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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approach of critical fashion 

by comprehending the appropriation of art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that influenc

es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relevant literature to explain th

e theoretical background behind critical fashion, and conducted a case study using exhi

bition catalogues, exhibition works, articles, fashion magazines, and fashion-related w

ebsites in order to examine cases of appropriation strategies. As a subversion of mean

ing by using an existing transposable object image to deliver an experience unlike the 

actual image, subversive appropriation in critical fashion takes existing things as they 

are and rearranges them with the purpose of subverting social values while having its 

subversive style of appropriation. Referring to a style that focuses on labelling the dis

tance between the subject, that refers and that which is referred to, referential approp

riation has been reprogramming existing things with an internal and introspective attit

udes. In other words, from an exploitative style of appropriation aimed at expanding 

the meaning with found in objects by avant-garde fashion designers, to a subversive 

style of appropriation aimed at subverting meanings with transposable objects by conc

eptual fashion designers, there has been a change toward the referential style of appro

priation aimed at expanding artistic forms with created objects critical fashion designe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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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양식 이외에 어떠한 일
원화된 예술의 양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
도로 다양한 예술양식이 공존한다. 고전 미술은 
각 시대마다 지향했던 미적 가치가 일정하고 시
대와 양식이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던데 반해, 

현대미술에 접어들자 수많은 양식들이 동시에 등
장하게 되는 바와 같이 패션에서도 2000년대 이
후로 주기가 짧은 수많은 패션들이 등장하고 있
다. 패션이란 한시대의 반응으로서 그 시대의 사
회, 경제, 정치, 기술의 일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
합한 수단 내지는 방법으로서 특히 인간의 내적 
이미지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있다(김민
자, 1986). 패션과 예술은 20세기 이전부터 서로
의 모티프를 전유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물을 
내어 놓으며 발전하였다. 이후 20세기 초 형식 모
방에서 출발한 패션과 예술의 공조는 20세기 후
반에 이르러 서로의 영역을 주저 없이 넘나들며 
창조물을 내어놓은 공생의 관계로 두 영역은 창
조자의 의지에 따라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냈다. 

  패션과 예술은 수많은 접근방식과 이유들의 접
점을 찾아내며 지속적으로 공존해오고 있다. 최근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매 시즌마다 그들만의 독
특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러 유행과 트
렌드를 피하고 전위적이고 개념적인 접근법에 의
지한다. 그 접근 방법 중에서 과거의 것을 빌려오
는 전유의 시도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필요한 선
택이 아니라 죄악으로 여겨지다 1960년대 이후에
야 이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디자이너들은 다시 한번 자유롭게 
과거를 전유하며 탐구하기 시작했다(김정혜, 200

5). 패션에서는 1960-70년대 이브 생 로랑(Yve

s Saint Laurent)의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

ian)에 이어, 1980년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9

90년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한스 벨머(Hans Bellmer), 2000년대 이후 릭 오
웬스(Rick Owens)의 레이 보워리(Leigh Bower

y), 그리고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의 듀
안 핸슨(Duane Hanson) 등의 사례에서 작품 생
산방식으로서 전유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

듯 창조적 영감의 관점에서 확인되듯 패션과 예
술은 크로스 오버되며, 공생관계를 맺고 있지만, 

더불어 상호 작용하면서 산만해진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최근 예술이 상업주의, 불안정성,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패션계에 지위를 부
여하는 이점을 제공하고, 패션과 예술이 스펙타클
한 글로벌 사회 속으로 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생겨난 크리티컬 패
션(critical fashion)은 소비를 목적으로 패션과 
예술의 차이점을 끊임없이 붕괴시켜 동질화하고 
있는 문화 산업의 통합에 저항하기 위해 기존의 
패션산업 시스템에 도전하는 실천적 패션을 말한
다. 나아가 크리티컬 패션은 예술성을 강조하던 
예술계가 패션계의 상업적인 형태로 유사하게 닮
아가는 패턴과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패션 관람자
에게 다가가고 현대 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패션에서 비판적인 접근을 실천하기 위
한 연구단체로는 2019년 초에 Natalya Lusty, H

arriette Richards 와 Rimi Khan 에 의해 설립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교(The University o

f Melbourne)의 문화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기반
을 둔 CFS(Critical Fashion Studies) 연구 집단
이 있다. CFS는 패션 학자, 실무자, 업계 구성원
을 모아 지속 가능성, 윤리 및 혁신에 대한 연구
를 진전시키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지속가능성, 

윤리적 생산과 소비, 혁신적인 디자인 관행을 강
조하면서 패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접근을 위
한 연구 포럼이다. 2020년 2월에는 패션의 미래
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학술 연구
와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Critical Fashio

n Studies Conference」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크리티컬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비판적 접근방식을 보이는 크리티컬 패션
의 전유적 해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패션 큐
레이팅과 패션디자인 측면에서 예술적이고 비평
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연구(Annamari & Clark, 2

018; Geczy & Karaminas, 2017; Geczy & Milln

er, 2015; Teunissen et al., 2014)가 이루어졌으
나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인 현상으로서의 전유예술을 이해하고, 전유적 해
석을 통해 크리티컬 패션의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패션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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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현상에 비평적 태도를 보이는 크리티컬 
패션디자이너의 작업에 나타나는 전유 전략을 분
석함으로써 새로운 미적현상으로서의 크리티컬 
패션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
다. 크리티컬 패션의 전유적 해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
하였으며, 전유 전략 사례 고찰을 위해 패션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와 전시도록, 전시작품, 기
사, 패션전문지 및 패션관련사이트 등을 통한 사
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범위는 사회와 패
션시스템에 대한 사회비판적 메시지 중심의 크리
티컬 패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
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다양한 패션 매체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브제 전유예술

1) 오브제 전유의 개념

  전유(appropriation)는 일상의 잠재성을 끌어내
는 창의적이며 주체적 행위로서, 앙리 르페브르
(Henri Lefebvre)가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
진한 핵심적 개념이다. 르페브르가 말하는 전유란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
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
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소외되
지 않은 인간, 자기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전유(appropriation)의 어
원은 ‘그 자신의(proper)’ 혹은 ‘자산(property)’

을 의미하는 라틴어 propius 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전적 의미는 ‘사용’, ‘도용’으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다, 사용하다, 착복(steal)

하다,’ 등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빌리다’, ‘남의 것
을 자기 것으로 하다’ 더 나아가서는 ‘훔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주연, 1998). 이 의미를 
토대로 특히 현대 미술에서의 전유는 미술사, 광
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단순히 빌려
온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형상과 

