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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pecifies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fake fashion by categorizing cases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uses the concept of simulacre, which is one of the theories that explains the repro-

duction of images and symbols in a modern consumer society. The presentation stages of modern fake fas-

hion based on Baudrillard's concept of simulacre are as follows: Stage 1 focuses on the realistic imitation

of the original, Stage 2 maintains a similarity with the original while transforming through the distortion of

shape or visual perception, Stage 3 is the reality of the original which has become significantly vague and

actively involves the designer's creativity, and Stage 4 forms a new value and an independent aura beyond

reproducing the original. The presentation techniques of modern fake fashion viewed in the concept of sim-

ulacre can be classified into optical illusions by reproduction, use of a fake object, use of unusual shapes,

and re-signifying through borrow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collected cases to the analytical framework,

image reproduction in Stage 1 with imitative nature is a counterfeit that cannot be regarded as fake fashion,

and fake fashion in Stage 4 (that can be referred to as simulacre) is fashion with symbolic and multiple mea-

nings with new and creative designs. Modern fake fashion analyzed in the concept of simulacre transforms

or reproduces the preexisting original with the purpose of merely creating original designs as well as acts as

a new symbolic signal that creates a new aura and sets a trend with a message.

Key words: Fake fashion, Simulacre, Buadrillard, Representation, Imitation; 페이크 패션, 시뮬라크르, 보

드리야르, 재현, 모방

I. 서 론

미국 뉴욕의 F.I.T. 박물관에서는 2014년 12월 2일부

터 2015년 4월 25일까지 <Faking It: Originals, Copies,

and Counterfeits>라는 제목의 전시가 진행되었다. 스타

일닷컴(http://www.style.com)은 이 전시가 1960년대 샤

넬(Chanel)의 라이센싱 트위드 수트를 거쳐 2010년대의

eBay와 CFDA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You Can't

Fake Fashion’ 가방에 이르기까지 진품과 모조품, 라이

센싱 제품, 콜라보레이션 제품 등, 패션에 있어서 무엇

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osenfeld, 2014). 전

시의 말미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디자이너 브라이언 리히

텐버그(Brian Lichtenberg)의 호미스(Homies) 컬렉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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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는데, 이는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로

고를 변형한 것으로 F.I.T. 박물관의 전시소개에는 이 한

벌의 옷이 본 전시의 대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The

Museum at FIT, 2014-2015). 이는 표절과 패러디, 혹은 독

창적 패션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배경으로 하

는 최근의 페이크 패션(fake fashion)의 사례분석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페이크 패션은 시각적 착시를 기

반으로 논의되던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특성을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

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표현기법과 의미를 지닌 페이크

패션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페이크 패션, 페이크 디

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트롱프뢰유(Trompe-l'œil)나 초

현실주의적 표현기법 등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Park, 2010),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10년을 전후로 활발

하게 등장한 유명 브랜드의 로고 패러디라는 최근의 페

이크 패션 사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매우 작

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Eom & Lee, 2014; Na & Kim,

2012). 이론적 근거로는 예술이나 타 디자인 분야의 눈속

임 기법을 기반으로 디자인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페

이크 패션에 적용하였다(Eom & Lee, 2014). 본 연구는 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현대의 페이크 패션

은 해외에서의 해석 및 사용과는 차이가 있으며, 용어사

용의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므로 페이크 패션에 재현

되고 있는 표현특징과 범주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페

이크 패션을 현대 소비사회의 이미지의 재현과 기호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한 분

석틀을 통해 사례를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활용된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의 시뮬라크르(simulacre) 개념은 패션

및 패션 이미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근거로, 복식에 표

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에 관한 연구(Yim, 2007)

나 재현된 패션 오브제의 고찰(Kim, 2011)에 적용되어

져 왔으며, 특정 룩(look) 혹은 스타일의 변화 및 양상을

연구하는 분석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Lee, 2009; Nam,

2013). 또한 시뮬라시옹 이론은 오리지널리티와 원작자

의 가치를 예술의 전부로 떠받들던 모더니즘의 순수미

학에 반발한 일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에게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모조나 위작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근거로 작용(Lee, 2011)하였기에, 페이크 패션

분석의 활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단순한 재현과 모방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패션 속에서 이미지가 원본을 대신하는 페이크 패션의

분석에 시뮬라크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현대 패션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페이크 패션 연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보드리야르의 이론 및 이미지 재현에 관련

된 서적 및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아

울러 디자인, 문화, 패션 관련 서적, 선행연구, 뉴욕타임

즈(http://www.nytimes.com), 삼성디자인연구소 등의 기

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통해 페이크 패

션을 범주화하였으며, 현대 페이크 패션의 범위와 내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트렌드포스트(http://www.trendpost.

com), 보그 브리티시(http://www.vogue.co.uk) 등 패션 인

터넷 사이트의 디자이너 컬렉션 및 패션 브랜드를 대상

으로 하여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 패션 이미지 총 384장

을 페이크 패션의 사례로 수집하였으며 5명의 전문가 집

단과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패션 이미지 분석의 객관성

을 높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프랑스어로 ‘시늉, 흉내, 모의(模擬)’ 등의 뜻을 지니

는 시뮬라크르는 ‘가상, 거짓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

어 시뮬라크룸(simulacrum)에서 유래했다. 이 라틴어는

영어 단어 안에도 그대로 흡수되어서 모조품, 가짜 물

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Seo, 2010). 시뮬라크르는 원

래 플라톤(Platon)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플라톤에 의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형인 이데아, 복제

물인 현실, 복제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로 이루어져 있

다. 여기서 현실은 인간의 삶 자체가 복제물이고, 시뮬라

크르는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을 말한다. 플라톤은 시

뮬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가치 없는 것으

로 보았다. 하지만 들뢰즈(Gilles Deleuze)는 시뮬라크르

를 단순한 복제의 복제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시뮬라크르는 원본을 뛰

어넘어 자기정체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

순한 흉내나 가짜가 아닌 독자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설

명했다(“Simulacre”, n.d.). 또한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

옹(simulation)의 결과인 시뮬라크르가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

하게 인식되는 것이라 말하며, 단순히 흉내내기 차원이

아니라 ‘원본이나 사실성이 없는 실재, 원본과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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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하였다(Yang & Kim,

2000). 이는 실재와 실재를 재현한 이미지의 구별을 떠나

실재 자체를 기호나 이미지로 대신하는 소비사회의 모

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에

서 소비되는 것은 사물이 아닌 기호나 이미지라고 주장

했다(Nam, 2007).

