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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art h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in fashion stud-

ies. This study seeks to research and inquire on the relation of pastiche strategies with art-works in fashion

advertising with a focus on luxury fashion brands. Pastiche means ‘the exhaustion of creativity’ and can be

represented in fashion advertising's borrowing of art-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fashion

advertising and pastiche,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fashion and art. Based on this as a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cases of art-work in fashion advertising, then reveals the effect that luxury fashion brands

achieve through art. Unfortunately, every case cannot be confined to pastiche, but drawing on the strategy of

pastiche allows us to show how art is being used in advertisement as well as how fashion and art are being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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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I. 서 론

최근 패션광고들은 예술과 같이 미학적 접근을 시도

하면서 추상적이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형식으로 변

화하고 있다. 패션광고를 연구한 Brookes(1992)는 가볍

고 저급하며 덧없는 것으로 간주되던 패션광고가 예술

처럼 질서와 미학을 부여하는 이미지의 원천으로 재평

가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패션광고는 단순히 상업

적 목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

고,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예술의 한 장르와 같

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패션광고와 예술의 관계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선행연

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Lee(2010)는 광고를 예술적 가

치로 보고 예술광고의 표현유형을 분석하였으며, Leem

and Lee(2012)은 광고에 사용된 예술작품의 의미고정 효

과를 검증하였고, Cho(2000)는 이태리 패션광고에 나타

난 고전회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논쟁이 되어 온 패션과 예술의 관계보다

는 마케팅 관점이나 조형적 관점으로만 분석하거나 작품

연구를 위한 사례조사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패션과 예술은

단순한 차용의 단계를 넘어 공생의 관계를 위한 상호관

계를 유지하고, 패션은 예술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구

사해왔다. 특히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이미지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유명

한’ 과거의 예술작품을 차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어냈다.

패션광고에 차용된 예술작품은 원작의 기호화(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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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의미공유보다 패션의 공격적이고 상업적인 본질

에 의해 그리고 패션의 담론을 사용하는 광고에 의해 전

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순간적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흡수하고자 하고 이를 잠재적이고 놀라운 방식

으로 다듬어내는 패션의 본질적 특성이(Boodro, 1990)

예술과 교류하면서 또 다른 기표로 재맥락화(recontex-

tualize)하는 것이다(Yun, 2013). 이처럼 패션광고에서 예

술작품은 원작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새로운 자신

의 공간을 창조하는 시뮬라크라(simulacra) 특성을 지니

게 되는데(Yang & Kim, 2000), 이는 포스트모던 패션의

혼성모방(pastiche)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체가 사

라지고 독창적 또는 창조적 스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포스트모던 패션에서는 과거의 스타일

이나 기법을 그 의미와 무관하게 차용, 복제하여 새롭게

조합한다(Yim, 2011). 따라서 패션광고에서 차용된 예술

작품은 기의를 잃은 기표 즉, 원작의 의미를 상실한 하

나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의 일면을 살

펴보고자 패션광고에 나타난 예술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포스트모던 패션의 주요 전략인 혼성모방에 주목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

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정리

하고, 그에 따른 패션광고와 혼성모방의 개념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패션광

고에 나타난 예술작품의 혼성모방 사례를 관찰하고, 나

아가 예술작품을 차용함으로써 브랜드가 얻게 되는 효

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패션광고가 상품의 논리로 귀착

하는 광고의 본래 목적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

구의 범위로 설정한 시점은 패션광고가 예술과 교류하

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이며(Kismaric & Resp-

ini, 2009), 인터넷과 패션잡지에서 수집한 광고 사진자

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례 연구대상으로 LVMH,

Richemont, Kering, Hermès와 같은 파급효과가 큰 글로

벌 패션기업에 속한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혼

성모방 전략을 사용한 광고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패션광고에 차용된 예술작품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사례

를 혼성모방이라는 개념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은 아니

다. 본 연구는 패션광고에 나타난 예술작품을 혼성모방

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패션과 예술의 변화

하는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패션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광고가 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는 시점에 패션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990년부터 패션광고는 예술과 교류하면서 패션의 밀

폐된 세계를 초월하고, 정신적, 문화적 코드를 포함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Kismaric & Respini, 2009).