합성 시키거나 재구성하여 또 다른 작품을 창조
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

  문화연구에서 유래하는 용어인 전유는 어떤 형
태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수용한 뒤 그 
문화자본의 원래 소유자에게 적대적이도록 만드
는 행동을 가리킨다.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

opriation)’라고 하면, 주류 문화에 속하는 이들이 
소수자와 집단의 문화적 요소나 자산을 무단 전
유해 제 것처럼 부리거나 제 것으로 삼는 일을 지
칭한다. 즉, 한 문화 내부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그것에 대한 정당한 존중이 없이 
외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임근준, 2018b). 알베로토 코르다(Alberto Kord

a)가 찍은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얼굴이 그
려진 티셔츠가 이런 문화적 전유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예술분야에서 말하는 전유는 예술가가 기존작
품의 형식이나 재료, 창작관념, 창작이념, 심지어
는 내용을 새로운 맥락 안에 재배치한 뒤, 기존작
품과 다른 의미를 불어넣은 것을 가리킨다. 결국, 

예술에서 말하는 전유는 기존의 양식 또는 이미
지를 활용하여 예술가의 사유를 거치거나 새로운 
맥락을 설정하여 새로운 관념을 세우고 이를 전
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생겨나는 새로운 의미
는 명확하거나 모순될 수 있는 상반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즉 전유예술(appropriation art)이란 작
품의 원본성, 저자의 권위문제, 작품의 재맥락화
(recontextualiz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작 이미
지 즉, 명화, 혹은 유명한 이미지로 대표되는 이미
지가 가지는 선전효과와 의미를 활용하는 미술을 
일컬으며, 전용(專用)미술, 도용(盜用)미술로도 
번역된다(이상정, 2010). 미술에서 전유는 새로
운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
는데 있어 새롭게 창안하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
니라 과거나 기존에 있어왔던 작품이나 이미지를 
빌려와 합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즉 과거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대중문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등장했던 
기존의 이미지들을 끌어와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미
술에서는, 인공의 시각 문화에서 전체나 일부의 
요소 및 차원을 전유하거나 재활용하되, 여전히 
원본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원전을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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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작품의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화 작용을 충족시킬 때, 이를 전유라 
일컫는다(임근준, 2012). 기본적으론 주류 문화
나 예술 혹은 관점을 비판하고 그 속성을 폭로하
는 성격을 띠고 있다(임근준, 2018b). 

  따라서 전유는 문화예술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이미 등장했던 이미지나 주체를 새로운 문맥 속
에 위치시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더니즘의 순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반영하는 동
시에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오브제 전유의 유형

  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해서는 과거나 동시대의 
작품으로부터 수많은 전유가 이루어진다. 현대미
술에서도 고전 작품을 이용하는데 이전 시대의 
화가들이 고전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감상자들이 
작품 주제의 출처는 어디에 있으며 왜 의도적으
로 그것을 새롭게 각색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
도록 하는데 차이가 있다. 전유에 있어 정말 문제
가 되는 것은 비록 형태를 전유했지만, 작품적 가
치와 의미내용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원작보다 더 미
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냐는 것
이다. 

  이러한 예술적 전유를 역사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모더니즘 시대의 ‘착취적 전유’와 컨템퍼러
리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전복적 전유’, 또 포
스트-컨템퍼러리 시대의 전유인 ‘참조적 전유’로 
변화하고 있다(임근준, 2018b).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모더니즘 시대의 마르셀 뒤샹과, 모더니즘의 
종말을 알리는 앤디 워홀(Andy Warhol),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셰리 레빈(Sherrie Levine), 19

90년대 이후의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의 작
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착취적 전유란 예술작품의 이미지와 대중문화
에서 생성되고 파생된 이미지와 패션코드, 즉 하
나의 문화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나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유행의 관례의 양상을 가져오면서 이를 
원래의 장소와 맥락에서 분리하여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

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뒤샹의 공업 용품인 변기를 <샘(The 

Fountain)><Fig. 1>으로 표현한 작품은 뉴욕의 
‘앵데팡당 전(Salon des Artistes Indépendants 

展)’에 출품했다가 전시를 거부당한 작품으로서 
마트(Matt) 회사의 변기에 제조회사의 이름인 리
처드 뮤트[R. Mutt, 1917]라고 서명만 했을 뿐인 
이 작품은 조각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반도덕
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최수미, 1998). 뒤
샹은 <샘>을 통해 예술가를 단순한 미술 작품의 
제작자에서 미술이라는 종합적인 ‘가치의 생산자’

로 바뀌어 놓았고 미술작품을 감상의 대상에서 
사유와 판단 그리고 담론의 경계 속으로, 다시 정
신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뒤샹의 작품은 미술이 
단순히 재현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R.MUTT는 단순히 텍스트로 작용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김의자, 2009). 즉 예술이
란 작가의 개념이라는 정신적인 면과 선택이라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
고 인식되어져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더니즘의 문을 연 마네와 20 세기 초 활동했
던 뒤샹 외에도 모더니즘 시대 많은 예술가가 전
유방식을 사용했지만 전유가 주도적인 창작방식
으로 인정받은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뒤
샹은 레디메이드를 통해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
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후 출현하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시도들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
한 시도들 중 하나로서,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한
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술가
들은 뒤샹의 도발적인 제안을 되살려 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유방식인 전복적 전유는 
기존의 오브제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이미지
와는 다른 경험을 주어 의미를 전복시키는 것으
로, 지배적 합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긍정과 비
판의 구분자체를 붕괴시키는 전유를 말한다. 전유
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상품, 소비문화의 팽배와 
함께 도래한 1960년대 팝아트라고 할 수 있다.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은 고급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로서 대중들의 소비문화 속 시각적 풍경
들을 전유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복제와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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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uchamp, <The Fountain>, 1917
(출처: 김원희(2002), p.119.)

<Fig. 2> Andy Warhol, Brillo Box, 1964
(출처: 이은경(2015), p.33.)

 <Fig. 3> Sherrie Levine, 
Untitled(After Edward Weston), 

1980
(출처: 김승권(2003), p.86.)

<Fig. 4> Edward Weston, Neil, 
1925

(출처: 김원희(2002), p.122.)

 <Fig. 5> Praxiteles, Kuros, 
350~325 B.C.

(출처: 김승권(2003), p.90.)