시뮬라시옹 현상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의 진실성 여

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능하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현실세계인양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Lim, 2008).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호

와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또 다른 기호와 이미

지를 산출해내고 있다. 정보매체 속에서는 실재와 재현

의 구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재현을 통해 실재가 확인되

며, 진짜와 가짜가 서로 계속 물고 물리는 상호작용을

한다(Nam, 2007). 여러 번 변화의 과정을 거친 이미지

들은 어떤 이미지를 재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자신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

게 되었다. 보드리야르는 그의 저서『Simulacre et Simu-

lation』에서 이미지가 자율적인 독립성을 획득하는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이미지의 연속적인 단계를 아래와 같

이 4단계로 기술하고 있다.

이미지는 심오한 실재의 반영이다.

이미지는 심오한 실재를 감추고 변질시킨다.

이미지는 심오한 실재의 부재를 감춘다.

이미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실재와도 무관하다

(Baudrillard, 1981/2001, p. 27)

 

첫 번째 단계는 이미지가 어떤 본질적인 실재를 반영

하는 단계로서, 본질적인 리얼리티를 표방하며 원본을

모방한다. 시뮬라시옹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쥐’

라는 실재를 예로 든다면, 1단계는 쥐를 사실적으로 그

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미지가 어떤

기본적인 실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주관적 감정이입의 단계로 실재의 특징을 강

조하고 개념화한다. 이 때 쥐의 그림은 그린 사람에 따라

주관이 개입됨으로서 쥐의 특성을 살려 꼬리는 더 길게,

입도 더 길쭉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미지는 본질적인 실재의 부재를 은폐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미해져 근본적 특성을 잃는다. 3단계에서

생성된 쥐의 이미지는 인간의 형상을 한 십이지신의 쥐

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개입되

어 실재의 쥐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네 번째 단

계에서는 이미지는 실재와 어떠한 연관도 가지지 않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이미지는 시뮬라크르로 이는 독립

적인 존재로서 원본과는 다른 변이된 특징을 갖게 된다.

나아가 실재가 이미지를 대체하며 순수한 시뮬라크르

는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가 되는 것이

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없어지며 완전한 독립성을 가

지게 된 하이퍼리얼리티는 새롭게 등장하는 변종의 이미

지이다. 현대 소비사회의 대표적 시뮬라크르의 예인 미

키마우스는 쥐라는 실재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성을

가진다(Choi, 2014; Kim, 2011; Lee, 2005).

시뮬라시옹 현상의 표현양식적 특성은 현대 예술작품

이나 공간의 재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Kim(2008)은 현대 공간에서 나타나는 재현성에 대한 연

구에서 시각예술의 사례를 통해 실재화, 변형 및 변질, 부

재화, 차이, 변종이라는 표현특성을 도출하였으며, Lee

(2006)는 현대 사회의 이미지 재현에 대한 연구에서 재현

의 방법을 모방, 반영, 형상화, 시뮬라시옹으로 설명하고

있다.

2. 페이크 패션의 정의와 표현

페이크(fake)는 ‘가짜의, 거짓된’, ‘모조, 위조’, ‘꾸미

다, ~인 척하다, 속이다’로 해석되며 유의어로는 ‘synthe-

tic’, ‘false’, ‘man-made’, ‘imitation’ 등이 있는데, 이 단어

들은 모두 어떤 사물이 진짜가 아니거나, 천연적으로 생

산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Hornby et al., 2009). 페이크

를 해석한 우리말 ‘모조’는 사전적 의미로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본떠서 만듦,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Office of Korean Dictiona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2009).

국내에서는 인조 모피로 만든 코트, 도금된 액세서리,

모조 보석 등 가짜 이미지를 콘셉트로 잡아 즐거움을 표

현한 패션(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unabri-

dged dictionary, 2006) 혹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

의 디자인, 소재, 재질 등을 모방하거나 변형시킨 것으

로, 디자이너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오마주(hommage)

형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제품을 뜻한다(“Fake fas-

hion”, n.d.). 또한 페이크 패션은 펀(fun) 디자인 트렌드와

결합하여 ‘페이크 펀’ 디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Na and Kim(2012)은 21세기 전반의 주요 트렌드인 페

이크 펀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 ‘정상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난 부조화적 상황에서 유쾌함과 재미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라 정의하였다. 삼성디자인연구소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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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패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고유의 스

타일을 고집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의 하

나로 페이크 패션이 유행하고 있으며 페이크 패션은 패

션 아이템을 눈속임하거나 패러디하여 비슷하게 만드

는 상품이라 하였다(“High-end로 간 Hip-Hop [Hip-Hop

goes to High-end]”, 2014). 또한 Kim et al.(2013)은 페이

크 패션이란 패션 아이템을 교묘하게 눈속임하거나 비

틀어 비슷하게 만들어낸 상품들을 부르는 말로, 가죽 혹

은 모피와 비슷한 효과를 낸 원단들을 사용한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의 컬렉션을 예로 들었다. 해

외의 경우 일본은 フェイク·ファッション(fake fashion,

페이크 패션)을 모조품을 써서 가짜라는 느낌을 재미있

게 표현한 패션이라 정의(Yasuda et al., 2009)하여 국내

의 정의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영미권의 경우

‘fake fashion’은 위조 패션 제품(counterfeits fashion goods)

을 의미하는 것(Martin, 2013)으로 이는 국내에서 정의하

는 페이크 패션과는 그 의미와 범주가 다소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크 패션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뮬라크르 이론으로 세분화하

는 과정을 통하여 페이크 패션을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페이크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om and Lee(2014)는 페이크 표현기법을 구분하고, 2000년

대 이후의 섬유 패션 제품과 디자인 제품, 패션 컬렉션의

의류, 패션 악세서리, 인테리어에 나타난 사례들을 연구

하였다. Park(2010)은 트롱프뢰유를 페이크 디자인의 기

반 기법으로 정의하고, 예술분야를 통해 사적으로 고찰

하였으며, 타 디자인 분야 및 패션 컬렉션을 대상으로

페이크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Na and Kim

(2011)은 2000년 이후 컬렉션을 대상으로 페이크 펀 디

자인을 매장환경과 패션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 중 패션 사례를 중심으로 페이크 디자인을 분석한

Eom and Lee(2014)와 Park(2010)의 연구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내의 페이크 패션 및 페이크 디자인에 관

한 연구는 대체로 표현기법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눈속임 기법(트롱프뢰유), 유명 로고나

디자인 등 기존 이미지를 변형하는 패러디 기법, 기존의

통념이나 일상을 와해하는 표현을 통해 낯설음을 불러

일으키는 초현실적 표현기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III. 시뮬라크르 분석틀로 본 페이크 패션

1. 패션과 시뮬라크르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은 오늘날 예술과 패션

의 복제와도 유사성이 있다.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는 역

할을 담당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외부 대상물에 반

영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예술로부터 현실재현

이라는 역할을 빼앗았고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했던 예술

작품의 권위는 대량복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술작품

을 감싸고 있던 카리스마적인 아우라(aura)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하며 대체 불가능한 예