패션은 더 이상 예술의 타자(Other)가 아닌 예술과 동등

한 위치에서 예술과의 구분은 무의미해졌고, 이런 패션

과 예술의 관계는 일시적 현상이나 유행이 아닌 지속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광고 역시 이런 패션문화

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예술의 이데올로기, 예술의 언

어와 형식, 작품 그 자체를 차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서 최근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예술

작품의 차용은 단순한 영감이나 조형적 측면을 넘어 패

션광고의 복잡한 담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본 장에서는 패션과 예술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

른 패션광고와 혼성모방의 개념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

의를 통해 패션광고에 차용된 예술작품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1. 패션과 예술의 관계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문화와 진

실의 근본을 탐구하는 시도로 여겨진 반면, 패션은 자본

주의적 상품, 상업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는 패션을

피상적이고 덧없으며 변덕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Te-

unissen, 2009). 그러나 1980년대 사이셀린(Ramy Saisse-

lin)에 의해 ‘패션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하면서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후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이론가들의 담론에 따라 <Table

1>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났다(Ye & Yim,

2014). 첫 번째는 예술과 같이 패션의 창조적, 미학적 측

면에 주목하여 예술로서의 패션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패션의 창의성은 인정하지만, 패션과 예술의

본질적 차이룰 강조하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패션과 예

술을 상호협조적 관계로 보고 서로의 비즈니스 발전에

주목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그 양가성으로 인해 지

난 수십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패션이 예술과 같은 맥락으로

간주되면서 부의 과시, 사치, 부도덕적인 태도가 아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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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패션은 몸, 정체성, 정

치 같은 이념을 표출하고, 삶과 문화에 대한 본질적 질

문을 하며, 자기반성적인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하는 등 예술과 유사한 원리들을 나타냈다. 예술 역시 패

션의 원리를 이용하여 몸이나 옷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

을 하고, 소비 같은 패션의 언어를 예술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과 예술의 친분관계는 긍정적인 분위기

로 변화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적 가치의 교환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패션은 마케

팅적인 접근방식으로 예술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이용

하기도 하였다(Svendsen, 2004/2013). 이에 대해 Svend-

sen(2004/2013)은 패션이 위치한 자본과 예술 사이의 공

간은 패션의 금융자본의 의도를 감추는 전략으로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평

범한 대상이라도 고상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예술의

특정한 힘이 속물적 근성이라는 패션의 본성을 불명료

화하고 패션을 문화적 경험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처럼 패션에서 예술은 커뮤니케이션의 작동으로서 소비

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패션이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패션광고

오늘날 패션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

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환상, 과

시, 자기만족과 같이 소비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 충족

과 관련이 있는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차별화를 위해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한다. 광고는 이런 커뮤

니케이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효

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패션광고의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

정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소

비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해 상품의 외적, 내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소

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일정한 규칙이나 범위의 제한 없

이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매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패션광고의 목적이다(Yun, 2013). Lipovetsky(1987/

1999)는 이런 패션광고에 대해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충

격효과, 사소한 것들의 위반, 스펙터클 같은 구경거리가

많은 것들을 이용하여 만든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이

에 패션광고는 기본적으로 현실의 다양한 실천과 담론을

능동적으로 흡수하지만, 현실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단편

화나 이상화를 통해 소비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 태

도, 신념 등을 가시화한다. 이를 장 보드리야르(Jean Ba-

udrillard)는 시물라시옹(simulation)으로, 롤랑 바르트(Ro-

land Barthes)는 일시적 환각(a temporal hallucination)으

로(Lee & Ko, 2004),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J. Boors-

tin)은 소망을 충족시키는 예언들(self-fulfilling prophe-

cies)로 설명하는데(Lipovetsky, 1987/1999)<Table 2>, 이

는 광고가 원래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원

래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패션광고는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제도

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패션

광고의 기능은 마케팅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Ko et al., 2012). 마케

팅적 기능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기능은 소비 유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기능은 패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의 관념, 감정 등을

사회화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적 기능은 패션광고가 시대문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다시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창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패션광고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유혹, 환상,

Table 1. Discour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

een fashion and art

Discourse Meaning

Fashion as art
Fashion includes creativity and dem- 

ands the same professionalism as art.

