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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surrealism and its 

expression technique and to develop creative and artistic women’s coat design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tic artists 

and designers.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was done and design and actual 

works of women’s coats were made. Surrealism was applied to fashion by 

Schiaparelli in the 1930s and it has constantly been applied by many fashion 

designers. The examples used in fashion were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or natural objects,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objects, position 

change and optical illusion. Based on this examination, motifs were drawn 

from paintings of Rene Magritte, Salvador Dali, Vladimir Kush, and Rafal 

Olbinski, who most inspired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with their works. 

The creative and artistic sense of five women’s coats for 20’s and 30’s were 

designed using surrealistic paintings and fashion design expression techniques 

in a view of social problem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fashion design and its field with original design 

which is inspired by surrealistic formativeness and expression technique with 

social criticism. It is also possible for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if various designs are presented through 

grafting various artistic expression techniques onto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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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화·정보화로 인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

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이루었

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와 정보의 편중, 가치관의 혼

란, 메스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문화의 획일화, 몰개성, 인

간 소외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21세기 현대사회

에 초현실주의와 같이 현실을 부정, 비판하고 인간의 본질

을 탐구하는 철학 및 예술적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Hong, 2017).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1920년대부터 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성적 관념이나 예술 양식으로부터 벗

어나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을 탐구한 양식이다. 초현실주

의는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

어둔다는 점에서 모호하고 역설적인 현대사회의 예술코드

와 부합된다(Yoon, 2015). 

  초현실주의 작가로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대중문화 전

반에 영향을 준 살바도르달리(Salvador Dali, 1904-1989), 

논리와 상식을 뒤집는 이미지를 그려낸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1967), 개인적 고통을 초현실주의 

미술로 승화한 프리다칼로(Prida Kahlo, 1907-1954), 로베

르토 마타(Roberto Matta, 1911-2002)가 대표적이다. 그

리고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는 살바도르 달

리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1930년대에 초현

실주의적인 기법을 패션에 접목시킨 엘자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를 필두로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1948- ), 알렉산더 맥퀸(Lee Alexander 

Macqueen, 1969-2010), 빅터&롤프(Viktor&Rolf, 1969- 

),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1970- ), 제레미 스

캇(Jeremy Scott, 1975- ) 등 많은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재현되었다.

  초현실주의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지는데, 첫째는 초현실주의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Eun, Lee & Park, 2007; Yoon, Kim, & Oh, 

2015), 둘째는 패션에 응용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중심

으로 한 연구(Chang, 1990; Choi, 2004; Kwak & 

Chung, 1995; Kwon, 2009), 셋째는 초현실주의 패션디자

이너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K, Kim & M, Kim, 2006; 

Kim. I, 1993; Won, 2006) 등이 다양하게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특정 의복 아이템의 디자인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

다. 특히 코트는 겨울의 필수 아이템이고 기능적, 실용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보온을 위하여 착용하는 겉옷이

라는 경제적, 재료적 한계 때문에 디자인에 제한이 많아서, 

예술과 접목한 패션 작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미미한 실

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개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코트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코트 디자인의 다양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질서를 벗어

나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려 한 초현실주의의 기본 정신을 

재해석하여 21세기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코

트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회화의 표현기법

을 고찰하고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대표적인 

예술가 및 엘자 스키아파렐리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 패션

의 다양한 표현기법 및 21세기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반영한 독창적이고 예술적 감각의 코트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

구와 실물 제작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단행본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개념과 초현실주의 회화 및 

패션디자인 기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패션디

자인 사례는 1930년대 스키아파렐리의 작품부터 최근까지

를 선행연구, 단행본 및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적용하고 현대사회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시각화한 5점의 

코트를 디자인하여 실물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초현실주의는 ‘사실주의(Realism)’보다 더 진실한 현실, 즉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시인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가 1917년 

처음 사용하였다.(Fiona, 1997/2003). 초현실주의 이론이 

보다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1896-1966)이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1924년부터이다. 브르통에 의하면 초현실주의는 “남성명사, 

마음의 순수한 자연현상으로서, 입으로 말하든 펜으로 쓰

든 혹은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사고의 참된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것. 이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심

미적, 윤리적 관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해지는 사고의 구

술”이라고 하였다(Jin, 2011).

  이러한 초현실주의 정신은 성적 충동을 기본으로 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였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Sigmund Freud, 1856-1939)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나,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현실



22      패션비즈니스 제22권 1호

세계에 과감히 맞서는 행위로써 자유와 환상을 강조하여 

인간 본성을 회복하려 하였다(Ryu, 2010). 이러한 태도는 

대중매체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현

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 예술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초기

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87), 앙드레 마송

(Andre Masson, 1896- 1987), 호안 미로(Joan Miro,

1893-1983),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 1911-2001) 

등이 추구한 추상적 초현실주의는 형상의 재현을 거부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후기의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이 추구한 사실적 초현실주의는 사진과 

같은 정밀한 표현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

이 공존하는 환상과 꿈의 세계를 표현하려 하였다(Eun, 

Lee, & Park, 2007). 여기에는 데페이즈망, 이중이미지, 트

롱프뢰유, 오브제가 해당된다. 패션에서는 추상적 초현실주

의보다 데페이즈망, 오브제를 중심으로 한사실적 초현실주

의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었다(Choi, 2004).