술작품이 위기에 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꺼내어 조합해야하는 혼성모방 즉, 패스티쉬(pastiche)로

이어졌다(Nam, 2013). 패스티쉬란 타 작가의 작품으로

부터 거의 변형됨이 없이 차용되는 것으로(Appignanesi,

1995/1996), 기존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

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

Table 1.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Eom and Lee (2014) Park (2010)

Expression techniques

of fake design

Trompe-l'oeil, Parody technique,

Surrealistic expression

Realistic expression, Surrealistic expression,

Fake value expression

Intrinsic value

of fake design

Dissolving boundaries between real and fake,

Pursuit of fun and amusement

through unexpectedness,

Conversion of thought for creative ideas

Dissolving boundaries between real and

virtual images, Defamiliarization in reality,

Collapse of existing orders and common notion,

Rediscovery of daily life

Expression techniques

and cases of fake fashion

Fake fur, Parody fashion brand, Trompe-l'oeil,

Luxury fake bag (e.g. Gingerbag), Bib collar

Realistic printing, Trompe-l'oeil,

Printing of surrealistic materials, Artificial fabrics,

Emphasis of fake value, Intended immaturity

Categorization of fake fashion according to techniques

(1) eye-deceiving technique (2) parody technique (3) surrealistic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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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또는 그러한 창작방법을 뜻한다. 이것은 모방적 성

격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복

제나 가짜라기보다는 시뮬라크르의 개념이며, 원본을 잃

어버린 모조품이라 할 수 있다(Yang & Kim, 2000). 변화

가 지속되는 패션 또한 과거의 재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

들어낸다.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패션의 재현은

단순히 원본의 모방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의 모방은 상

품의 이미지를 모방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원본이 가지

고 있는 상품의 품질가치와 상관이 없이 상품의 이미지

만 남는 현상을 뜻한다(Lee, as cited in Nam, 2013). 이처

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는 패션 및 패션 이미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시뮬라크르 이미지의 변

화 단계에 대응하여 현대 패션 이미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드리야르가 주장한 시뮬라크르의 이미지

변화 4단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의 표현특성을 통하여 현

대 사회에 재현된 이미지로서의 페이크 패션을 분석하

였다.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각 이미

지 형성 단계에 따른 표현특성은 페이크 패션의 표현특

성으로도 적용가능하다. 국내의 페이크 디자인 및 페이

크 패션에 대한 연구의 정의에 따르면 페이크 패션이 단

순한 모방품이 아님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페이크 패션에

서 모조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준이나 페이크 패션의

범주 및 세분화된 특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페이크 패션 사례들

을 현대 사회의 재현된 이미지를 설명하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을 기반으로 범주화하고 다각화하고자

하였다.

Kim(2011)의 재현된 패션 오브제를 설명하는 보드리

야르의 재현 이미지 형성 단계별 표현특성은 패션의 이

미지 재현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대 페이크 패션의 재현

이미지 단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가능하다. 실재가

반영된 1단계는 원본의 사실성에 집중하여 형태를 그대

로 재현 혹은 모방하는 방식으로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모사가 나타난다. 페이크 패션의 표현에 있어 원본의 사

실성에 집중하여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가에 집중하는

1단계는 기존 제품을 개량하거나 기존 제품에 새로운 경

쟁요소를 불어넣는 창조성이 포함되지 않은 위조품으로

페이크 굿즈(fake goods)를 의미한다. 이는 독립적인 가

치나 메시지를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1차원적 재현에 집

중한다. 즉, 사실성에 집중한 모방의 형식을 보이는 1단

계는 페이크 패션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형태의 모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기술의 부족이나 상표권 침해 등 여

타 이유로 완벽한 재현이 되지 못한 조악한 위조품 역시,

그 형태는 완벽한 모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실성을

반영하고자 한 목적에 의해 이 역시 페이크 패션이 아닌

1단계 재현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의 및 특성

으로 볼 때, 페이크 패션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재현의 단

계는 2, 3, 4단계로 볼 수 있다. 실재가 변질된 2단계는 형

태나 시 ·지각의 왜곡이라는 변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

며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감각의 단계로 설명된다. 디

자이너의 주관이 개입됨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는 단계

로 원본의 특징이 부각되어 도입된다. 왜곡, 과장 등 시

각적 변형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원본의 형태는 다소 뚜

렷하게 남아있다. 원본의 사실성을 대체적으로는 유지하

면서도 실재가 부재하는 3단계는 상상력과 창조성이 도

입되는 단계로 원본과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패션 디자

이너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단계로

원본의 사실성이 거의 부재하며, 원본을 바탕으로 한 창

작의 과정으로 독창적인 디자인 형태가 나타난다. 4단계

는 원본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단계로 새 이미지를 생성

함에 따라 독립적인 아우라를 형성한다. 페이크 패션에

있어 독립적 존재로서의 시뮬라크르가 탄생하는 단계로,

원본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메시지와 아우라가 형성된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서 사

실성을 지닌 원본과 더욱 거리를 멀리하기도 한다. 그

러나 원본과 재현된 이미지는 형태적 유사성과는 상관

없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내재적 의미를 지님으로서 새로

운 미감을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뮬라크르 이미

지 변화과정을 토대로 한 현대 페이크 패션의 단계별 특

성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시뮬라크르 분석틀로 본 현대 페이크 패션

본 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재현된 이미지로서의 페이

크 패션에 나타나는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현대 페이크

패션의 사례를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분류된

페이크 패션 표현기법인 눈속임 기법, 패러디 기법, 초

현실적 표현기법을 다시 그 조형적 특성에 따라 구체화

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시뮬라시옹 표현양식과 종합하여

현대 사회의 재현된 이미지로서의 페이크 패션에 나타

나는 표현기법을 도출하였다. 표현기법은 재현에 따른

착시, 모조 오브제 사용, 변형에 따른 부조화, 차용을 통

한 재의미화로 분류하였다(Table 3). 2000년에서 2015년

까지의 컬렉션 및 브랜드의 의상을 대상으로 찾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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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패션 관련 이미지 중 연구자와 전문가 집단의 검증

을 거친 패션 이미지를 네 가지 표현기법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나누고 현대 페이크 패션 사례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1) 재현에 따른 착시

페이크 패션의 기법으로는 의복의 형태 및 실루엣, 디

테일, 장식과 같은 의복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착시

효과가 대표적인데 칼라, 주머니, 리본, 단추, 장식스티

치 등의 디테일이나 목걸이나 벨트 등의 장신구를 프린

트 혹은 자수를 놓아 착용한 것처럼 재현하거나, 여러

벌의 옷을 착장한 것처럼 보이도록 페이크 레이어링(la-

yering)을 하는 기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발

달된 프린트 기술의 사용으로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재

현되는 극사실적 표현뿐만 아니라 재현에 따른 착시 기

법이 사용되었음을 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약화하여 표현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걸이라는 액세서리를 복식에 표현하고자