Differences between

fashion and art

Art is art while fashion is frivolous,

unimportant, fleeting, and commercial.

Mutual benefit

in fashion and art

Fashion and art help each other in

business for mutual benefit.

Table 2. Discourses in fashion advertising

Discourse Meaning

Jean Baudrillard Simulation Image without truth and reality

Roland Barthes A temporal hallucination False on the level of perception, true on the level of time

Daniel. J. Boorstin Self-fulfilling prophecies Beyond truth and falsehood, that its register is one of credibility rather than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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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과 같은 사실과 별개의 느낌과 꿈을 담는 동시에,

사회시스템 안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

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강력한 문화적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Diamond & Diamond, 1996).

3. 혼성모방

혼성모방은 이태리어 ‘pasticcio’에서 유래한 것으로 문

자 그대로는 고기, 채소, 계란 그리고 추가 가능한 다양

한 재료들을 뒤죽박죽 섞은 잡동사니(hodgepodge) 또는

다양한 재료들을 담은 파이(pâté)로 해석할 수 있다(Ho-

esterey, 2001). 이러한 어원으로 시각예술에서는 혼성모

방을 주요한 화가들의 스타일이나 다양한 이질적 기법

들을 혼합하는 다방면의 화풍을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하

였다. 이런 의미에서 혼성모방은 과거의 스타일을 어떠

한 원칙이나 개념 없이 자기 기준에 맞게 짜깁기하거나

끼워 맞춘 예술작품 혹은 그러한 창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혼성모방은 차용, 복제, 모방이라는 측면에서 패러디

(parody)나 오마주(homage)와 같은 용어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 먼저, 혼성모방과 패러디

는 모두 과거 다른 양식의 매너리즘과 특이성을 차용하

고 모방하는 양식상의 가면이다. 그러나 원본의 양식적

고유성을 이용하여 원본을 조롱하는 풍자적 성격의 패

러디와 달리, 혼성모방은 원본의 모방에 대한 거의 중성

적 수행으로 풍자와 해학적 특성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후기 자본주의 혹은 다국적

자본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맥락으로 적용시

키고, 이런 사회질서를 표현하는 내적 방식으로 혼성모

방을 제시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에 따르

면, 오늘날 문화 속에서 원본은 파편화, 이질화되었다.

즉 혼성모방은 원본을 조롱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규

범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패러디가 불가능해진 국면에

등장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스타일의 조합이다(Jameson,

2012). 다국적 자본주의 사회에는 개인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이

미 만들어진 대상물을 다시 꺼내어 조합하는 것만이 가

능한데, 이로 인해 패러디가 불가능해지고 혼성모방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혼성모방은 유머감

각을 상실한 공허한 패러디이고, 어떤 규칙이나 중심 없

이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짜 맞추는 죽은 스타일의 차용

이다(Jameson, 2012). 한편 오마주는 존경, 경의를 뜻하

는 말로 원본이나 원본의 제작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혼성모방과 구분된다. 오히려 이는

조롱과 풍자, 유희, 존경 등이 서로 혼용되어 나타나는

패러디의 개념과 유사하며, 진지한 패러디, 존경의 패러

디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반면, 혼성모방은 패러디, 오

마주와 달리 목적의식 없이 다른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양식을 빌려와 단순히 나열한다. 이러한 혼성모방, 패러

디 그리고 오마주의 차이점은 <Table 3>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패션광고에서의 혼성모방의 사례는 2009년, 벨라스케

스(Diego Velázquez)의 작품 <시녀들(Las Meninas)><Fig.