Figure 1. Max Ernst, The Master's Bedroom, 1919
(www.wikiart.org)

Figure 2. Max Ernst, L'évadé, 1926
(www.moma.org)

Figure 3. Max Ernst Vision Induced by the Nocturnal
Aspect of the Porte St. Denis, 1927

(www.wikiart.org)

Figure 4.  Max Ernst
Lo specchio rubato, 1941

(www.mutualart.com)

1. 추상적 초현실주의

추상적 초현실주의의 주요 기법에는 콜라주(Collage), 프로

타주(Frottage), 그로타주(Grottage),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오토마티즘(Automatism)이 해당된다.

  회화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막스 에른스

트였다. 그는 1919년 이후 Figure 1과 같은 실물을 이어 

붙이거나,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기거나, 한 

화면 안에 실물과 유화를 결합시키는 등 콜라주를 창작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Jin, 2011). 또한, 동전 문지르기

와 같은 Figure 2에 제시된 프로타주 기법도 개발하였는데, 

거칠거나 재미있게 생긴 표면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목탄으로 문질러 표면에 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껍게 칠해진 캔버스를 그와 같은 표면 위에 놓고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감 층을 긁어내는 Figure 3과 같

은 그로타주기법(Fiona, 1997/2003), 물감을 흘려 우연히 

얻어진 이미지를 종이로 찍어 대칭적 효과를 낸 후 첨삭을 

더한 Figure 4와 같은 데칼코마니기법 등 창의적인 표현기

법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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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자동기술의 한 방법으로 Figure 5

에 제시된 ‘우아한 시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

은 네 명의 작가가 종이 위에 글을 적거나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접어서 넘기면, 뒷사람이 앞사람의 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 글이나 그림을 이어 나가는 방식으로 완성된 작품

이었다. 화가들 역시 의식의 검열 없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직접 포착하는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기법을 오

토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

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

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Monthly Art Editorial Department, 1991). 앙드레 마송의 

Figure 6과 같은 자유 드로잉과 Figure 7의 캔버스에 아교

를 바르고 그 자리에 모래를 뿌린 후 털어내어 생겨난 구

조를 바탕으로 연필과 채색으로 완성하는 모래그림이 대표

적인 예이다(Jin, 2011).

  이 추상적 초현실주의 기법들은 자연 재료와 인간의 상

상력이 결합된 것으로, 작가의 개성이나 의식보다 무의식

에 의한 우연성을 강조하여 작가마저도 관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면을 순수하게 ‘베껴 그릴 것’을 요구

하는 브르통의 자동 기술은 착상에는 유용하였지만 체계적 

형상화, 해석을 거치는 회화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었다

(Joachim, 2007/2008).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을 동일선상

에서 묘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

적 초현실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Choi, 2007).

Figure 5. 
Yves Tanguy, Joan Miró, Max Morise, 

Man Ray
Cadavre Exquis, 1927

(www.moma.org)

Figure 6. 
André Masson 

Furious Suns, 1925

(www.moma.org)

Figure 7.
 André Masson 

Battle of Fishes, 1926

(www.moma.org)

2. 사실적 초현실주의

후기의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프리다 칼로(Prida 

Kahlo, 1907-1954) 등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점차 꿈을 

표현의 중심에 두고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진 같은 이

미지를 묘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데페이즈망(Depaysement), 

이중이미지(Double-image), 트롱프뢰유(Trompe-ľœil), 오

브제(Objet)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Figure 

8과 같이 엉뚱한 물체나 형상을 연관이 없는 장소에 배치

하여 이질적인 결합으로 심리적 충격을 주는 데페이즈망 

기법이 가장 대표적이다(Yeolhwadang Editorial Department, 

1979).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는 추상적초현실주의보다 이와 

같은 사실적 초현실주의 기법이 주로 활용되었다(Choi, 

2004).