Table 2. Expression of modern fake fashion design based on the phases of the image

 Phases of the imag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based on

simulacrum phase (Kim, 2011)

Expression of modern fake fashion design

based on simulacrum phase

First stage: reflection

of a profound reality

- Reflection of reality through faithful and direct

imitation

- Using image without subjectiveness or imagination

• First stage : Form of reproduction

- Focus on similarity

- Nonparticipation of subjectiveness or creativity of

designer

Second stage: masks

and denatures reality

- Adoption of magnified characteristic on a subjec-

tive point of view

- Alteration of facticity through visual transforma-

tion; distortion, exaggeration

• Second stage : Visual Transformation

- Deformation of the original by adoption of a des-

igner's subjective point of view 

- Arouse an esthetic sense by visual transformation

Third stage: masks

the absence of

a profound reality

- Absence of a reality due to imagination and crea-

tivity

- Equivocal meaning, ambiguous boundary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 Third stage : Adoption of creativity

- Different forms and shapes with absence of origi-

nal sources due to the adoption of a designer's

creativity

- Evolve a new form based on an original image

source

Fourth stage: no

relationship whatsoever

to any reality

- Represented objects without relationship to the ori-

ginal

- Collapsed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fake

• Fourth stage : Creation of a new image

- No relation whatsoever to primary images

- Creates a new aura and message irrespective of the

original images

Table 3. The presentation techniques of modern fake fashion viewed in the concept of simul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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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목걸이라는 오브제는 원본이고 목걸이의 착용은

1단계의 이미지 재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1>은

목걸이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옷 위로 장식되어 있으나

목에 거는 원본의 형태는 약간 변질되어 원피스에 부착

된 표현기법으로 원본의 사실성이 변질된 2단계의 페이

크 패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목걸이를 비롯한 리본, 벨

트, 타이 등의 장식요소들은 프린팅, 자수 등을 통하여

의복에 표현되는데 이때 디자이너의 주관이 개입됨에 따

라 원본의 사실성에 변화가 생긴다. <Fig. 2>는 과장된 사

이즈와 형태의 체인 목걸이와 벨트를 상의에 프린트하

였으며, 이는 유사한 형태의 실제 목걸이와 함께 매치되

었다. 목걸이라는 원본 이미지를 그래픽으로 변형시킨

표현기법으로, 다소 실재적인 재현이 나타나는 착시기법

으로 디자이너의 주관이 개입되었으나, 원본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2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간주되며

원본과의 유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독창성이 개입되면서 기존의 표현을 넘어 의

복의 음영이나 플라운스, 주름 등을 표현하는 새로운 형

태의 3단계 눈속임 기법을 볼 수도 있다. <Fig. 3>는 프

린팅을 통하여 칼라, 벨트 등의 디테일을 재현하였을 뿐

아니라 의복에 음영을 사실적으로 프린트함으로서 새로

운 미감의 페이크 패션 기법을 선보였으며, <Fig. 4>에

서는 의복의 주름과 플라운스를 브러쉬(brush)의 터치

감이 살아있는 라인으로 표현함으로서 원본의 이미지에

주관과 상상이 더해져 원본을 바탕으로 한 상상의 형태

가 표출되었다.

실용적, 장식적 목적을 기반으로 옷을 겹쳐 입은 것처

럼 보이는 눈속임 효과의 경우, 실제 셔츠를 잘라낸 형

태로 턱받이처럼 길게 늘어뜨린 비브 칼라(bib collar) 혹

은 페이크 칼라<Fig. 5>를 착용함으로서 의복 레이어링

효과를 내는 것을 2단계 페이크 패션으로 본다면, 표면

장식과 의상의 광택 차이를 통하여 레이어링 효과를 표

현한 <Fig. 6>은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적극적으로 개입

된 3단계의 페이크 패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다른 외

형의 레이어링을 표현한 <Fig. 7>–<Fig. 8>도 3단계의

페이크 패션이다.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개입된 3단계의

Fig. 1. Moschino,

Milan, 2014 S/S.

From Harris. (2013).

http://www.vogue.co.uk

Fig. 2. Moschino,

Milan, 2015 S/S.

From Harris. (2014).

http://www.vogue.co.uk

Fig. 3. Isaac Mizrahi,

New York, 2011 S/S.

From Peden. (2010).

http://www.vogue.co.uk

Fig. 4. Moschino,

Milan, 2006 S/S.

From Morton. (2005).

http://www.vogue.co.uk

Fig. 5. Bib collar.

From O'2nd Maple pt

fake shirts. (2016).

http://www.skfashionmall.com

Fig. 6. Sacai,

Paris, 2012 F/W.

From Bumpus. (2012a).

http://www.vogue.co.uk

Fig. 7. Hood by Air,

New York, 2014-15 F/W.

From Autumn/Winter 2014-15

Ready-To-Wear Hood by Air. (2014).

http://www.vogue.co.uk

Fig. 8. Balenciaga,

Paris, 2014 F/W.

From Bumpus. (2014c).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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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패션으로 착용자나 관람자는 원본과 재현된 이

미지 사이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서 유희감을 느낀다.

2) 모조 오브제 사용

모조는 모방의 입체화된 의미로서, 모방이 원본을 그

대로 옮긴 형태를 의미한다면 모조는 모방에서 이차적

힘을 가하여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를 구축한 것을 의미

한다(Im, 2004). 도금된 액세서리, 모조 보석 등 가짜 이

미지를 콘셉트로 잡은 패션을 포함하는 페이크 패션에

있어 대표적인 모조 오브제 활용 사례는 페이크 퍼 즉,

인조 모피를 들 수 있다. 페이크 퍼는 이미테이션 퍼 패

브릭(imitation fur fabric) 또는 펀 퍼(fun fur), 패션 퍼(fa-

shion fur) 등으로 불리며, 레이온 ⋅모헤어 ⋅양모 ⋅면 등

을 사용하여 모피와 같은 질감을 표현하는 직물이나 니

트의 총칭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텍스타일 프

린팅 및 기타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원

본의 재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표현이 가

능해졌고, 더불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의복의 소재

로 활용할 수 없는 물질을 그려낸 모조 소재의 활용이 나

타난다.