1>를 차용한 스페인 엘 코르테 잉글레스 마드리드(El Co-

rte Ingles in Madrid) 백화점 광고<Fig. 2>에서 포착된다

(Tseëlon, 2012). 원작의 화면 안에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리는 행위를 주체화하는 벨라스케스를 찾아볼 수 있

다. 그리고 뒷벽의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의 모습을 통해

그가 그리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구도

는 관찰자로 하여금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의 초상화

를 그리던 중 왕의 어린 딸 마르가리타(Margarita) 공주

와 시녀들이 그들을 방문한 현실의 한 순간을 상상하게

한다. 이처럼 주체와 재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시점의 문제로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에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광범위한 상품을 파는 백화점 광고

에 차용됨으로써 본래의 의미는 해체되고, 기의를 잃은

기표는 의미를 읽는 일반적 해석의 틀을 변형시킨다. 벨

라스케스의 작품이 회화의 회화였던 것처럼, 광고는 사

진사가 사진 찍는 행위를 주체화함으로써 사진의 사진

즉, 사진 찍기의 사진이 된다. 또한 광고 속 문구<Fig.

3>−<Fig. 4>는 광고를 부연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규

정짓는데, 이런 의미고정(anchoring)은 이미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Leem & Lee, 2012). 다

Table 3. Difference between pastiche, parody and homage

Term Meaning

Pastiche A work of visual art that imitates the style without any rule or method.

Parody A work created to imitate, make fun of, or comment on an original work.

Homage Any show of respect publicity to someone or something that one feels indebt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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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사진사는 화가를 대신하고, 쇼핑의 즐거움은 예

술 같이 전문적인 미적 경험으로 간주되고, 작품 속 가족

의 기억은 일류 디자이너의 패션과 액세서리의 값진 기

억으로 변화된다(Tseëlon, 2012).

이와 같이 백화점 광고에 차용된 원작은 기표와 기의

간의 괴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불확정성을 표명하고, 이는

혼성모방이라는 잡종화된 문화양식을 생산하면서 과거

의 양식을 현대양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III. 패션광고에 나타난

예술작품의 혼성모방

1990년부터 패션광고는 정보전달과 소비 유혹이라는

상업적 기능을 넘어 예술의 형식과 속성을 차용하면서

익숙한 동시에 낯선 이미지로 재창조되었다. 이는 기존

의 고정된 의미나 규범을 해체하여 신선한 이미지를 제

공하는 탈의미화, 탈상징화의 표현으로 혼성모방을 통

한 원작의 기표와 기의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

술작품을 혼성화한 패션광고 사례를 패션관찰자(fashi-

on spectator)의 입장에서 원작과의 시각적 유사성을 기준

으로 원작의 재현, 성의 전환, 새로운 대상의 등장으로 분

류하여 고찰하겠다. 광고사례는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

심으로 인터넷과 패션잡지를 통해 수집한 17점 중 7점을

선별하였다.

Fig. 1. Diego Velázquez <Las Meninas> (1656).

From Gombrich. (1950/1997). p. 409.

Fig. 2. Advertisement courtesy of El Corte Ingles

in Madrid (I).

From Tseëlon. (2012). p. 112.

Fig. 3. Advertising courtesy of El Corte Ingles

in Madrid (II).

From Tseëlon. (2012). p. 112.

Fig. 4. Advertising courtesy of El Corte Ingles

in Madrid (III).

From Tseëlon. (2012).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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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작의 재현

원작의 재현은 패션관찰자의 시각에서 구조, 소재 그

리고 인물 등이 원작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된 광고를 말

한다. 이러한 광고는 원작의 외형적 친숙함이 광고에 그

대로 전이되어 관찰자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고전주의 화가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

es)의 <샘(La Source)><Fig. 5>을 차용한 샤넬(Chanel) 광

고<Fig. 6>는 원작의 재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작에서 끝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항아리는

물의 근원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

여성과 동일시되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또한 Arn-

heim(2004)에 따르면, 여성의 몸은 고요함과 운동감 안

에서 신체의 순수함을 표현하고, 굳게 닫힌 두 무릎은 처

녀성, 여성성을 상징한다(Fig. 7). 이로 인해 원작은 서구

미술사상 여성의 인체를 가장 뛰어나게 묘사한 그림으

로 손꼽히며, 보는 이로 하여금 미의 고요한 서정성과 순

결성을 느끼게 한다.