  또한 그들은 꿈을 시적으로 묘사하여 종종 수수께끼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Figure 9와 같은 이중이미

지는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실재와 상

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어쩌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공간을 표현한 기법이다

(Fiona, 1997/2003). 또 다른 기법으로는 Figure 10처럼 

실물과 같은 묘사로 눈속임, 착시를 일으키는 트롱프뢰유 

기법이 있다. 이는 중세 화가들이 시도했던 기법인데, 이를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등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자

신의 작품에 즐겨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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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ne Magritte,

Threatening Weather, 1929
(www.wikiart.org)

Figure 9. 
Salvador Dali, Apparition of Face and Fruit 

Dishon a Beach, 1938
(Robert & Gilles, 1994, p.124)

Figure 10. 
Rene Magritte,

The Red Model, 1935
(Richard, 1989, p.96)

  

Figure 11. Rene Magritte,
The Treachery Of Images (This Is Not a Pipe), 1929

(Richard, 1989, p.199)

Figure 12. Salvador Dali,
Lobster Telephone, 1938
(Richard, 1989, p.145)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실재와 상상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

도도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의 사물을 다른 시각에서 접

근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오브제 기법을 활발히 

사용하였다. Figure 11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오

브제를 작품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Figure 12처럼 가재와 

전화기가 결합되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성적 표현을 하

였다(Fiona, 1997/2003).

  이상의 내용을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기법과 개념, 주

요 작가를 중심으로 Table 1에 정리하였다.

Ⅲ.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본 장에서는 초현실주의 패션이 등장한 1930년대부터 최

근까지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응용한 의상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Choi, 1993; K. Kim & M. Kim, 2006; Won, 

2006)에 따르면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중 패션에 주로 활용

된 것은 오브제의 주제에 따라 신체 부위의 형상화, 자연

물의 형상화, 사물의 은유와 변형, 디자인 기법에 따라 위

치 변형과 착시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신체 부위의 형상화

초현실주의 패션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루엣, 재치 있

고 기발한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신체 일부를 떼어내 예

상치 못한 부위에 배치하여 낯선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

가 매우 많은데, 주로 사용되는 부위는 눈, 입술, 가슴 등

이며(K. Kim & M. Kim, 2006) 이를 데페이즈망, 오브제, 

트롱프뢰유, 이중이미지기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Figure 13은 데페이즈망 기법의 패션으로, 감춰진 인체 

골격을 역설적으로 의복 밖으로 드러내었다. Figure 14는 

블랙 코트에 스팽글 처리한 입술을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

게 배치한 작품이다. Figure 15는 눈과 눈썹을 재킷의 중

앙에 확대 배치하여 의복 전면이 마치 얼굴처럼 보이는 초

현실주의 패션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Figure 16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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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tic Paintings and Major Artists

Classification Concept Surrealistic Paintings Major Artists

Abstract 

Surrealism 

Painting

Automatism

Drawing in a free way as the 

hand moves without a habitual 

technique

Joan Miro,

Andre Masson,

Roberto Matta,

Jackson Pollock

Collage

The art of making a new image 

by sticking pictures from 

magazines, dissimilar materials, 

etc. onto a surface

Max Ernst

Frottage

The art of making an image by 

rubbing a piece of paper against 

a rough surface of material such 

as wood

Max Ernst

Grottage

The art technique that involves 

laying a canvas prepared with a 

layer of oil paint over a textured 

object and then scraping the 

paint off to create an 

unexpected surface

Max Ernst

Decalcomanie

The art technique of getting a 

symmetrical image by squeezing 

an object earned accidently from 

flowing paint on a piece of 

paper  

Max Ernst

Realistic 

Surrealism 

Painting

Depaysement

The art of producing a 

psychological impact by putting 

objects or  images on unrelated 

places

Salvador Dali,

Rene Magritte,

Prida Kahlo

Double-image

The art technique of showing 

more than two images out of 

one image

Salvador Dali,

Rene Magritte

Tromp-ľœil

The art technique of deceiving 

eyes by providing very exact 

depiction of an object

Salvador Dali,

Rene Magritte

Objet

The art technique of getting an 

new image by approaching an 

usual object from a very 

different pont of view

Salvador Dali,

Rene Magritte,

Max Er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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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lsa Schiaparelli 

Skeleton Dress, 1938
(www.schiaparelli.com)

Figure 14.
Yves Saint Laurent

Lips motif coat, 1971 S/S
(www.vogue.com)

Figure 15.
Yves Saint Laurent

 Yeux d'Elsa jacket, 1980 F/W
(Richard, 1989, p.71)

Figure 16. 
Prada, 2009 F/W Milano

(www.vogue.it)

Figure 17.
Manish Arora, 2012 S/S Paris

(www.trendhunter.com)

자부터 드레스까지 강렬한 삼원색을 사용하여 신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의상으로 표현된 눈, 코, 입만 보이도록 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이 잘 활용된 작품이다. Figure 17은 트롱

프뢰유 기법으로 인체 내부에 숨겨진 뼈와 장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면서도 의상으로 인체를 가리는 역설적인 효과

를 보이는 작품이다.

2. 자연물의 형상화

초현실주의 패션에는 꽃, 나무, 나비, 동물, 새 등의 자연물

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꽃을 형상화하거나,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애벌레를 통해 잠재된 욕구의 해방을 표현

한 사례가 많다.

