative) 구
성’, ‘반감적 왜곡과 아브젝트(abject)의 형상화’와 같

이 퍼포먼스라는 실재성이 드러나는 특성의 구조와 

회화적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

었다. 
또한 패션 컬렉션이라는 특성과 시대의 변화에 따

른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의 계승적 변화로, 알렉산더 

맥퀸 패션 컬렉션에서 새롭게 연구된 특성은 ‘테크놀

로지 기반 비판적 재현’과 ‘양가적 섹슈얼리티 극대

화’이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체되어 나타나는 

변화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발전된 테크놀로지, 성에 

대한 양가적 섹슈얼리티 극대화의 표현적 측면은 몇 

세기가 지나 변화된 부분이며, 객관적인 관찰을 통한 

사실적 묘사와 소재, 작가가 시대의 모순과 동시대의 

당면한 급박한 문제에 영향을 받아 고발하는 행동주

의적 특성을 기반으로 패션 컬렉션에서 새롭게 드러

나는 비판적 리얼리즘 특성으로 분석된다. 
현실의 해명과 탈피를 예술로 주도하는 작가들의 

고발 또한 그 범주가 넓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회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

적 리얼리즘을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 컬렉션에 적용

시켜 분석한 내용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적용된 부분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향의 접근으로 패션

디자인 분야를 연구해보는 시각으로 시작된 연구로서

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학, 회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비판적 리얼

리즘은 현대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서 내, 외부 특성

을 계승하여 나타났으나, 현대라는 시대적 흐름 변화

와 패션 컬렉션의 총체적인 예술 작품의 분야의 차이

성으로 새롭게 드러났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패션 컬렉션 및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해석의 새로

운 접근방식과 미학적 연구 자료의 방향성으로 제시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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