반면 이를 차용한 광고 속 모델은 항아리 대신 광고대

상인 향수병을 들고 있고, 원작에서 누드인 여성과 달리

블랙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블랙 드레스는 샤넬의 대

표적인 상징물로서 원작과 같이 광고 속 모델이 들고 있

는 향수병 즉, 샤넬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고 하단에 샤넬 정신(L'ESPRIT DE CHANEL)이란 문

구는 샤넬 정신이 담긴 향수를 끝없이 흘러 보냄으로써

샤넬의 향기가 곧 생명이라는 의미를 고정시킨다. 또한

원작에서 바닥을 딛고 있는 여성과 달리 샤넬 광고 속

모델은 마치 하나의 조각품처럼 단상 위에 서있다. 조

각은 특별한 사건이나 의미를 재현하고 표시하는 기념

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구상적이고 수직

적이며, 단상은 이런 기호를 중재하는 중요한 구성요인

이 된다(Krauss, 2012). 즉 샤넬과 동일시되는 모델은 조

각으로서 스스로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관찰자는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는 원작에 대한 혼성화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례로 길버트(Charles Allan Gilbert)의 작품<Fig.

8>을 차용한 디올(Dior)의 향수 광고<Fig. 9>가 있다.

원작과 광고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에 반영된 자신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과 커다란 해골의 모습이 합성된 이

중적 이미지(double image)를 보여준다. 오랫동안 예술에

서 해골은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암시(memento mori)

이자 인간소망의 허망함(vanitas)을 상징했으며(Fontana,

2003), 허영은 자신의 미에 사로잡힌 여성으로 표현되어

왔다(Aldin, 2013). 이에 원작과 광고는 이러한 시각적 환

각을 통해 허영과 죽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원작

은 사회, 정치 풍자와 시각유희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

된 반면, 이 광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광고는

Fig. 5.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La Source> (1856).

From Arnheim. (2004). p. 153.

Fig. 6. CHANEL

advertisement (2003).

From Ko et al. (2012).

p. 153.

Fig. 7. La Source

figure.

From Arnheim. (2004).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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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에 광고하는 대상인 향수 Poison과 ‘POISON’

이란 문구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찰자에게 광고

해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향수는 1980년대 후

반에서 1990년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위해 등

장한 것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

중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즉 광고는 향수가 독처럼 상

대방을 뇌사시킬 만큼 치명적이고 유혹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성의 전환

성의 전환은 원작에서 여성 혹은 남성의 역할이 광고

에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패션광고

는 짧은 순간에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데, 성(性)이라는 소재는 관찰자의 주의를 끌고

주목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Lee & Ko, 2004).

퐁텐블로 화파의 한 화가의 작품으로 알려진 자매의

반신 누드화 <Fig. 10>은 기묘한 정경과 특이한 성적 제

스츄어로 인해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낳았다. 그 중 앙리

4세의 자식 탄생과 관련된 알레고리를 암시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이는 반지를 보이는 것이 왕의 사랑을 받

고 있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이 왕의 자손

을 잉태했다는 상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욕조 안에서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한 순

간 젖혀진 커튼 사이로 정면을 향해 몸을 전시하고 있

다. 이런 자세는 두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 즉 왕

의 시선을 철저하게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

경에 보이는 바느질하는 붉은색 옷의 여인과 벽난로 위

의 남자 하반신은 이 작품의 해석을 더욱 신비스럽게 만

든다.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광고<Fig. 11> 역시

강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두 인물의 제스츄어와 욕조 안

화면의 구도를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작품 해석에

있어 핵심이 되는 오른쪽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되고, 다

른 한 여성은 누드가 아닌 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기이

한 배경은 어둠으로 사라졌다. 이처럼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이 사라짐으로써 광고 속 원작은 내적