  Figure 18은 살바도르 달리의 ‘바닷가재 전화기’에서 영

감을 얻어 아름다운 드레스에 숨겨진 여인의 성을 대담하

게 드러낸 이중이미지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Figure 19

는 드레스 뒷면에 날개 모양의 장식을 달아 나비가 된 듯

한 이미지를 주는 오브제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Figure 

20은 동물의 뿔을 어깨에 다는 위치 전환으로 데페이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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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lsa Schiaparelli, Lobster Dress, 1937

(Dilys, 2004, p.134)

Figure 19. 
Thierry Mugler, 1997 S/S Paris

(www.elle.com)

Figure 20.
Alexander McQueen, 1997 F/W

(metmuseum.org)

Figure 21.
Alexander McQueen, 2008 S/S Paris

(awhitecarousel.com)

Figure 22.
Manish Arora, 2009 F/W Paris

(www.vogue.co.uk)

Figure 23.
Viktor & Rolf, 2015 S/S Paris

(www.vogue.com)

과 함께 뿔이 날개처럼 보이는 이중이미지기법도 활용한 

사례이다. 이는 또한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

자 파괴자임을 인식,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Figure 21은 목 주위에 총천연색 깃털을 장식하였으며, 드

레스 전체에도 깃털 모양을 프린트하여 앵무새의 형상을 

오브제 기법으로 패션에 표현한 사례이다. Figure 22는 입

체적인 갑각류의 구조물을 의상 전면에 배치한 작품으로 

오브제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Figure 23은 트롱프뢰유 기

법으로 드레스의 일부는 꽃을 프린트하여 평면적으로 구성

하고 일부는 입체로 표현하여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한 착

시를 유도한 작품의 사례이다.

3. 사물의 은유와 변형

사물을 의복에 배치하여 본질을 드러내고 발상의 전환으로 

재미를 주거나 현실을 풍자하는 방식이다. 주로 오브제, 데

페이즈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Figure 24는 1933년 달리가 여성용 구두를 쓰고 찍었던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Won, 2006)으로, 신발을 모자

로 발상 전환한 사물 변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25는 오토바이 백미러와 헤드라이트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

여 사물과 복식의 경계를 허물고, 남성적인 오토바이로 여

성의 섹시미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Figure 26은 스커트 또는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한,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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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lsa Schiaparelli, Shoe Hat, 1937

(Dilys, 2004, p.137.)

Figure 25.
Thierry Mugler, 1992 S/S Paris

(www.vogue.com)

Figure 26.
Hussein Chalayan
2000 F/W London

(www.elle.com)

Figure 27. 
Viktor & Rolf

2005 F/W Paris
(www.vogue.com)

Figure 28.
Manish Arora

2009 S/S London
(www.vogue.co.uk)

를 넘어 사물과 의상의 기능을 통합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Figure 27은 이불과 베개를 그대로 떼어 

온 듯한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하였다. Figure 28은 트롱

프뢰유 기법과 함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오브제로 활용

하여 의상과 사물의 경계를 허물었다. 회전목마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유년시절의 행복한 기억이나 꿈을 상징한다.

4. 위치 변형과 착시

위치 변형과 착시는 데페이즈망기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의복과 달리 앞뒤가 바뀌거나 위․아래

가 뒤집히는 등 배치를 바꾸거나 트롱프뢰유 같은 착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K. Kim & M. Kim, 

2006).

  먼저 착시를 이용한 작품인 Figure 29의 보우놋 스웨터

(bowknot sweater)는 패션디자이너로써 엘자 스키아파렐

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린 작품이다. Figure 30

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스웨터를 찢은 것처럼 표현하여 낡

은 옷처럼 보이게 한 작품으로 찢어진 부분에 드러난 피부

와 의복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효과도 더해지고 있

다. Figure 31은 누군가가 손으로 착장자의 허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유도한 작품이다. Figure 3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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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Elsa Schiaparelli

Bowknot Sweater, 1927
(Dilys, 2004, pp.18-19)

Figure 30.
Rei Kawakubo

Lace Sweater, 1982
(Martin & Harold, 1993, p.99)

Figure 31.
Marc Jacobs

Trompe l'Oeil beaded dress, 1986
(Richard, 1989, p.91)

Figure 32.
John Galliano

2000 F/W Paris
(www.vogue.com)

Figure 33. 
Viktor & Rolf

2015 F/W Paris
(www.vogue.com)

Figure 34.
Moschino

2017 S/S Milano
(www.vogue.com)

상체에 그려 넣은 얼굴을 중심으로 상의에 털 장식을 달아 

머리칼처럼 표현하고 하의는 셔츠를 스커트처럼 입어 모델

의 몸 전체를 인물의 상반신처럼 보이도록 한, 트롱프뢰유

와 의복의 위치 변형이 함께 활용된 위트 있는 작품이다. 