과거 디자이너들이 천연 모피를 대신하는 대체재로서

인조 모피를 활용해 왔다면, 최근의 디자이너들은 천연

모피의 외관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인조 모피

만의 다양한 텍스쳐와 화려한 컬러를 강조함으로서 천

연 모피가 줄 수 없는 가벼움, 캐주얼함, 유머스러움, 싸

구려스러움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Shin, 2011). 인조 모

피나 인조 보석을 사용하는 패션의 경우, 사실성의 재현

에 있어 디자인 및 제작의 목적이 단순한 원본의 모사인

지 새로운 가치와 창조성을 표방하는지에 따라 내재적

의미를 함축한 시뮬라크르로서의 페이크 패션인지 단순

한 모사품인지를 구분 짓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천연 모피의 대체재로서 사용되는 인조 모피는 실제 모

피와 비슷하게 구현하고자함이 그 목적으로, 이는 페이

크 패션으로 보기 어려운 모방적 성격을 가진 1단계 이

미지 재현 단계이다. 한편 <Fig. 9>은 천연 모피 대신 니

트를 정교하게 직조하거나 부슬부슬하게 일으켜 양털

처럼 보이게 만든 파일조직을 이용하여 퍼의 볼륨감을

표현하였다. 원본의 사실성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형

태로, 모피의 특징적 성격을 재현한 시뮬라크르 2단계

이미지 변형이다.

또한 프린팅 기술의 발달은 극사실적 이미지의 구현

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맨투맨 티셔츠나 후드 티셔츠의

위에 니트, 퍼, 데님 등을 프린트하였다. 특히 일차원적

으로 소재의 질감이 프린트되기보다는 퀼팅 가죽 재킷

등 상이한 소재의 의복 디자인이 인쇄<Fig. 10>되거나

기존의 소재들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프린트<Fig. 11>됨

으로서 시각과 촉각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차이는 원본과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와의 경계

를 희미하게 하는 3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실에서는 의복에 사용될 수 없는 나무의 표면

<Fig. 12>이나 벽돌<Fig. 13>을 소재로 하여 표현하기

도 했는데 이는 원본과 모조 소재 사이의 사실성이 갖

는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으로 4단계에 가까워지는 페이

크 패션으로 분석되었다.

모조 오브제의 활용은 의류뿐 아니라 가방을 비롯한

패션 잡화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르메스의 ‘버

킨백’이나 ‘켈리백’의 모양을 프린트한 홍콩 브랜드 진

저백(Ginger bag)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극사실적 포

토프린트 기법을 응용하였다. 가볍고 실용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보관, 사용이 용이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친환

Fig. 9. Stella

McCartney,

New York, 2012 F/W.

From Bumpus.(2012b). 

http://www.vogue.co.uk

Fig. 10. Sierra Julian's 

biker jacket t-shirts.

From Kidsinchicnet. 

(2013).

http://kidsinchic.net

Fig. 12. Alexander

McQueen, London,

2009 S/S.

From Jones. (2008).

http://www.vogue.co.uk

Fig. 13. Ashish,

London, 2012 S/S.

From Alexander.

(2011).

http://www.vogue.co.uk

Fig. 11. Moschino,

Milan, 2015 F/W.

From Autumn/Winter

2015-16 Menswear

Moschino. (2015).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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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제품으로 알려진 진저백의 실제 소재는 나일론이

지만, 타조 가죽, 악어 가죽, 뱀피 또는 호피, 캔버스 질감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프린팅의 세심한 표현에 의해 실

제 가죽의 질감을 전달하고 있다. Kwon(2012)은 이와 같

은 명품 페이크 에코백의 내적 의미를 친환경성, 소비가

치 공유성, 실용적 합리주의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위조품과는 달리 모조 소재를 디자인 컨셉트로 내세운

것으로 2단계 페이크 패션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비일상적 형태 사용

페이크 패션에 있어 비일상적 형태의 사용은 사실적

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에는 없거나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각적, 논리적으로 왜곡된 것을 의미

한다. 이미지의 재현에 있어 원본이 왜곡 및 과장되거나

혹은 상식적인 상황이 전복되고 전치되는 표현양상으

로 나타나며 이는 일상을 통해 익숙한 현상들이 불합리

한 맥락 속에 불안정하게 배치된 화면으로, 논리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낯설음

과 신선함을 느끼도록 한다.

<Fig. 14>는 일상적인 형태에 낯설음을 가미하여 상

식적인 형태와의 단절을 이끌어낸다. 원본 드레스에 부

여된 형태적 왜곡을 통해 관람자는 실제의 드레스와는

다른 변형된 감성을 느낀다. 디자이너의 주관에 따라 원

형이 변질되었으나 기존의 사실성이 다소 강하게 유지

되는 위와 같은 사례는 2단계의 페이크 패션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치의 전복을 통한 부조화에는 특히 신체 이

미지를 활용한 사례들이 많다. <Fig. 15>는 신체 내부에

위치해야하는 뼈를 옷의 표면에 표현하였다. 이는 안과

밖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관람자로 하여금 반전과 유희

를 느끼도록 하지만 원본의 사실성이 다소 강하게 유지

되는 2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분석된다. 신체 이미지의

전치를 활용하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Fig. 16>의 발가

락과 발톱이 그려진 신발은 디자이너의 주관과 상상력

이 강하게 개입되어 그래픽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림으

로서의 발가락이 표현되어있다. 이는 진짜와 허위의 경

계를 해체하며 다중적으로 해석 가능한 3단계의 페이크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Fig. 17>은 손에 가방을 든 프린

트를 활용한 옷으로, 이는 의복 자체보다는 착장을 통

하여 흑인 모델의 피부색과 맞아 떨어지는 효과를 자아

냄으로서 관람자에게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

는 모델의 손이라는 원본과 재현된 이미지의 경계가 희

미해지며, 재현된 이미지가 다시 새로운 하나의 창조적

인 디자인으로서의 독창적 아우라를 가진 4단계의 페이

크 패션이라 할 수 있다.

4) 차용을 통한 재의미화

차용은 ‘빌리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의

미로 Hong(2006)은 미술사에서의 차용이란 기존에 제작

되었던 이미지나 오브제를 가져와서 미술이라는 맥락에

두거나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용

법이라 설명하였다. 최근 페이크 패션의 디자인 경향에

있어 차용된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

기를 얻고 있다. 차용하는 이미지는 크게 기존의 패션 브

랜드 로고나 디자인을 차용하는 것과 패션과는 관계가

없는 로고나 이미지, 예를 들면 대중문화에서 파생된 이

미지나 현대 소비사회의 상품 이미지를 패션에 접목하

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패션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차용한 페이크

패션의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 짝퉁과는 구별하여 패

러디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유행한 바 있는 유

명 브랜드의 로고를 패러디한 티셔츠를 들 수 있다. 국

내 캐주얼 브랜드인 빈폴(Bean Pole)은 한국어 발음과

Fig. 14. Viktor & Rolf,

Paris, 2010 S/S.

From Limnander. (2009).

http://tmagazine.blogs.

nytimes.com

Fig. 15. Ashish,

London, 2011 F/W.