의미가 부재된 파편화된 이미지로 남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당시 물의를 일으킨 마네(Edouard Mar-

net)의 작품 <풀밭위의 점심식사(Le Déjeuner sur l'her-

be)><Fig. 12>을 차용한 디올(Dior)과 입생로랑의 광고

가 있다. 원작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은 두 신사와 나체

의 여성 그리고 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는 여성이 등장한

다. 이들은 모두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들로 마치

현대생활의 한 장면을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켜 보

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 신화 속 여신

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해 당당하게

관찰자들을 응시하는 것은 당시 정서상 매우 자극적이

고 대담했으며, 이런 여성과 함께 있는 부르주아 남성의

모습은 부르주아의 위선을 지적하는 당혹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입생로랑<Fig. 13>과 디올<Fig. 14> 광고는 배경, 구

도, 인물의 포즈 등을 원작과 매우 유사하게 그려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디올 광고는 원작에 나타난 두 신사

를 가면을 쓴 여성으로 전환하고, 입생로랑은 원작에서

Fig. 9. Dior advertisement (2001).

From Advertolog. (2001). http://www.advertolog.com

Fig. 8. Charles Allan Gilbert <All is Vanity> (1892).

From Aldin. (201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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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뒤바꾸었다. 즉 여성 대신

두 남성이 나체로 표현되고, 여성은 전통적인 핀 스트라

이프 수트를 착용한 채 남성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이 전환되어 표현된 두 광고는 원작에 부여된 중요한

의미들을 상실하게 된다. 과거의 시간성을 연결하지 못

한 채 원작의 언어는 무의미해지고 광고는 또 다른 이미

지, 또 다른 텍스트가 된다.

3. 새로운 대상의 등장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화면의 구도나 인물의 포즈

등 전체적 분위기는 원작과 같이 표현되지만, 원작에서

는 보이지 않았던 대상을 광고에 새롭게 등장시키는 경

우를 새로운 대상의 등장으로 분류하였다.

벨라스케스의 작품 <로크비의 비너스(The Rokeby Ve-

Fig. 10. Gabrielle d'Estrées et une de ses

soeur, la duchesse de Villars (1594).

From Jung. (2002). p. 31.

Fig. 11. Yves Saint Laurent

advertisement (1999).

From Starr. (2007). http://www.foros.vogue.es

Fig. 12. Eduard Manet

<Le Déjeuner sur l'herbe> (1862).

From Hollander. (1993). p. 178.

Fig. 13. Yves Saint Laurent

advertisement (1999).

From Starr. (2007).

http://www.foros.vogue.es

Fig. 14. Still from Secret Garden 2 -

Versailles (2013).

From Ramzi. (2013).

http://www.fashion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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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Fig. 15>에는 머리를 괴고 침대에 누워 거울에 반

영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여성과 그 거울을 들고

있는 큐피드가 있다. 큐피드의 등장으로 인해 작품 속 이

여성은 비너스임을 알 수 있는데, 비너스는 서양 미술사

상 가장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뒷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속 여성의 얼굴은 정면의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거울에 비친 여성의 모습은 비현

실적이다. 거울이 놓인 위치상 여성의 얼굴이 거울에 비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이미지는 거울

을 통해 볼 수 있는 관찰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며, 이

는 본다는 시각과정에 의해 여성이 관찰자와 동일시됨

을 지시한다(Lee & Ko, 2004). 다시 말해, 거울 속 여성

은 관찰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보는 관찰자

는 거울을 통해 자아 이미지를 동시에 보게 된다. 관찰

자는 사진 속 대상을 보면서 또 다른 허구의 자아 이미

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거울 속 여성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입생로랑의 광고<Fig. 16>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 역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패션광고

에는 이런 거울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거울 이

미지가 잠재적 소비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패션관찰자는 광고를 보고 소비를 상상하

면서 현재보다 양호한 상태의 자신을 꿈꾸는데, 거울에

비친 이상적인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환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소비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광

고에서 이런 거울 이미지는 새롭게 등장한 남성 모델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남성이 들고 있는 손거울의 각도를

보면, 남성은 자신이 아닌 뒤에 있는 여성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은 응시의 대상으로서 남성 응시

형태 속에 종속되어 나타난다(Lee & Ko, 2004). 리포베

츠키(Lipovetsky, 1987/1999)에 따르면, 패션은 쾌락들의

실천으로서 나와 타인의 자극에 의한 쾌락 즉, 보고 보이

는 쾌락인데 이런 구도는 관찰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타

인의 시선에 드러내는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모나리자(Mona Lisa)>를 차용

한 루이뷔통(Louis Vuitton)의 광고가 있다(Fig. 17)−(Fig.