Figure 33 역시 모델이 액자를 뚫고 나온 듯한 트롱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Figure 34는 검은색 원피스 위에 

핑크 톤의 비키니를 그려 넣어 모델이 종이 인형 비키니를 

입은 듯한 트롱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다음은 위치 변형을 시도한 작품이다. Figure 35는 재킷

을 거꾸로 입은 듯한 착시를 유도한 것이다. 봉제선은 그

대로 두었으나 미니멀하고 남성스러운 느낌의 수트가 앞·

뒤 위치 변형으로 자연스럽게 등이 노출되면서 섹시한 이

미지를 더하였다. Figure 36은 남성 모델이 블랙 턱시도에 

레드 펜슬스커트(Pencil-skirt)를 매치하여 착용하여 양극단

이 만나는 초현실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Figure 37은 

카디건을 스커트로 활용하고 소매를 묶어 햄 라인(hem 

line)을 장식한 작품이다. Figure 38은 구두 뒤축에 달린 

굽의 위치를 앞쪽 발볼이 끝나는 부분에 연결하여 기존 구

두 굽의 위치를 완전히 달리한 작품이다. Figure 39는 항

아리 모양의 원피스에 마치 베스트를 덧입은 듯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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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John Galliano, 1999 for Oscar

(www.vogue.com)

Figure 36. 
Alexander McQueen, 1995 S/S 

(www.vogue.com)

Figure 37.
John Galliano, 2008 S/S Paris

(www.vogue.com) 

Figure 38. 
Marc Jacobs, 2008 S/S New York

(www.elle.com)

Figure 39.
Junya Watanabe, 2012 F/W Milano

(www.vogue.com)

뒷면을 보면 두 겹의 원피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트롱

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패션은 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엘자 

스키아파렐리에 대한 오마주(hommage)로 여러 패션디자이

너에 의해 해를 거듭하여 발표되는 등 지금도 그녀의 영향

력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제작된 초현실주의 의상은 디자인의 소재나 의복의 형태 

및 디자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기성 질서에 대한 비판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에 따른 패션디자인 

사례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Ⅳ. 코트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기획 

본 장에서는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개

성과 심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대사회의 비판적인 메

시지를 반영한 코트를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 작가인 르네 마

그리트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과 은유화법으로 러시아의 

달리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쿠쉬(Vladimir Kush, 1965- )

와 일러스트레이터 및 포스터 화가로 이름을 알린 라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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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ical Case of Fashion Design for Using Surrealistic Expression Technique

Surrealistic 
Expression 
Technique

Concept Typical Case of Surrealistic Fashion Design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The art technique of 

using body parts as 

an unexpected 

fashion object

   

Examined by 

Shape of Natural 

Objects

The art technique of 

using natural motifs 

such as flowers, 

tress, butterflies, 

animals, etc. as 

fashion objects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Objects

The art technique of 

using everyday 

products as objects 

to create fun from 

a different view 

point or for satire
   

Position Change 

and Optical 

Illusion

The art technique of 

creating optical 

illusion or changing 

positions of clothes

   

빈스키(Rafal Olbinski, 1943- )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

다. 

  이들 사실적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주요 표현기법인 데페

이즈망, 이중이미지, 트롱프뢰유, 오브제기법과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 기법인 신체부위 형상화, 자연물의 형상화, 사

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를 본 연구의 코트 디

자인에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패션디자인 

사례와 같이 스키아파렐리에 대한 오마주를 이어가는 의미

로 스키아파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주요 모티브로 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본질

을 탐구한 초현실주의를 21세기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체성 

혼란, 환경오염, 인간 소외, 생명경시 등 현대사회의 문제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및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흐르는 시계’, ‘눈, 환경파괴’, ‘입술’, ‘서랍장’, 

‘손가락, 달걀, 꽃’의 현대사회의 메시지를 담은 5가지 디

자인 모티브를 선정하였다. 작품 Ⅰ은 ‘시간 여행’, 작품 Ⅱ

는 ‘제 3의 눈’, 작품 Ⅲ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작품 Ⅳ

은 ‘추억’, 작품 Ⅴ는 ‘새벽,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선정하

였다. 디자인의 주제 선정 과정은 다음의 Figure 40과 같

다. 



32      패션비즈니스 제22권 1호

Expression Techniques 
of Realistic Surrealism 

Painting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tic 
Fashion

Design Motif Theme

Depaysement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Flowing clock
Ⅰ

Time travel

Eye

Environmental 

Destruction

Ⅱ

The Third Eye
Examined by 

Shape of Natural 

Objects
Double-image

Lips

Ⅲ

Unbearable 

Lightness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Objects

Tromp-ľœil

Drawers
Ⅳ

Memory

Objet

Position Change 

and Optical 

Illusion

Finger

Ege

Flower

Ⅴ

Dawn, Birth 

of Life

Figure 40. Design Planning Process for Coat Using Expression Techniques of Realistic Surrealism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코트 디자인 시 고려한 

타깃(target)은 세련된 감각의 20-30대를 중심으로 하였고, 

작품 치수는 사이즈 코리아 제 7차 한국인 인체 치수

(2015)를 참고하여 25세~29세 여성 평균 사이즈를 기준으

로, 키 160.8cm, 가슴둘레 84.8cm, 허리둘레 72.4cm, 엉

덩이둘레 93.1cm로 코트를 제작하였다.