표현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예술과 기술, 사회에 
용해된 다양한 문화 자본의 전유를 통해 기존의 
인식을 전복시켰다.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의 <브
릴로 상자(Brillo Box)>(1964)<Fig. 2>는 전유 
이미지에서의 예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
다. 뒤샹은 ‘소변기가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워홀은 ‘슈퍼마켓의 브릴로 상
자들은 단지 실제 사물일 뿐인데, 왜 워홀의 <브
릴로 상자>만이 미술작품인가?’라는 질문을 했
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아서 단토(Arthur Dant

o)는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등장함으로써 슈
퍼마켓의 실제 브릴로 상자와 <브릴로 상자>가 
지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그 동안 
미술가의 목표였던 작품의 제작을 통해 미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종말을 고했고 그 이
후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미술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뒤샹은 다른 미
술가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체, 즉 오브제를 선택한 것이고, 워홀은 실제와 
동일하게 생긴 오브제가 미술의 맥락에서 제시되
면 실제 대상과 다른 경험을 준다는 것을 의식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장민한, 2014).

  뒤샹이 실제 레디메이드의 전유 전략을 통해서 
물화된 작품들이 현실의 음화(Negative)로서 작

가와 작품의 내재적 측면에서의 자기지시에 의한 
비판과 성찰이 강한 작동이었다면, 워홀의 레디메
이드 전유 전략은 복제된 레디메이드의 전략을 
통해서 원본과 복제의 전통적인 개념을 깨뜨린다. 

워홀은 복제된 작품들을 가지고 원작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원작들을 가지고 복제된 작
품을 모방하였으며, 이는 예술의 내부적인 성찰과 
함께, 사회적인 현실 또한 재료로서 수용된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방으로서의 대상과 
대상성을 부정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일상과 예술
작품의 경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메타차원의 형식
실험들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태, 2013).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복적 전유는 전통적인 의
미의 독창성과 창조력을 해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익숙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작가의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셰리 레빈(Sherrie Levine)과 야수마사 모리무라
(Yasumasa Morimura), 실비 플뢰리(Sylvie Fleu

ry)등은 전유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
제 기술, 성 정체성과 문화적 혼종성 등을 탐구하
는 대표적인 작가들이다.(이문정, 2013). 특히 셰
리 레빈은 현대 미술계에서 전유의 전략을 대표
하는 사진작가로 기원과 독창성의 개념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Krauss, 2003)한다. 레빈의 <Fig.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3권 1호 (2021. 2)6

- 6 -

<Fig. 6> Sylvie Fleury, 
C'est la Vie!, 1990

(출처: Natalie Rigg, (p.63). http://www.natalie-rigg.com/sylvie-fleury)

<Fig. 7> Sylvie Fleury, 
<Drastic Makeup> film stills, 2007

(출처: Natalie Rigg, (p.62). http://www.natalie-rigg.com/sylvie-fleury)

3>은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이 1925

년에 제작한 자신의 아들의 누드를 재촬영하여 
선보인 작품<닐(Neil)><Fig. 4>이다. 이를 통
해 레빈은 작품의 독창성과 창조자로서 저자의 
의미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크림프는 웨스턴의 
아들인 닐 웨스턴(Neil Weston)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고대 그리스의 프락시텔레스(Praxiteles)

가 제작한 청년입상(Kuros)<Fig. 5>의 포즈를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김승권, 2003). 즉 
레빈은 웨스턴의 작품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 조
각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결코 
독창적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레빈은 
권위 있는 미술가의 권리를 부정하고, 작품의 창
조자로서의 미술가와 의미와 해석을 만드는 담론
의 생산자로서의 관람객에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
고자 했다(문호경, 2002). 

  전유미술가들에 의해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실험된 전유미술은 각기 다른 참조대상을 전유하
면서 포스트모던 미술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부
상하게 되었고, 본질적인 문제에 정면도전하여 회
화와 예술의 다양한 출구와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류민정, 2011). 제스퍼 존스(Jasper Johns), 리
히텐 슈타인(Roy Lichtenstein)과 함께, 이후 셰
리 레빈과 제프 쿤스(Jeff Koons)에 의해서 그리
고 독일미술가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

er)의 자본주의 리얼리즘(Capital Realism)으로
부터 ‘전복적 전유’는 한층 심화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복적 전유와 다른 모호한 형태인 
참조적 전유는 인용하는 주체와 인용되는 것 사
이의 거리를 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유를 말
한다. 참조적 전유 개념 아래의 예술가들은 이제 
더 이상 날것의 재료가 아니라, 문화적 마켓 내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오브제를 이용해 작업한다. 

다시 말해 오브제들이 이미 다른 오브제들에 의
해서 정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창성과 창조라

는 개념들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에 다른 예술
가들의 작업에 자신들의 작업을 덧붙이는 이러한 
예술가들은 생산과 소비, 창조와 복제, 레디메이
드와 오리지널 작품 사이에 존재하던 전통적 구
분을 불식시키며 그들이 조직하는 재료는 더 이
상 원천적이지 않게 되며 그럴 필요도 없는 시대
인 셈이다(Bourriaud, 2016).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플뢰리는 
미술사나 패션계를 지배한 유수의 남성작가, 남성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유명하
다. 특히 플뢰리의 패러디방식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술사의 이미지를 전유한 ‘패션물품’을 참
조적 전유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C'est la Vie!>(1990)<Fig. 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플뢰리의 첫 작품인 <Fig. 6>는 크
리스찬 라크르와(Chistian Lacroix)가 뒤샹의 
<로즈 셀라비(Rrose Selavy)>를 전유한 1990

년대 출시한 향수<세라비(C'est la vie)-이것이 
삶이다>를 다시 미술로 패러디하는 방식을 보여
주면서 플뢰리만의 ‘패션물품의 참조적 전유’ 방
식을 확고히 하였다(이은경, 2015). 플뢰리는 쇼
핑백이외에도 자동차나 메이크업 팔레트와 같은 
기성품(ready-made)을 가져다가 이를 조작해 
예술작품으로 변형시켜 관객들이 전혀 다른 시각
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플뢰리는 사치품, 광고, 소비, 특히 쇼
핑 욕구에 대한 질문을 유도한다. 뉴욕의 조각 센
터(Sculpture Centre)에서 제작한 비디오<Fig. 

7>는 자동차 유압 장치를 사용하여 아이섀도와 
블러셔가 담겨 있는 섬세한 금속 콤팩트를 부수
고, 대형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여 남성성의 전형
적인 상징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플뢰리의 설치작
업들은 서구 사회의 문화적인 모순, 즉 소비가 정
체성에 영향을 미치듯이, 어떻게 상품의 세계는 
우리의 욕망을 일깨우면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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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et Mondran, Composition No. 2, 1921 
(출처: Yves Saint Laurent (p.33) Berge, P., 1996, Paris: Assouline.)

<Fig. 9> Yves Saint Laurent, Mondrian Dress, 
1965 F/W

(출처: Yves Saint Laurent (p.32) Berge, P., 1996, Paris: Assouline.) 

