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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마주는 영어로는 ‘Homage’, 프랑스어로 ‘Hommage’

로 표현되며, 오마주는 존경(respect), 경의를 뜻하는 말

이다. 영화, 영상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오마주

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 가령 

<스타워즈 1편-보이지 않는 위험>(1999)에서의 포드 레

이서 경주 장면, <매드맥스-분노의 도로>(2015년)의 속

도감 가득한 추격 씬은 모두 <벤허>(1959)의 오마주이

다. 007 시리즈의 타이틀 시퀀스는 1962년 007 살인번호

<Dr.No>를 디자인한 모리스 바인더(Maurice Binder)를 

시작으로 2015년 007 스펙터를 디자인한 다니엘 크레인

만(Daniel Kleinman) 까지 52년 동안 24편의 작품에 동

일한 방식의 작업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작업 역시 상

호텍스트성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

런 역사 깊은 원작 007시리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제

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패션 필름이라는 새로운 콘텐

츠 제작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에 

적용한 ‘패스티쉬’와 ‘재매개’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1. 패션 필름으로의 재매개(remediation) 

표 1. 재매개의 4가지 특성

  본인의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의상 제작과 창작 안무

에 주안점을 두어 패션 필름으로 재매개화를 시도하였고, 

패션 필름으로서 강조해야 할 분위기 연출을 위해 컴퓨

터 그래픽 작업 시, 텍스쳐가 들어간 필터로 노이즈 효과

[그림 1]를 주었었고, 죽음의 여신들이 제임스 본드를 죽

음으로 유혹하는 죽음의 안무 씬[그림 2]에서는 죽음의 

표현을 과장되게 하기 위해 불 속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

고 주조 색으로 레드 컬러를 사용하여 강렬하게 표현한 

창작 안무를 삽입하였다[그림 2].

 

▶▶ 그림 1. 본인 작품       ▶▶ 그림 2. 본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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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Skyfall Title Sequence Hommage Film>(2015)(이하 본인작품) 은 원작 <007 Skyfall Title Sequence>(2012)(이하 원작) 을 

패션 필름(fashion film)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접근과 재매개화(remediation)를 시도한 본인의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이 작품에서 오마주(hommage)와 패스티쉬(pastiche)기법을 통해 연작 형태의 007 타이틀 시퀀스 제작방식을 그대

로 가져오면서도 패션 필름으로 재목적성을 시도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형식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리지널리티의 왜곡

(distortion)과 전환(transformations)으로 인해 ‘원본에 대한 고유성을 침해하는가, 혹은 오마주나 패스티쉬 기법으로 재생산되어 

새로운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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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스티쉬와 재구성 

  패스티쉬는 모더니즘 시대 이후 사용되는 창작 방식 

중 하나이며 타 분야의 이미지 혹은 모티프, 에피소드 등 

그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혼합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텍스트가 가지

는 의미는 상실되며, 작가의 주관적 각색을 통하여 새로

운 의미로 재편성된다[2]. 

 

▶▶ 그림 3. 원작      ▶▶ 그림 4. 본인 작품 

  원작에서는 죽음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덤의 비석들

이 등장하는데, 이 비석들을 해골의 이빨로 표현하고 스

모그 이펙트로 해골과 음산한 느낌을 연출[그림 3]하였다

면, [그림 4]에서는 불 속 죽음의 여신의 얼굴에 해골을 

합성시켰고, 카메라 워킹을 눈 속으로 줌 인(zoom in)해 

죽음으로 이끄는 여신을 함축적 이미지[그림 4]로 재구성 

하였다. 

3. 오마주와 유사성 

 

▶▶ 그림 5. 원작          ▶▶ 그림 6. 본인 작품

  [그림 6]은 [그림 5]의 원작 이미지를 모티브로 재현한 

이미지이다. [그림 5]의 물속에서 피가 번지는 이미지를 

[그림 6]의 붉은 나뭇가지가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하였

다. 원작에서는 스파이인 제임스 본드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피, 해골, 총알, 

총, 건베럴의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

들을 나열하고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원작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Ⅱ. 결론

  오늘날 미디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작용을 하

기도 하고, 재매개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해내기

도 한다.

  본인의 작품 또한 원작으로부터 패스티쉬와 재매개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로의 결과를 이끌었다. 동시에 영화 

타이틀 시퀀스 장르에서 패션 필름으로 확장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차후 추가적으로 재매개와 트랜스 미

디어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간다면, 다른 매체로의 전환 

혹은 변이된 작품에 대한 연구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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