  디자인의 주안점은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현

대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의 코트에 

중점에 두었다. 또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컬러, 소

재, 비대칭 라인, 끝단 처리 등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

서도 자수 및 손그림 등의 수공예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예

술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디자인 전개

1) 작품 Ⅰ ‘시간여행’

항상 시간에 쫒기는 현대인에게 시간의 중요성과 삶의 의

미를 재조명하고자 달리의 작품 중 흘러내리는 시계의 이

미지를 차용하여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였다. 비대칭 칼라에 

흘러내리는 시계를 손그림으로 표현하여 시간의 중요성 강

조하였고, 시침과 분침은 자수로 정교하게 표현하여 수공

예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 이중이미지와 사물

의 은유와 변형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였다.  

(1) 응용 모티브 

작품 Ⅰ의 응용 모티브를 Figure 41, Figure 42에 제시하

였다.

(2) 디자인 응용

- 2017 트렌드 컬러 Lapis Blue를 사용, 부드러운 실루엣

에 청량한 컬러감을 연출

- 칼라에 손 그림으로 시계를 그라데이션 처리, 자수로 시

침과 분침을 표현

- 코트 칼라와 전체적인 실루엣은 흐르는 시간이 연상되도

록 흘러내리게 디자인

2) 작품 Ⅱ ‘제 3의 눈’

새로울 것 없는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

로써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바라자는 의미에서 르

네 마그리트의 ‘눈(eye)’을 차용하여 비대칭으로 디자인하

였다. 코트 전면에 배치한 커다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지구온난화로 고통 받는 지구를 표현하며 눈에서 헴 라인

으로 이어지는 절개선을 두어 코트의 뒷부분으로 연결하고 

등 부분에 또 다른 눈을 배치하여 보이는 현상 뒤에는 보

이지 않는 이면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의 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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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alvador Dali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Robert & Gilles, 1994, p.67)

Figure 42. Gennady Privedentsev
 Footprints of time, 2008

(www.arthit.ru)

Figure 43. Rene Magritte
The False Mirror, 1928

(www.wikiart.org)

Figure 44. Rafal Olbinski
Swan & Mirror, 1969

(www.tuttartpitturasculturapoesiamusica.com)

Figure 45. Mihai Criste
Mirage of Window, 2012
(www.featherofme.com)

이즈망과 신체 부위의 형상화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였다.

(1) 응용 모티브 

작품 Ⅱ의 응용 모티브는 Figure 43, Figure 44, Figure 45

에 제시하였다.

(2) 디자인 응용

- 채도가 낮은 블루 컬러를 이용하여 오염된 지구를 표현

- 제 3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지구 온난화로 줄어드는 

북극의 얼음을 묘사

- 하이넥 칼라와 A라인 실루엣의 체형을 커버할 수 있도

록 디자인

3) 작품 Ⅲ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웃도 모른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소외와 관계 단절을 살

바도르 달리 작품 중 입술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비대칭으

로 디자인하였다. 엇갈린 앞 중심과 불규칙한 헴 라인, 앞 

중심 허리선에 배치한 커다랗고 굳게 다문 입술로 현대인

의 대화 단절과 소외를 표현하였다. 입술을 손그림으로 정

교하게 표현하였고,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과 신체 부위

의 형상화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1) 응용 모티브 

작품 Ⅲ 의 응용 모티브는 Figure 46, Figure 47에 제시하

였다.

(2) 디자인 응용

- 겨울 코트의 대표 컬러인 블랙 사용

- 앞 허리부분에 Brick Red 컬러로 입술모양을 손 그림으

로 묘사

- 비대칭 헴 라인과 엇갈린 앞 중심선, 다문 입술로 소외

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

4) 작품 Ⅳ ‘추억'

현대인은 마음속에 다양한 욕구와 꿈, 추억을 간직하고 살

고 있다. 언젠가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깊이 서랍 속에 간직한 

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 이 작품은 서랍에 갇힌 현대

인의 꿈과 희망, 욕구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달

리의 작품 중 서랍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약

간 열린 서랍과 올 풀린 마감 등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현



34      패션비즈니스 제22권 1호

Figure 46. Salvador Dalí
Mae West's Face, 1934-35 

(Robert & Gilles, 1994, p.67)

Figure 47. Vladimir Kush
Farewell Kiss, Unknowned Period

(http://vladimirkush.com)

Figure 48. 
Salvador Dali

City of Drawers, 1936
(Richard, 1989, p.120)

Figure 49. 
Gennady Privedentsev
Environments, 2009

(theartstack.com)

Figure 50. 
Remedios Varo

Encuentro, 1959
(remedios-varo.com)

대인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오브

제, 트롱프뢰유,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1) 응용 모티브

작품 Ⅳ의 응용 모티브를 Figure 48, Figure 49, Figure 50

에 제시하였다.