상력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플
뢰리의 작품에서 오브제는 그 자체로서 욕망의 주
제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플뢰리의 오브제들은 소비
의 즐거움에 앞서 예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
해 익숙하지 않은 관람자를 불편하게 하여 많은 비
평을 불러일으킨다(황미희, 2017).

  패션물품을 참조적으로 전유하는 플뢰리의 작
업태도는 디자인이나 패션분야가 순수예술과 서
로 영향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마
련해주었고, 다른 분야와의 장르 와해를 통해 무
궁무진한 작업의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
실히 보여준다. 또한 플뢰리는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과 감각으로 원본과의 적당한 차이와 비평의 
거리를 두면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
고 있다.

  이와 같은 참조적 전유는 워홀의 팝 아트 이후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된 포스트모던 예술가들의 
전복적 전유의 전략과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세리 레빈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이나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의 사진을 전유하였을 때에는 원본성의 가치와 
권위를 전복시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존재하였으
므로 그 저항과 전복성이 존재했지만 1990년대 
이후 작가들은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비판과 저
항정신과는 모호한 관계를 보여주는(정연심, 201

2) 방식인 참조적 전유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요컨데 전유 전략은 모더니즘 시대의 착취적 
전유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컨템퍼러리 시대에 
전복적 전유로, 다시 포스트-컨템퍼러리 시대에 
참조적 전유로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
한 오브제 전유전략은 새로운 시각적 자극과 정
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
기 어려운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식중 하

나로 논의되는 만큼 현대미술과 패션에서도 지속
적으로 발견된다.

2. 패션에서의 오브제 전유

  패션에서의 전유는 즉 ‘빌리다’의 의미는 자연
계, 미술계, 복식사 등에 모든 이미지를 부분으로 
이용하거나 전체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빌려온 여
러 가지 이미지를 다시 배열하여 새로운 이미지
를 형성하는 표현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패션
에서 전유는 최근에야 적용되기 시작한 개념이고, 

선(先) 존재하는 요소들에 대한 패션의 전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전유 행위들은 과거로부터 
‘빌린 것들’로서, 혹은 누군가 무엇인가 파악하기 
어려운 매개자가 패션계의 제작이나 수용에 영향
을 미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극하는 ‘경험
들’로 묘사되어 왔다(한순자, 2014). 

  모더니즘시대에 기존의 발견된 오브제를 사용
해 패션의 소재로 전유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이브 생 로랑이 있으며 그 외, 비비안 웨스트우드, 

마르탱 마르지엘라,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

tier), 쟝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등이 있다. 

  이브 생 로랑은 20세기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
거나 교류하며 미술, 문학작품에 패션을 도입하거
나 패션의 주제이자 소재로 미술, 문학작품들을 
전유하여 예술과 패션을 연결시켰다. 이브 생 로
랑은 몬드리안의 회화가 바우하우스의 순수와 연
결되는 20세기의 명작이라고 찬사하며 1965 F/

W에 신조형주의 화가였던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과 세르게이 폴리아코프(Serge Poliak

off)의 작품을 패션으로 도입했다(이예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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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ivienne Westwood, Punk shirt, 1977
(출처: http://punkflyer.com/seditionariesstore.html)

<Fig. 11> Martin Margiela, Porcelain Gilet, 
1989-90 F/W

(출처: Art & Fashion, Between skin and clothing (p.21) Brüderlin & 
Lütgens. 2011, Bielefed: Kerber Verlag.)

몬드리안 드레스(Mondrian Dress)(Fig. 9)는 몬
드리안의 회화작품 <구성(Composition) No. 2>

<Fig. 8>에서 면 분할과 원색 대입이라는 가장 
단순한 표현원리를 울 저지소재를 이용하여 자신
의 디자인에 그대로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
였다. 의복구성을 위한 선과 다트는 황, 적, 청의 
구성에 따라 면 분할에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분
할된 면에는 그 작품의 색채를 그대로 도입하였
다. 이브 생 로랑은 몬드리안 드레스를 발표하는 
동시에 패션의 대중화, 일상화를 열망하였고, 오
트쿠튀르에는 엄청난 불공정이 있다고 여겼다. 그 
당시 가구디자이너 리트펠트(Gerrit Thomas Rie

tveld)도 고급 예술이나 미술관의 장벽을 부르주
아의 속물근성으로 보았듯이, 생로랑은 거대 자본
이 지배하는 쿠튀르 시스템을 비판한 것이다(문
이자, 2015). 이브 생 로랑은 1965년 몬드리안 
룩을 시작으로 1966년 앤디 워홀의 예술적 경향
을 따라 팝아트 드레스를 디자인하였으며, 1979

년 피카소(Picasso)를 위한 컬렉션, 1981년 마티
스(Matisse)를 모티프로 한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김선영, 2011).

  기존의 유명 미술 작품이 아닌 문화를 이용한 
착취적 전유의 사례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있
다. Fig. 10은 영국의 록그룹 ‘섹스 피스톨(Sex pi

stols)’ 상의 중 하나이며 그들의 노래 이름 중 하
나인 ‘God save the Queen’ 문구와 여왕의 눈에는 
'No Futur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사진 속 여
왕의 입술 사이로 핀이 들어가 있는 푸른색 면으
로 된 낙하산 펑크 셔츠이다(MacDermott, 199

9). 웨스트우드는 복식을 통하여 당시의 문화를 
대변하는 독창성을 지닌 디자이너로서 펑크의 부

정부주의적 사상을 거부감 없이 현대 복식에 표현
하였는데 역시 이것은 펑크 문화를 대변하는 구호
를 복식에 전유한 그녀만이 가지는 실험정신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모더니즘의 흐름에 접근
하여 작품을 창조하였는데(Wollen, 1998), 이는 
비구조적인 복식형태의 일면에서 패션의 일시성
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르지엘라는 작품
<Fig. 11>에서 깨진 접시 즉, 조각난 자기제품(p

orcelain)을 메탈릭 와이어로 불규칙하게 엮어 베
스트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미묘하고 정교한 
내부로부터의 해체 작업을 통해 복식이 상징적인 
메타언어(meta-language)로 제시된다(서승미, 2