18). 모나리자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유명

하다. 모나리자 작품은 그녀의 표정과 배경의 신비스러

운 효과로 인해 관찰자로 하여금 모호함을 느끼게 한다.

부드러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둔 입과 눈은 그녀의 표정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양쪽이 들어맞지 않는 지평선은 보는 위치에 따

라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Gombri-

ch, 1950/1997). 이런 이유로 원작은 관찰차가 그림을 감

상할 때 이상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작품

으로 남아 있다.

광고에는 모나리자 작품이 액자형태로 벽에 걸려 전

시되어 있고, 한 여성이 이를 바라보며 모나리자의 포즈

를 따라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시각과정에 의해

관찰자가 광고 속 여성과 동일시되어 모나리자 작품을

보고 있는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현실에서 관찰자는

광고 속 예술작품과 그것을 따라하는 모델을 봄으로써

마치 광고가 아닌 예술작품을 보는 착각을 한다.

이와 같이 형식적 구성요소나 기법 등은 원작과 거의

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새로운 대상을 등장시킴으로써 개

조된 광고들은 광고라는 특성과 조합되면서 익숙한 동

시에 낯선 이미지로 재창조된다. 또한 개조된 이미지는

역설적인 독창성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Fig. 15. Diego Velázquez

<The Rokeby Venus> (1657).

From Hollander. (1993). p. 55.

Fig. 16. YSL ad campaign. (1999).

From Cumangun. (2014).

https://advertisingandromcumagun.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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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는다. 기표가 기의를 운반하고, 기의는 기표가 지

시하는 것을 의미하듯, 잘 알려진 예술작품과 그 내적 의

미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확정적인

기의가 깨짐으로써 기의에서 분리된 기표는 새로운 해

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IV. 패션광고에 나타난

예술작품 혼성모방의 효과

III장은 예술작품을 차용한 패션광고 사례들을 원작과

의 시각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원작과 광고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고 속 원작의 이미지들이 본

래의 의미를 연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되

는 포스트모던의 혼성모방 전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선 사례들과 같이 패션광고에

서 재맥락화된 이미지들이 ‘예술성’이라는 아우라(aura)

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위해 II장에서 살펴본 패션과 예

술의 관계에서 전략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1. 신뢰성 제공

패션광고는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예술작품을 차용하곤 하는데, 이는 원작의 친숙함이 광

고에 그대로 전이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Welters, 2007). 광고에 나타난 친숙한 예

술작품이 소비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이끌어 내고 소비자

의 관여를 높임으로써 브랜드나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

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활용한 광고는 그렇지 않

은 광고에 비해 소비자 반응에 효과적이며, 소비자의 구

매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예술은 하나의 초월적, 신화적 기호로써 그 자체

로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특히 원작의 재현

에서와 같이 제품이 광고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는 소비자 입장에서 예술품을 소비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고급스러움, 희소성과 같은 예술의 가치가

전염효과 또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전

이됨으로써 소비자는 광고에 나타난 제품을 일상의 소

비재 혹은 일회성 지출로 인식하기보다 소장가치의 예

술품으로 간주하게 된다. 예술작품을 통해 발생되는 후

광효과가 제품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제공하고, 이에 소

비자는 구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소비의 정당화

패션광고는 소비 자본주의의 꽃, 외양의 유혹, 사치스

Fig. 17. Leonardo da Vinci <Mona Lisa> (1520).

From Gombrich. (1950/1997). p. 301.

Fig. 18. Louis Vuitton advertisement (2012).