(2) 디자인 응용

- 단순한 블랙의 A라인 롱 코트

- 손 그림을 이용, 박스 모양의 디테일을 포켓에 입체적으

로 표현

- 끝단을 정리하지 않고 원단 그대로 풀리게 처리하고 서

랍이 약간 열려 있도록 표현하여 현대인의 자유에 대한 갈

망을 시각화한 디자인

5) 작품 Ⅴ ‘새벽, 생명의 탄생’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탄생은 경외 그 이상이다. 여성은 

인간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이지

만 현대사회에서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살고 있다. 이러

한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과 여성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달

리와 쿠쉬의 작품 중 달걀에서 피어나는 꽃과 이를 잡고 

있는 손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달걀 형태의 실루엣과 이를 잡고 있는 여성의 손을 통하여 

억압받는 여성의 생명력을 강조하였고 꽃 오브제와 정교한 

자수 장식으로 수공예적인 느낌을 부가하였다. 초현실주의

의 데페이즈망, 오브제, 이중 이미지, 자연물의 형상화, 신

체 부위의 형상화, 위치변형과 착시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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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 모티브 

작품 Ⅴ의 모티브를 Figure 51, Figure 52, Figure 53에 제

시하였다.

(2) 디자인 응용

- 그레이 계열의 네오플렌 소재를 사용한 오벌 실루엣 

- 전체적인 실루엣이 탄생을 상징하는 알의 형태이고 

여성의 손과 손톱의 형태로 소매를 표현 

- 탄생을 연상시키는 달걀의 균열과 여성의 생명력을 상

징하는 꽃의 이중이미지를 자수로 표현

이상에 언급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코트 디자인 

작품은 Figure 54, Figure 55, Figure 56, Figure 57, 

Figure 58과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ure 51. Salvador Dali
The Metamorphosis of Narcisus, 1937

(www.wikiart.org)

Figure 52. Thor Lindeneg
Transformation, 2007

(www.artnet.com)

Figure 53. Vladimir Kush
Sunrise By The Ocean, 2000

(vladimirkush.com)

Figure 54. 
Work Ⅰ 

‘Time travel’

Figure 55. 
Work Ⅱ 

‘The Third Eye’

Figure 56. 
Work Ⅲ 

‘Unbearable Lightness’ 

Figure 57. 
Work Ⅳ
‘Memory’

Figure 58. 
Work Ⅴ 

‘Dawn, Birth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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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ign for Coat Using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Painting and Surrealistic Fashion

Work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m 
Painting

Expression 
Techniques of 

Surrealistic Fashion
A motif Clothing Schematization Detail of Work

Ⅰ Double-image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Objects

Salvador Dali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5

Ⅱ Depaysement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Rene Magritte

‘The False Mirror’, 

1928

Ⅲ Depaysement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Salvador Dalí

‘Mae West's Face’, 

1934-35

Ⅳ

Depaysement

Objet

Tromp-ľœil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Objects

Position Change 

and Optical Illusion
Salvador Dali

‘City Of Drawers’, 

1936

Ⅴ

Depaysement

Objet

Double-image 

Examined by Shape 

of Natural Objects

Examined by Shape 

of Body Parts

Position Change 

and Optical Illusion

Salvador Dali

‘The Metamorphosis 

of Narcisus’,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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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부터 문학, 예술 등에 걸쳐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을 탐구한 예술사조로, 모호하고 역설적인 

현대사회의 예술코드와 부합되어 많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동적인 분위

기로 형상의 재현을 거부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앙드레 마

송, 막스 에른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초현실주의와 

환상과 꿈의 세계를 사진과 같은 정밀한 방식으로 표현한 

르네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블라디미르 쿠쉬, 라팔 올빈

스키 등으로 대표되는 사실적 초현실주의로 양분된다. 