004). 뒤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을 연상케 하는 <F

ig. 16>는 식탁에서 사용하는 접시 본래의 용도는 
사라지고 ‘입는다’라는 새로운 기능의 옷을 의미
하는 ‘발견된 오브제’의 형식이다. 이러한 패션에
서의 레디메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기능
을 갖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패션이 표현수단으로 
제시하여, 그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떠나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
상의 사물은 무엇이든 패션의 표현 재료가 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패션의 표현영
역을 넓히고 있다(김지희, 유태순, 2003). 금속조
각이나 도자기 파편들로 이루어진 패치워크는 패
션에 도입될 수 있는 오브제의 확대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표현기법에 의한 소재의 발전임과 
동시에 오브제 사용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르지엘라는 착취적 전유 형태인 기존의 
발견된 오브제사용으로 패션 소재의 의미를 확장
시키고 의복의 물질성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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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패션에서의 예술의 전유 경향은 20세기의 
전반적인 예술 사조를 수용하고 예술과 패션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연결되어, 예술의 실용
화 및 패션의 예술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기존의 유명 미술 작품이나 이슈가 되
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전유하면서, 복식
에 접목시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
고자 하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는 자신이 
속해있는 시대를 대변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술
가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자연관이나 가치관을 서로 주고받아 왔다
(Yaffe, 1979). 패션 디자이너들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지극히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속성을 가지
는 대중적 요소를 직접 소재의 문양이나 소재 자
체로 도입하거나 또는 당시 사회의 시대적 상황
을 직·간접적으로 복식에 표현함으로써 거장의 
명작이든 대중매체의 작품이든 과거의 작품의 전
유를 통해서 현대 복식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
하면서 변화된 미의 가치기준으로 재해석하여 표
현하였다. 

Ⅲ. 크리티컬 패션의 오브제 전유 전략

  본 장에서는 크리티컬 패션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이론적 틀로서 고찰한 예술적 전유의 
시대적 흐름인 착취적 전유, 전복적 전유, 참조적 
전유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티컬 패션
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경향을 지칭
하는 개념이므로, 그 이전 시기의 양상을 설명하
는 착취적 전유를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크리티컬 패션에서 오브제를 전유하는 
방식을 전복적 전유와 참조적 전유로 나누어 각
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 전복적 전유

  크리티컬 패션에서 오브제를 이용한 전복적 전
유의 사례를 모스키노, 알렉산더 맥퀸과 레이 카
와쿠보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복적 전유는 기존의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착취적 전유와 동일하지만 전치 
가능한 오브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 이미지와
는 다른 경험을 주어 의미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지배적 합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긍정과 비판
의 구분자체를 붕괴시키는 전유로서 전시대의 전
유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전복적 전유는 미술
에서 주로 독창적인 소재로 새로운 화풍이나 작
품을 창조하는 대신 빌린 이미지를 그대로 제시
하거나 거기에 인위적 조작을 함으로써 모더니즘
의 원동력이 된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반격을 가
하는 행위(안영희, 1999)로 이해되고 있다. 

  전유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목적을 위
해 돌려쓰기’ 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 
본래의 의미를 박탈해 버리고 반면에 새롭고 혼
란스러운 충격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러
한 전유는 주로 패러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
작을 비평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원작의 내용과
는 무관한 현대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을 하
는 매개적 패러디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패션에
서는 해당 원 상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 상표와는 무관한 사회현상 인 대중문화와 소
비주의를 풍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프랑코 모스키노(Franco Moschino)의 로셀라 자
르디니(Rossela Jardini)의 복식에 나타난 풍자는 
뉴욕 메디슨가에 위치한 모스키노의 윈도우 디스
플레이의 ‘Label Queen Dress’<Fig. 12>를 통해 
잘 드러난다. 모스키노 로고의 쇼핑백과 라벨을 
이용해 중첩적이고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는 
구매자들의 소비수준에 대한 비판을 잘 보여 주
는 복식이다. 이처럼 모스키노에게 패션의 본질은 
사회적 발언의 매개체였으며, 위트와 유머는 그 
복식의 일부일 뿐이다(김빛나, 2014). 모스키노
의 드레스<Fig. 12>는 패키지용 가방이라는 기
존의 사물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패션을 형성하고 
있다. 패키지용 가방은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영감
이 부여되면서 본래의 기능인 물건을 넣는 기능
을 벗어나 조형성 표현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3차
원의 콜라쥬인 앗상블랑쥬(Assemblage)를 형성
하고 있다. 사물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사라진 전
치 가능한 오브제는 그 자체로 패션이라는 새로
운 의미로 제시되면서 하나의 조형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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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ans Bellmer, Poupée, 
1935

(출처: The surreal body: Fetish and fashion. 
(p.12) Wood, G,. 2007, Victoria & Albert. 

Museum).

<Fig. 14> Alexander McQueen, 
Bellmer La Poupée, 1997 S/S

(출처: Fashion at the Edge (p.114) Caroline, 
E. 2003, USA: Yale university press.)

<Fig. 15> Rei Kawakubo, 1997 
S/S

(출처: Critical fashion practice: From 
Westwood to Van Beirendonck (p.203) 

Geczy, A. & Karaminas, V. 2017, London, 
Oxford, New York, New Delhi, Sydney: 

Bloomsbury Academic.)

        

<Fig. 12> Rossela Jardini, Label Queen Dress, 
1996

(출처: 김빛나(2014), p.59)

  알렉산더 맥퀸의 <벨머의 인형(Bellmer La 

Poupée)><Fig. 14>은 1930년대 사진작가 한
스 벨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맥
퀸은 흑인모델 Debra Shaw를 통해 사각형 틀
에 묶여 인형처럼 걸어야하는 모델을 형상화 
하면서, 정형화된 아이디어와 감성을 깨부숴버
렸다. 맥퀸의 이 작품은 독일의 초현실주의 화
가 한스 벨머(Hans Bellmer)가 출판한「Die P

upple」 (1934) 책과 그의 작품과 관련이 있
다. 벨머는 1934년 초현실주의자들의 저널 
「미노타우로스(Minotaure)」에 <Poupée>를 
발표하였으며, 기형적인 샴 쌍둥이(Siamese t

win)를 연상시키는 혼합체를 보여주었으며, 이
는 여성 혐오에 대한 함축, 소아성애자 그리고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최정화, 201

6). 한스 벨머(Hans Bellmer)의 <인형(Poupé
e)><Fig. 13>은 여성 신체의 변형을 통해 여
성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가치를 비유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여성의 하체 부분을 과장되게 표
현함으로써 여성에게 있어 상체는 무의미하고 
남성의 성적 전유물로써 성기와 하체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형>은 자유롭
게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는 석고 인형을 통해 
그 동안 몸의 자연미와 숭고미를 탐구하던 경
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태와 비례를 변형시키
고, 신체의 각 부분들을 단절시키고 파편화시
킴으로서 인간존재의 존엄성을 왜곡시켜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성에 
대한 집착과 공포를 표현했다(Webb, 1975).