From Monica. (2012). http://www.bystlingamsterd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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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놀이, 경박스런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인 반응의 상

업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패션브랜드들은 광

고를 통해 자신들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부드러운 이미

지로 개선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써 예술적 아이덴티티

를 얻고자 하였다. 예술은 본연의 순수함을 통해 광고의

상업적 특성을 불명료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감성적 가치

를 전달하여 소비를 미적이고 비범한 경험으로 간주하

게 한다. 즉 패션광고가 예술작품을 차용함으로써 과시

적이고 사치적인 소비를 문화적 흥미로 간주하게 하고,

예술 자체의 순수함이 도덕회복이라는 신념에 따라 소

비를 정당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콜린 캠벨(Colin Campbell)은 예술의 상상

력에 의해 매개되는 쾌락을 본질적으로 고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도덕적 대행자’라고 하였다(Campbell,

1987/2010). 근대 소비주의 정신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끊

임없는 소비로 귀착되는 욕망을 특징으로 하는데, 도덕

적 선(善)의 최대 도구가 예술의 상상력이라는 낭만주의

적 감정이 이런 태도에 정당화와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

이다. 이는 예술이 사치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에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화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 좌우되는 패션시스템의 기능이 아닌 예술

작품을 차용한 패션광고는 소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홍보마케팅

패션브랜드들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

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종종 캠페인 광고를 실

시한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의 특성상 새로운 광고

의 노출은 매출과 관계가 있으므로, 혁신적인 캠페인 광

고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광고사례 대부분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 광고사진들이며, 그 중

몇은 영상광고 촬영 중 일부를 찍은 스냅사진(snapshot)

들이다. 이러한 캠페인 광고들은 일반적인 패션광고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이미지들을 선보여 칸(Cannes) 광고

제를 비롯해 주요 국제광고제에서 수상을 하는 등 공개

될 때마다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패션광고들은 전세

계에 같은 이미지로 배포되기 때문에 이슈나 논란이 생

길 경우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들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

출의 성과를 올리는 홍보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캠페인 광고는 지면광고뿐 아니라 동영상이 함

께 공개되면서 유튜브(YouTube)와 같은 전세계인이 공

유하는 사이트에 게시된다. 특히 이런 동영상은 영상미

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 의해 빠르게 전파되어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이 캠페인 광고

라는 점은 패션브랜드들이 예술과 같은 미학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광고에 나타난 예술작품의 혼성모

방 사례를 고찰하고 패션광고에서 예술이 어떻게 활용되

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패션과 예술의 변화하는 관계의 일

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

서 패션과 예술의 관계, 패션광고, 혼성모방의 개념을 살

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작품을 혼성화한 패션광고 사

례를 고찰하였다. 혼성모방 전략을 사용한 광고는 패션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각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크게 원

작의 재현, 성의 전환, 새로운 대상의 등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원작의 재현은 관찰자의 시각에서 구조, 소재 그

리고 인물 등이 원작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된 광고로 관

찰자가 친숙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의 전환은 패션광고에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종종 등

장하는 성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원작과 달리 그것을

전환시킴으로써 관찰자의 주목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상의 등장은 원작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사하지만, 원작에 없는 대상을 새롭게 등장

시켜 독창적인 새로운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단순

한 예술작품의 미적 차용이라기보다 신뢰성 제공, 소비

의 정당화, 홍보마케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뢰성 제공은 친숙한 예술작품이 소비자에게 친근하

게 다가와 미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예술가치가 제

품에 전염됨으로써 광고의 제품과 브랜드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비의 정당화는 상업

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왔던 광고

에 예술의 후광효과를 불어넣음으로써 소비를 과시 혹

은 사치가 아닌 고상한 도덕적 행위로 간주하게 하여 소

비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는 캠벨의 사

치성 소비의 탐닉에 대한 낭만주의적 정당화로 해석할

수 있다. 홍보마케팅은 연구사례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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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캠페인 광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던 간

접적이던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패션광고에서 예술작품은 예술성이라는 아

우라를 통해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고, 긍정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도모하여 브랜드의 수입을 배가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Svendsen, 2004/2013).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문적으

로 이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패션광고의 마케팅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술작품을 차용한 모든 패션광고

사례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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