  초현실주의는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가 자신의 패

션 디자인에 응용한 이후 많은 현대패션 디자이너에 의해 

활용되었다. 패션에 주로 활용된 초현주의의 표현기법은 

사실적 초현실주의이며, 데페이즈망과 오브제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패션에 활용된 사례는 신체 부위의 형상화, 자

연물의 형상화,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로 

구분할 수 있고 이브 생 로랑, 티에리 뮈글러, 모스키노,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알렉산더 맥퀸, 빅터&롤프, 

마니쉬 아로라 등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 사회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르네 마그리트와 살바도르 달

리, 블라디미르 쿠쉬와 라팔 올빈스키 등의 사실적 초현실

주의 작품에서 표현기법을 차용하고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적 메시지를 반영하여 코트 디자인의 모티브를 추출하였

다. 또한,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의 효시인 엘자 스키아파

렐리에 대한 오마주를 이어가면서 초현실주의의 의미를 21

세기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한 20-30대 여성 타깃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여성 

코트 5점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디자인의 전체적인 방향은 첫째,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하고 현대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면서도 착용 가

능한 예술적 디자인에 중점에 두어 컬러, 소재, 구성선, 끝

단 처리 등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였다. 디테일한 부분은 

자수 및 손그림 등을 활용하여 예술성을 동시에 표현하였

다. 둘째, 신체 부위 및 자연물의 형상화,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 및 데페이즈망, 이중이미지, 트롱

프뢰유, 오브제 기법을 주제별로 적합하게 적용하였다. 셋

째, 실루엣은 A자형 혹은 H자형으로 우아하면서도 체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햄 라인과 앞 중심선의 변형

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넷째, 소재 측면에서 보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직물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기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혼방 소재도 사용하였다. 다섯째, 컬러

는 2017 S/S와 F/W 트렌드 컬러를 참고하여 블루, 그레이

를 선정하고 겨울을 대표하는 블랙을 추가하였다.

  작품 Ⅰ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지된 시계의 이미지를 통해 역설적으로 시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삶의 의미, 여유를 찾으며 살자는 메시지를 담

았다. 이중 이미지 기법 및 사물의 은유와 변형을 활용하

였으며, H라인 실루엣에 블루계열의 방모 소재를 사용하였

다. 

작품 Ⅱ는 ‘제 3의 눈’이라는 주제로 발전된 현대문명의 이

면인 온난화로 고통 받는 지구를 표현하였다. 손그림으로 

표현된 눈 안의 푸른 눈동자는 지구를, 흘러내리는 눈물은 

지구 온난화로 줄어드는 북극의 눈물을 상징한다. 데페이

즈망 기법 및 신체 부위의 형상화를 활용하여 초현실적으

로 표현하였다. A라인 실루엣에 모직물과 앙고라 혼방 소

재를 사용, 채도가 낮은 블루 계열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Ⅲ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주제로 얼굴처럼 

보이는 코트 전면에 굳게 다문 입술을 배치하여 대화의 단

절, 인간 소외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입술을 비율보다 확대 

배치하고 비대칭 헴 라인과 엇갈린 앞 중심선으로 단절된 

이웃과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하였

다. 데페이즈망 기법 및 신체 부위의 형상화를 활용하였다. 

A라인 실루엣에 100% 모직물 소재로 불규칙한 햄 라인과 

앞여밈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었으며, 블랙 컬러를 사용

하였다.  

  작품 Ⅳ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데페이즈망, 오브제, 트롱

프뢰유 기법 및 사물의 은유와 변형, 위치 변형과 착시를 

활용하였다. 이 작품에서 서랍은 현대인의 이루지 못한 욕

구, 희망, 행복한 추억을 담는 저장 공간을 의미한다. 서랍

은 현대인 누구나 갖고 있는 추억이자, 한편으로는 감추고 

싶은 기억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A라인 실

루엣의 롱 블랙 코트의 전면과 등 부분에 입체적으로 보이

도록 손그림으로 그린 트롱프뢰유 기법의 박스 포켓에 표

현하였고, 가장자리 마감의 올을 풀리게 처리하고 서랍이 

열려 있도록 표현하여 현대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시각

화하였다. 소재는 항균 처리된 뱀부 소재의 혼방 직물을 

사용하였다.

  작품 Ⅴ는 ‘새벽, 생명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데페이즈망, 

오브제, 이중 이미지 기법 및 위치 변형과 착시, 신체 부위

와 자연물의 형상화를 활용하였다. 달걀의 형태를 코트의 

실루엣에, 여성의 손가락을 소매 형태에 응용하였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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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은 오벌 실루엣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오플랜 소

재 안쪽에 솜을 붙여 두께감을 주었다. 금간 달걀을 뚫고 

피어나는 꽃과 여성의 손을 통해 억압받는 여성의 생명력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회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대상을 표현하였고, 뒷면은 

알에서 꽃이 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어둠의 끝에 반드

시 새벽이 온다는 이중 이미지를 응용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예술적이고 대중적이면서도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을 내재한 초현실주의 정신을 담아낸 코트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비록 과거의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에서 영

감을 얻었지만 21세기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

영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패션디자

인의 표현기법 및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코트 디자인이 제품생산으로 이

어진다면 손그림은 디지털 프린팅으로 대체하여 빠르게 변

화하는 트렌드에도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초현실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기법과 패션의 접목을 

통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시 및 패션 디자이너

의 사회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한 역할 확대도 기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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