  이러한 벨머의 변형된 신체, 즉 전치 가능한 
오브제는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미적 대
상으로서 여성의 신체곡선을 추상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알렉산더 맥퀸과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Fig. 15>으로 이어져 표현되기도 하였
다. 레이 카와쿠보는 1997년 S/S <Lumps and 

Bump> 컬렉션에서 반투명 시폰으로  만든 드
레스와 엉덩이, 어깨 및 등의 쿠션으로 패딩 된 
파스텔 체크 소재로 구성되어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추었다. 카와쿠보는 서양식 대칭에 
대한 공격이었던 컬렉션을 통해 몸은 복식이 
된다는 몸에 대한 전형적인 서구적 이미지와 
복식미의 이상적 관념을 비판했다(Bonnie, 20

11). 이를 통해 맥퀸과 카와쿠보는 신체를 오
브제로 전유하여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닌 새로
운 미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
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2009년 F/W 컬렉션<Fig. 

18>은 1990년대 영국에서 활동한 기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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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eigh Bowery
(출처: https://www.vogue.it)

<Fig. 17> Alexander McQueen, 
<Reinvention>, 2009-2010 F/W

(출처: https://www.vogue.com)

<Fig. 18> Alexander McQueen, 
<Reinvention>, 2009-2010 F/W

(출처: Art/Fashion in the 21st Century 
(pp.50-51) Mitchell, O, S., & Alison, K. 2013, 

Thames & Hudson London.)

엽기스러운 퍼포먼스 아트의 행위예술가이자 
여러 방면의 예술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리 
보워리(Leigh Bowery)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
이다. 리 보워리의 작품들은 질서와 억압에 도
전하며 현실과 비현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를 모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의 변장이다. 즉 
자기 변형 퍼포먼스로써 사회가 강요한 질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한 것이다. 보워리
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유머를 표현한 페르소나로 기존
의 관습화된 사회적 질서를 전복한 바 있다. 그 
사례로 보워리는 작품<Fig. 16>에서 얼굴 메
이크업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정체성으로 표현
하였으며, 정상성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신체를 
통해 표준화에 저항하였다. 또한 과장된 입술, 

눈모양의 안경, 버슬 타입의 힙, 부조화 된 헬
멧 등과 같은 왜곡된 기관과 부조화된 의상들
을 표현하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비현실
적인 캐릭터와 같이 상상력을 자극하였다(이태
경, 최정화, 2018). 이러한 클라운 분장(clown 

makeup)은 카니발리즘(cannibalism)의 가면
이라는 이질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일상의 금
기를 깨고, 동경과 욕망을 감추는 동시에 드러
내는 가장의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김현
정, 임은혁, 2018). 이와 같이 보워리의 패션은 
자기 내면의 다양한 타자를 드러내는 퍼포먼스
의 도구로 사용된 기괴한 분장으로 성별의 경
계를 전복시키고 해체시켰다. 이러한 보워리의 
작품과 유사성을 보이는 맥퀸의 작품 <Fig. 1

7>은 하얗게 표현된 두꺼운 피부화장과 대비
되는 과장된 검붉은 입술라인의 메이크업, 우

스꽝스러운 전등갓을 닮은 모자 등은 모델의 
모든 신체부위를 완벽하게 가림으로써 진정한 
자아의 은폐를 통한 새로운 자아의 창조를 보
여준다(박혜경, 2011). 이와 더불어 죽음을 테
마로 한 맥퀸의 <재창조(reinvention)>컬렉션
에는 전치 가능한 오브제로서 신체 외에도 우
산, 자동차 타이어 휠, 스탠드 갓, 새장 등을 모
자에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변화되어가는 패션
을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로 오브제가 실험
적으로 사용되었다(Fig. 18). 이것은 용도의 
의미 전환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된 것으로, 오브제의 기
능이 전환되어 전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용도 전위를 통해 고정관념이 해체된 새장 오
브제로 새장에 갇힌 머리와 긴 가시들은 자기
학대와 외부와의 단절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
다. 이러한 맥퀸의 컬렉션은 전치 가능한 오브
제를 사용하여 다의적 개념의 매개체로 소통확
장과 강화를 보여주었다. 

  크리티컬 패션의 전복적 전유에서 사용된 전
치 가능한 오브제들은 현대의 소비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상생활 속의 획일화
된 제품이나 대량생산된 물품들을 전유하거나 
복제 및 모방하여 디자인에 활용함으로써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디자이너들이 
현실에서 전유하는 사물들은 창작자의 내적인 
심상을 표상하는 언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사물은 사물 그 자체와 이미 다른 
것, 즉 사물의 기존의 관계로부터 일탈된 배치
로 통해 은유적인 의미가 새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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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Jeremy 
Scott, McDonald's 
logo, 2014 F/W

(출처: https://www.vogue.com)

<Fig. 20> Jeremy 
Scott, brand logo 
pattern, 2014 F/W
(출처: https://www.vogue.com)

<Fig. 21> Jeremy 
Scott, Hershey's 

chocolate packaging, 
2014 F/W

(출처: https://www.vogue.com)

<Fig. 22> Demna 
Gvasalia, raincoats, 

2016 F/W
(출처: https://www.vogue.com)

<Fig. 23> Devil 
Tran, raincoats, 

2016 
(출처: https://www.vogue.com)

2. 참조적 전유

  참조적 전유는 인용하는 주체와 인용되는 것 
사이의 거리를 표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패션에서 참조적 전유의 사례를 
제레미 스캇(Jeremy Scott), 데빌 트랜(Devil 

Tran), 뎀나 바잘리아, 릭 오웬스, 버질 아블로
의 디자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더니즘의 가치를 공격하기 위한 전복적 전
유방식은 외부로 향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그대
로 가져와 재배치하여 사회적 가치를 전복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참조적 전유방식은 
내부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기존의 것들을 재
프로그래밍하고 있다고 보인다. 자본주의가 만
들어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표상 혹은 브랜드
를 서로 무차별적으로 참조적 전유하고 인용하
면서 그 가치와 서로의 영역들이 흐트러지고 
있다. 특히 모스키노의 디자이너 제레미 스콧
(Jeremy Scott)의 디자인에서 이러한 모순적
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스키노는 
<Fig. 19>에서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날드
(McDonald's)의 알파벳 M 로고를 전유하여 
패션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소비되며 획일
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것을 비판하였다. 모스
키노는 맥도날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패스트푸드인 맥도날드의 로고와 유사한 로
고를 통해 패션계의 빠른 패션을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안세희, 2020). 맥도날드의 자본
주의 대표 브랜드의 로고<Fig. 20>를 의복의 
패턴으로 접목하여 참조적으로 전유하거나, 식