From Bumpus. (2011).

http://www.vogue.co.uk

Fig. 16. Comme des

Garçons, Paris, 2009 F/W.

 From Murek. (2013).

http://www.intothefashion.com

Fig. 17. Osman,

London, 2014 F/W.

From Vilda Fashion

Team. (2014).

http://www.vilda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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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가 활용되어 자전거 대신 손수레를 끄는 ‘빈곤(Bean

Gone)’으로 패러디되었고,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는 캐릭터 변형을 통해 머리 부분을 부풀린 ‘파마(Pa-

ma)’, 머리카락을 세운 ‘펑크(Punk)’ 등으로 코믹하게 변

형되었다(Fig. 18). 이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창조적

이미지를 생산했다기보다는 국내에 한정된 일시적인 유

행현상으로 2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볼 수 있다.

로고의 차용은 스트릿 브랜드뿐 아니라 최근의 컬렉

션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모스키노(Mosc-

hino)는 스마일 마크를 겹쳐 샤넬의 로고를 패러디<Fig.

19>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레미 스캇(Jeremy Scott)은 바

로 전 시즌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프라다(Prada)의 스트

라이프 드레스 디자인과 손에 컬러풀한 모피를 들고 등

장한 착장<Fig. 20>을 차용한 의상<Fig. 21>을 선보였

다(Ko, 2011). 패션 브랜드의 로고나 스타일링 등을 대상

으로 한 패러디는 원본을 바탕으로 하되 디자이너의 창

조성을 통하여 재현된 새로운 이미지로 3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의 착용으로 인기를 얻

고 있는 브라이언 리히텐버그, SSUR, LPD 등의 명품 로

고 차용 브랜드들은 단순한 모방이라기보다는 로고를 통

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유머에 나름의 철학을 더

한 하이패션의 형태를 갖는다. 이런 아이템들은 디자인

의 복제를 넘어 위장과 반전의 재미를 주며, 무리해서라

도 명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수

단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차용기법을 활용한 페이크 패

션은 의도된 모방이라는 점에서 명품을 베끼는 개념인

‘짝퉁’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고, 명품 로고 패러디 브

랜드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문화와 아우

라를 만들어내고 있다(Moon, 2014). 이들은 주로 스웨

트 셔츠, 티셔츠, 스냅백 등의 캐주얼한 아이템에 주로

접목되며 국내외의 유명 셀러브리티의 착용을 통하여

더 빠르고 강력한 유행현상으로 전파되고 있다.

프랑스의 꼴레뜨(Colette)에서 판매되는 이브생로랑

(Yves Saint Laurant)을 패러디한 Ain't Laurant 티셔츠

<Fig. 22>에는 작은 글씨로 ‘Without Yves’라고 쓰여 있

는데, 이것은 “이브 없이는 로랑이 아니다”라는 뜻이 된

다. 이브생로랑은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Hedi Slimane)

을 영입한 이후 브랜드의 이름을 생로랑(Saint Laurant)

으로 교체하였는데, 위와 같은 패러디는 이런 브랜드의

맥락을 아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시대를 반영한 메

시지이다. 또한 브랜드 발망(Balmain)의 로고를 변형한

발린(Ballin)<Fig. 23>은 공놀이 혹은 엄청나게 부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 부자인데 그것을 티내고 다

니는 사람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패러디되

었다. 리히텐버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

이 차용한 명품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함에 따라 이

를 일종의 오마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Sym-

onds, 2013). 미국 페이퍼 매거진(Paper Magazine)이 진행

한 “Ten streetwear brands making the best fashion logo

parodies right now”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대상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의 의

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

었으며, 결과물을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감성문화를 창

조하고자 함을 밝혔다(Schreiber, 2013). 이처럼 새로운

유행, 나아가 문화를 형성하는 페이크 패션은 원본의 재

현을 떠나 독립적인 아우라를 형성하는 4단계의 시뮬라

크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중문화에서 파생된 이미지나 현대 소비

사회의 상품 이미지 등 패션과는 관계가 없는 로고나 이

Fig. 18. Spoofing

fashion logos.

From Choi. (2004).

http://www.seoul.co.kr

Fig. 19. Moschino,

Milan, 2015 S/S.

From Budiman. (2014).

http://hexfashion.blogspot.kr

Fig. 20. Prada,

Milan, 2011 S/S.

From Jones. (2010).

http://www.vogue.co.uk

Fig. 21. Jeremy Scott,

New York, 2011 F/W (I).

From Autumn/Winter

2011-12 Ready-To-Wear

Jeremy Scott. (2011).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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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차용하는 페이크 패션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때 활용되는 이미지들은 주로 관람자가 컬러나 로고의

대략적인 형태만으로도 어떤 것을 패러디한 것인지 인

지가 가능한, 일상에서 이미 익숙하거나 대중문화를 대

표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로고나 이

미지가 패션에 차용됨에 따라 색다른 재미와 반전을 주

는데, 특히 눈에 익숙한 로고들은 약간의 변형을 거침으

로서 관람자에게 페이크 패션으로서의 재미와 낯설음을

제공한다. 아냐 힌드마치(Anya Hindmarch)는 시리얼 상

자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가방이나 비스켓과 흡

사한 가방을 디자인<Fig. 24>하였다. 맥도날드의 로고

와 컬러를 패러디한 모스키노의 로고<Fig. 25>와 빨간

색의 바탕에 흰 글씨와 곡선만으로도 알 수 있는 코카콜

라 캔을 변형한 제레미 스캇의 디자인<Fig. 26>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이 차용

되기도 하는데, 벌키한 니트를 걸친듯한 아우터를 자세

히 살펴보면 미키마우스의 손들이 조합된 것<Fig. 27>이

며, <Fig. 28> 역시 평범한 팬츠와 머플러로 보이지만 가

까이에서 보면 미키마우스의 팬츠와 손을 조합한 디자

인이다. 이외에도 슈퍼맨의 S자 로고를 물음표로 살짝

바꿔서 사용한 페이크 패션<Fig. 29>의 형태도 볼 수 있

다. 이처럼 대중문화 이미지나 로고, 상품의 이미지를 차

용하는 페이크 패션은 원본의 이미지가 시뮬라크르화된

것으로, 복제물의 복제라는 시뮬라크르 개념과 일치하는

페이크 패션의 4단계 표현양상에 매우 근접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표현기법에 따른 페이크 패션의 사례를 시뮬라크르

개념을 기반을 한 분석틀로 정리하여 그 사례를 범주화

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IV. 결 론

기존의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디자인 혹은 인조 소

재를 활용한 제품이라는 협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온 페

이크 패션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와 소비자

의 욕구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에 따라 그 유

Fig. 26. Jeremy Scott,

New York, 2011 F/W (II).

From Autumn/Winter

2011-12 Ready-To-Wear

Jeremy Scott. (2011).

http://www.vogue.co.uk

Fig. 27. Jeremy Scott,

New York, 2009 F/W (I).

From Ruano. (2009).

http://hypebeast.com

Fig. 28. Jeremy Scott,

New York, 2009 F/W (II).

From Ruano. (2009).

http://hypebeast.com

Fig. 29. Jeremy Scott,

New York, 2011 F/W (III).

From Autumn/Winter

2011-12 Ready-To-Wear

Jeremy Scott. (2011).

http://www.vogue.co.uk

Fig. 22. YSL parody

t-shirt.

From Socha. (2013).

http://wwd.tumblr.com

Fig. 23. Ballin Paris

t-shirt.

 From Leibowitz. (2013).

http://www.huffingtonpost.com

Fig. 24. Anya Hindmarch, 

London, 2014 F/W.

 From Bumpus. (2014a).

 http://www.vogue.co.uk

Fig. 25. Moschino,

Milan, 2014 F/W.

From Bumpus. (2014b).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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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점점 다양해졌으며 표현기법 역시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페이크 패션의 변화와 다원화를 체계적

으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드리야르가 주장

한 현대 사회의 이미지 변화 4단계를 현대 페이크 패션

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각 단계별 현대 페이크 패션의 표현특성은 보드리야

르의 시뮬라크르 이론을 기반으로 원본의 사실성 모방

에 집중하는 1단계, 형태나 시 ·지각의 왜곡을 통하여 변

형을 주었으나 원본과의 유사성이 유지되는 2단계, 원본

의 사실성이 많이 희미해지고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적

극적으로 개입된 3단계, 원본의 재현을 떠나 새로운 가

치와 독립적인 아우라를 형성하는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현대 페이크 패션의 조형적 표현기법은 재

현에 따른 착시, 모조 오브제 사용, 비일상적 형태 사용,

차용을 통한 재의미화로 분류 가능하며 수집한 사례를

위의 시뮬라크르 이론을 기반으로 한 4단계의 분석틀에

적용한 결과, 모방성을 띄는 1단계의 이미지 재현은 페

이크 패션으로 분류할 수 없는 위조품으로 원본을 그대

로 재현하려고 하는 성질을 지닌다. 재현에 따른 착시기

법과 모조 오브제를 사용한 페이크 패션의 경우 2, 3단

계의 페이크 패션이 주로 발견되었으며 비일상적 형태

가 사용되고, 차용을 통한 재의미화가 이루어지는 페이

크 패션의 사례들은 새로운 의미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4단계의 페이크 패션으로 분석됨을 알 수 있었다. 시뮬

라크르라고 할 수 있는 4단계의 페이크 패션은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상징적 의미와 다중적 의미를 지

니는 패션으로 나타났다. 시뮬라크르 개념으로 분석한

현대 페이크 패션은 단순히 신선한 디자인을 목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현하는 것뿐 아

니라 그 자체로서 새로운 아우라를 만들고 나아가 메시

지를 지닌 트렌드를 형성하는 새로운 상징적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4. Categorization of modern fake fashion according to the simulacre concept of Baudrillard

Phase

of fake fashion

Expression

of fake fashion

Fake fashion

of the first stage

Fake fashion

of the second stage

Fake fashion

of the third stage

Fake fashion

of the fourth stage

Optical illusion

by reproduction

Realistic imitation

of the original shape

Direct applying

of details Displaying

creativity, New

and ingenious

eye-deceiving

technique

-
Intervention of

subjectivity

while keeping

the original form

 Use

of fake object

Fashion using faux fur

or artificial fabric

for substitutes

Emphasis on the

unique texture

and color of

fake material

Utilizing

surrealistic

materials or

printing

-

Use

of unusual shapes

Realistic imitation

of the original shape

Representation

beyond the

logical situation,

but keeping the

original form

Absence of ori-

ginal sources due

to the adoption

of a designer's

creativity

No relation to

primary images

that create a

new aura

Re-signifying

through borrowing

Fake goods imitating

designs or logos

Visual

transformation

for spoof

Parody of other

brand logo,

designers' look

or clothes

Deliver the

messages,

 High fashion

style with

unique humor

and philosophy

– 611 –



22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4, 2016

위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한 현대 페이크 패션의 범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본의 모방을 목적으로 하는 위

⋅변조품이나 복제품은 페이크 패션이 아니다. 둘째, 창

조적인 디자인의 제안을 위한 기법으로서 원본을 재현

혹은 변형하여 착용자 및 관람자에게 착시를 통한 감상

을 제공하는 패션이다. 셋째, 인조 모피나 모조된 소재

를 활용한 패션으로 모조 오브제는 원본을 대신하는 대

체제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창조성을 표

방한다. 넷째, 이미지의 재현에 있어 원본이 왜곡 및 과

장되거나 혹은 상식적인 상황이 전복됨으로서 반전과

유희를 제공하는 패션이다. 다섯째, 현대 사회에 실재하

는 상징적 이미지의 차용을 통하여 독창적 아우라를 생

성하는 패션으로 독립적 이미지를 표방하는 기호로서

작용한다.

각 표현기법에 따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원본과는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변종이자 새로운 존재적 가치로

서의 시뮬라크르를 형성하는 4단계의 페이크 패션의 사

례를 다양하게 발견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이는 계속해

서 변화하는 패션의 속성과 페이크 패션의 특성에서 비

롯된 것으로 유추된다. 페이크 패션은 그 자체가 눈속임

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의 비중이 높고, 눈속임은 원본의

사실성을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완전 새

로운 아우라를 형성하는 독립적 존재인 시뮬라크르로서

의 페이크 패션의 생성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의 대표

적인 시뮬라크르인 미키마우스의 사례를 보면, 이 캐릭

터는 쥐에서 이미지의 모티브를 가져왔으나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미키마우스를 쥐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작자의 창조성이 개입된 이미지의

외형 및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에 내재되어 오랜 기간

에 걸쳐 구축되어 온 고유의 특수성 덕분이다. 한편, 패

션은 그 특성상 한가지의 기법이 길게 유지되고 고수되

는 경향보다는 시대의 트렌드와 미적 감각에 따라 빠르

게 변화하는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타 분야의 시뮬라크

르 이미지 생성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페이크 패션은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디자이너의 창의성 및 관람자의 새로운 미적 가치

추구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현대 소비사회에 발맞춰 점

점 더 확장 및 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의 페이크 패션 사례들을 현대 소비사

회의 모조와 복제 등 진화하는 이미지 변화를 보드리야

르의 시뮬라크르 현상을 바탕으로 분류 및 분석함으로

써,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현대 페이크 패션을 범주화하

고 체계화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한 현대 페이크 패

션 분석틀이 기술의 발달과 이미지의 변화가 가속화되

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페

이크 패션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References

Alexander, E. (2011, September 17). Spring/Summer 2012 Rea-

dy-To-Wear Ashish.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

er-2012/ready-to-wear/ashish

Appignanesi, R. (1996). Postmodernism (S. Y. Lee, Trans.).