품 브랜드인 허쉬(Hershey's) 초콜렛의 패키
징<Fig. 21>을 그의 패션디자인 프린트로 그
대로 참조적 전유하여 사용하면서 브랜드 자체
를 풍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소비되는 
공산품의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노출을 통해 
패션의 무가치하고 소비적인 단면을 비판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인의 방식으로 인해 이전의 요
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참조적 전유되면서 다른 
조합의 상태로 배열되게 되는데 이러한 참조적 
전유 태도를 통해 서로의 가치나 영역이 뒤섞
이게 되고 서로 다른 자본의 표상이 가지던 기
존의 교환가치나 잉여가치는 혼돈된다. 최근에
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패러디(parody)하는 
성향이 심화되어 번져나가면서 타 브랜드의 높
은 교환가치에 항변하기 위한 공식적인 패러디 
브랜드를 만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들 
들어 베트밈스(Vetememes)라는 브랜드는 데
빌 트랜(Devil Tran)이라는 젊은 디자이너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브랜드는 뎀나 바잘리아
(Demna Gvasalia)의 베트멍(Vêtments)이라
는 고가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겨냥하고 있
다. 이 기존브랜드인 베트멍 역시 이전 존재하
는 브랜드 로고를 참조적으로 전유하거나 기존 
존재하는 유니폼 등을 그대로 본인의 디자인으
로 가져오면서 패션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확
보하는 동시에 많은 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
다. 데빌 트랜은 베트멍<Fig. 23>을 베테밈으
로 철자를 변경하여 언어유희를 통한 패러디로 
브랜드의 이름을 창조했다(Fig. 22).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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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uane Hanson, Woman with a Laundry 
Basket, 1974  

 (출처: 류경미(2004), p.86)

<Fig. 24> Vetements, Clear Vinyl Plastic Bag, 
2018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은 브랜드가 가지는 태도와 그 가치에 대해 비
판적인 태도를 가하면서 브랜드의 이름에서 이
미 드러나듯 베트멍의 디자인을 그대로 참조적 
전유한 저가의 상품을 선보였다. 베테밈은 이
러한 베트멍을 다시 패러디함으로써 원본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 후 베트밈스는 불렌
시아가(Boolenciaga)라는 발렌시아가(Balenci

aga)의 패러디 모자까지 선보이며 자본주의 속 
저항적인 참조적 전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금의 모순적 상황들을 두고 
단순히 모방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상황주의의 참조적 전
유전략이 자본주의 속 전도되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패션에서 오브제의 전유는 생활 속의 
평범한 사물들을 가져와 패션의 한 부분에 수
용함으로써 일상과 패션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
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김보영, 2010). 현대
미술에 지대한 역할을 한 뒤샹의 오브제는 극
사실주의(hyperrealism)에 와서는 그 역할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듀안 핸슨(Duane Hanso

n)의 작품에서 일상의 오브제는 중요한 필수요
소가 되었다. 선택에 의한 새로운 발견으로서
의 ‘발견된 오브제’도 아니고 초현실적 의미로 
‘전치 가능한 오브제’(김유경, 2012)도 아니다. 

그의 작품 안에서의 오브제는 본래 용도가 변
하지 않고 작품의 실제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하
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대상에 입혀지는 옷
이나 착용하는 소도구, 가방 등의 액세서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지위와 나이, 상황을 
더욱 사실감 있게 표현해준다. 또한, 연극적 환
경 조성을 위해 생활 주변의 오브제들을 사용

해 일상의 현실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한
다. 듀안 핸슨의 작품 속의 오브제는 현실을 재
현하기 위한 ‘만들어진 오브제’(이수영, 2009)

의 형식을 갖는다. <Fig. 23>에서 보듯이 편
한 일상복을 입은 주부의 형상에 옷이 담긴 빨
래 바구니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세
탁용 세재를 그대로 재현하여 배치함으로써 더
욱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일상의 오브제는 작품 안에서 사물 그
대로의 형태로 예술과 현실을 잇는 매개체 역
할을 수행한다. 베트멍의 일상 이미지를 전유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백(plastic vinyl ba

g) <Fig. 24>과 같은 패션 오브제를 보면 주
변의 흔한 물건들을 형태 그대로 의미 전복 없
이 재현한 ‘만들어진 오브제’의 형식을 사용하
였다. “우리는 패션 드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팔아야 한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시대를 상징하는 우리 주변의 흔한 물건에서 
영감을 얻어 대중들이 가지고 싶은 아이템으로 
변신시킨다. 이것은 하이패션의 난해하고 관념
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패션의 일상성을 회복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리 보워리는 전복적 전유에서의 맥퀸 이외에
도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릭 오웬스(Rick Owens)의 Cyclopes (2016 S/

S)컬렉션의 작품이 리 보워리의 작품과 너무 
닮아있다는 이유로 이미지 표절논란을 일으켰
다. 모델<Fig. 26>은 다른 모델을 거꾸로 묶
어 캣워크(Catwalk)에서 내려져 마치 인간 배
낭인 것처럼 전달되었다. 컬렉션에서 신체는 
매달린 마네킹 인형처럼 매달리고 흔들렸고, 

이 컬렉션 뒤에 있는 컨셉은 자매결연의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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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크리티컬 패션의 전유 전략 유형

유형 오브제 의미 크리티컬 디자이너 전유방식 사례

전복적 
전유

전치 가능한 
오브제로 
의미전복

Moschino의 Rossela 

Jardini

패러디를 이용한 사물 
오브제  전유로 
패션소비문화비판

 

Alexander McQueen 

& Rei Kawakubo

초현실주의 개념을 
이용한 인체 오브제 
전유로 여성미의 기준 
비판    

Alexander McQueen

퍼포먼스 아트와 사물 
오브제를 이용한 
전유로 패션산업의 
권력비판    

참조적 
전유

만들어진 
오브제로 
예술양식의 확장 

Moschino의 Jermy 

Scott

브랜드 로고와 패키지 
오브제를 이용한 
패러디 전유

  

Vetememes의 Devil 

Tran

브랜드로고와 상품 
오브제를 이용한 
패러디 전유    

Vêtement의 Demna 

Gvasalia

일상적 오브제를 
이용한 극사실주의 
미술사적 코드 전유

  

Rick Owens

퍼포먼스 아트의 
이미지오브제를 이용한 
아트 형식 전유

  

Off-white의 Virgil 

Abloh

초현실주의 미술사적 
코드 전유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육성하는 모
델에 의해 상징화 된 여성들이 서로를 지원하
고 키우는 능력이 여성들이 문화에서 견딜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시각적 은유로 작용했다. 릭 
오웬스가 참조한 보워리의 <The Birth><Fig. 

25>는 1993년 톰킨스 스퀘어 공원(Tompkins 

Square Park)에서 열린 뉴욕의 연례의 드래그
페스트(dragfest)인 윅스탁(Wigstock) 페스티
벌에서 밴드의 퍼포먼스 작품이다. 이것은 벨
트(harnesses)와 팬티스타킹(tights)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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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만든 복잡한 의상으로(Granata, 201

6), 보워리의 배에 거꾸로 묶인 채 드레스 밑에 
숨어있던 보워리의 아내였던 니콜라 베이트먼
(Nicola Bateman)이 가짜 피와 함께 몸 바깥
으로 쏟아져 나오는 작품이었다. 보워리가 정
상성의 범주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은 신체의 경계와 한계를 탐구하는 그의 흥미
와 함께 육체적 기능에 의해 야기되는 당혹감
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드래그 문화(drag cultu

re)내에서 종종 과장되게 사용되는 전통적이고 관
습적으로 규정되는 여성미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릭 오웬스는 컨셉에 대해 언급하기를 
(인간)모델과 (백팩)모델을 연결해주는 ‘끈’은 일
반적으로 끈은 구속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서
로를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
다. 다시 말해 ‘인간 백팩’이란 서로에게 힘이 되
어주는 여성들의 관계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
다. 따라서 릭 오웬스는 맥퀸의 작품에서 전복적 
전유방식의 의미전복을 위한 전치 가능한 오브제
도 아니며, 관습적인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을 보여준 리 보워리와 컨셉과는 차이가 있
으며 만들어진 오브제 이미지로 참조적으로 전유
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적 전유의 마지막 사례로 오프 화이트(O

ff-White)의 창업자인 버질 아블로를 들 수 있
는데 아블로는 오래된 전통에 현대적인 문화를 
접목시켜 흥미로운 것을 찾는 젊은 세대의 취
향을 반영하고 있으며(나지언, 2018), 뉴욕, 

런던, 파리의 유스들, 세계를 가로지르며 경계
를 넘나드는 DJ들, 갤러리 시스템 밖에서 움직
이는 비주얼 아티스트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표
현의 이름으로 경계를 깨는 방식을 선호하며 
시각예술과 그래픽을 이용해 본인의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Harilela, 2015). 아블로는 201

7 F/W 남성 컬렉션 <SEEING THINGS>(Fig. 

28)을 2017년 존 버거(John Peter Berger)의 
서거에 맞춰 개최하면서 존 버거의 죽음을 참
조적으로 전유하였고(임근준, 2018a), 달리의 
초현실주의를 간결한 실루엣에 스타일링과 이
미지를 통해 현명하게 표현하였다(Verner, 20

17). 초현실주의 표현대상으로의 ‘눈’이 가지는 
다중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달리의 
작품 <눈 시계(The eye of time)><Fig. 27>

은 상징적 오브제로 보석을 사용하면서 눈과 
눈물로 상징화하였다. 오브제인 시계는 ‘시간
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장치의 총칭’이라
는 의미에서 벗어나 눈동자로 상징화되었고, 

보석이라는 오브제를 통하여 역으로 상징화된 
눈은 단순히 ‘본다’라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을 꿰뚫어 본다(이은경, 2011). 이 작품은 
아블로 이전에도 이브 생 로랑에 의해 전유되
었는데 이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착취적 전유방
식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이브 생 로랑의 
<엘자의 눈(Elsa's eye)>디자인<Fig. 29>은 
시인 루이스 아라공(Louis Argaon)의 작품
<엘자의 눈(les yeux d'Elsa)>과, 달리의 눈 
시계를 모티프로 전유하여 눈동자의 이미지를 
복식에 시퀸과 비즈, 금속 실로 화려하고 정교
하게 수놓아서 표현하였다. 

  버질 아블로에 의한 참조적 전유의 또 다른 
사례로 Fig. 30과 같이 산세리프 글꼴의 하나
인 두꺼운 헬베티카(Helvetica)로 ‘조각(SCUL

PTURE)’이라는 단어를 적은 다양한 버전의 
가방이 있다. 오프 화이트의 아이덴티티로 사
용하는 시각 요소는 따옴표, 로마자 글자체의 
하나인 산세리프(sans serif)의 볼드한 글자, 

빗금 등으로 대표된다. 창작자 관점에서는 가
방을 ‘조각’으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가방을 창
작하는 행위가 되며 사용자 관점에서는 현실에
서 인식하는 가방과 언어 ‘조각’ 사이의 개념 
충돌, 즉 이것이 가방인지 조각인지 혼란스러
움을 경험하게 된다(박수진, 2020). 즉 뒤샹의 
<샘>에 M.UTT라고 서명한 행위와 유사한 형
태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위치시킴으로서 참조
적으로 전유하면서 패션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크리티컬 패션디자이너들의 오브제 전유는 
미술에서의 전유행위가 예술가 주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듯, 디자이
너 주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천적 형태로서 
익숙한 예술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원본성에 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크리티컬 패션에서의 전유 전략의 유
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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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 크리티컬 패션의 오브제 전유 
유형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에
서의 전유 유형을 살펴본 후, 2000년대 이후의 
패션의 분석을 위해 전복적 전유과 참조적 전
유의 전략을 적용하였다. 모스키노, 알렉산더 
맥퀸, 레이 카와쿠보 등의 컨셉추얼 패션디자
이너들은 기존의 전치 가능한 오브제로 의미 
전복을 위한 전복적 전유 방식을 취하였다. 이
후 포스트-컨템포러리 시대의 제레미 스캇, 레
빌 트렌, 뎀나 바잘리아, 릭 오웬스, 버질 아블
로 등의 크리티컬 패션 디자이너들은 만들어진 
오브제로 예술양식의 확장을 위한 참조적 전유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패션에서 전복적 전유에서 기존의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착취적 전유와 
동일하지만 전치 가능한 오브제 이미지를 사용
하여 실제 이미지와는 다른 경험을 주어 의미
를 전복시킴으로써, 지배적 합리성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긍정과 비판의 구분자체를 붕괴시키
는 전유라는 점에서 전시대의 전유와 차이점이 
있었다. 참조적 전유는 인용하는 주체와 인용
되는 것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데 중점을 두
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모더니즘의 가치를 
공격하기 위해 전복적 전유방식은  기존의 오
브제를 재배치하여 사회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참조적 전유방식은 성
찰적인 태도로 기존의 오브제들을 재프로그래
밍하고 있었다.

  크리티컬 패션은 오브제 전유를 통해 의미를 
혼합하고 충돌시켜 새로운 의미를 재탄생되어
진다. 더불어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읽을거리
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을 추구하고 디자이너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표현양식을 개발
하고 있다. 전유는 패션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이미 등장했던 이미지나 주체를 새로운 문맥 
속에 위치시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
으며, 모더니즘의 순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비
판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

구로 크리티컬 디자이너별 전유 전략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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