Seoul: Eadoo.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Autumn/Winter 2011-12 Ready-To-Wear Jeremy Scott. (2011,

February 16).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1/

ready-to-wear/jeremy-scott

Autumn/Winter 2014-15 Ready-To-Wear Hood by Air. (2014,

February 9).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4/

ready-to-wear/hood-by-air

Autumn/Winter 2015-16 Menswear Moschino. (2015, January

11).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

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5/mens/mosc

hino

Baudrillard, J. (2001). SIMULACRES et SIMULATION (T. H. Ha,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Budiman, S. H. (2014, July 3). REVIEW MOSCHINO SS 15.

he X fashion.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hexfa-

shion.blogspot.kr/2014/07/review-moschino-ss-15.html

Bumpus, J. (2011, February 22). Autumn/Winter 2011-12 Rea-

dy-To-Wear Ashish.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

2011/ready-to-wear/ashish

Bumpus, J. (2012a, March 5). Autumn/Winter 2012-13 Ready-

To-Wear Sacai.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nter-2012/

ready-to-wear/sacai

Bumpus, J. (2012b, March 5) Autumn/Winter 2012-13 Ready-

To-Wear Stella McCartney.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

mn-winter-2012/ready-to-wear/stella-mccartney

Bumpus, J. (2014a, February 18). Autumn/Winter 2014-15 Re-

ady-To-Wear Anya Hindmarch. VOGUE BRITISH. Retrie-

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

autumn-winter-2014/ready-to-wear/anya-hindmarch

Bumpus, J. (2014b, February 20). Autumn/Winter 2014-15 Re-

– 612 –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한 현대 페이크 패션 연구 23

ady-To-Wear Moschino.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

nter-2014/ready-to-wear/moschino

Bumpus, J. (2014c, February 27). Autumn/Winter 2014-15 Re-

ady-To-Wear Balenciaga.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autumn-wi

nter-2014/ready-to-wear/balenciaga

Choi, W. G. (2014). A study on the Simulacre of ‘Alice in Won-

derla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Choi, Y. K. (2004, August 18). 짝퉁이라뇨! ‘패러디패션’ 이죠

[Not counterfeit! but ‘parody fashion’]. The Seoul Shin-

mun. Retrieved October 30, 2014, from http://www.seoul.

co.kr/news/newsView.php?code=&id=20040819059001

Eom, K. H., & Lee, M. J. (2014). A case study of fake design

shown in products by the fiber fashion. Journal of Digi-

tal Design, 14(3), 779–788.

Fake fashion. (n.d.).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NAVER Updated

event of essential knowledge].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781&c

id=43667&categoryId=43667

Harris, S. (2013, September 22). Spring/Summer 2014 Ready-

To-Wear Moschino.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

2014/ready-to-wear/moschino

Harris, S. (2014, September 18). Spring/Summer 2015 Ready-

To-Wear Moschino.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

2015/ready-to-wear/moschino

Hong, H. S. (2006). (A) Study on the roles of simulacre in pho-

to-image appropr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Hornby, A. S., Jeong, Y. K., & Cho, M. O. (2009). Oxford ad-

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Ox-

ford University Press.

Im, S. I. (2004). The natural image faked inside the contem-

porary society-Focusing on my own 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Jones, D. (2008, October 3). Spring/Summer 2009 Ready-To-

Wear Alexander McQueen.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

summer-2009/ready-to-wear/alexander-mcqueen

Jones, D. (2010, September 23). Spring/Summer 2011 Ready-

To-Wear Prada.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1/

ready-to-wear/prada

Kidsinchicnet. (2013, September 17). Sierra Julian Kids Cloth-

ing. Designer kids clothes.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kidsinchic.net/sierra-julian-kids-clothing/

Kim, B. Y. (2011).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ed fashion ob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

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im, H. M. (2008). A study on the reproducibility of the con-

temporary space-Focused on the theory of Jean Baudri-

ll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im, N. D., Jeon, M. Y., Lee, H. E., Lee, J. Y., & Kim, S. Y.

(2013). Trend Korea 2013. Seoul: Miraebook.

Ko, H. S. (2011, November 14). 패션계의 앤디 워홀 [Andy

Warhol in fashion world]. Fashion Insight. Retrieved Jan-

uary 13, 2015, from http://www.fi.co.kr/main/view.asp?Se

ctionStr=Series&idx=37627&NewsDate=2011-11-14

Kwon, J. S. (2012). A study on the internal meaning and aes-

thetic value of luxury fake ecobag. Journal of Basic Sci-

ences, 29, 53–66.

Lee, G. J. (2005). A study on architecture form expression on

the image change steps of simulation theory-Focusing on

Frank Gehry's late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Lee, H. M. (2006). Image reproduction in modern society-Fo-

cusing on simulation concept of Jean Baudrillard-. Unpub-

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Lee, S. L. (2009). The simulation phenomenon in the military

loo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Lee, Y. N. (2011). A study on visual image expression of body

art by the simulation 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

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Leibowitz, L. (2013, September 26). Brian Lichtenberg Suing

Brother Over Designer Parody Shirts. The Huffington Post.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huffingtonpost.

com/2013/09/26/brian-lichtenberg-suing-brother_n_39979

65.html

Lim, J. Y. (2008). A study on the stimulation theory of Jean

Baudrilla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imnander, A. (2009, October 5). Group Hug | Viktor & Rolf,

Givenchy and Comme.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

ine.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tmagazine.blogs.

nytimes.com/2009/10/05/group-hug-viktor-rolf-givenchy-

and-comme/?_r=0

Martin, M. (2013, March 7). A fake fashion site for fake-fash-

ion awareness. TIME. Retrieved March 12, 2015, from

http://style.time.com/2013/03/07/a-fake-fashion-site-for-fa

ke-fashion-awareness/

Moon, M. S. (2014, January 6). 올해 패션 트렌드 ‘스웨그’ 열

풍? [‘Swag’? hot fashion trend in 2014]. Fashionbiz. Ret-

rieved October 15, 2014, from http://www.fashionbiz.co.

– 613 –



24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4, 2016

kr/TN/?cate=2&recom=2&idx=137639

Morton, C. (2005, September 28). Spring/Summer 2006 Ready-

To-Wear Moschino.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

2006/ready-to-wear/moschino

Murek, D. M. (2013, February 25). INSPIRATION Comme des

Garçons FW 2009||10... Céline SS||2013. INTO THE FAS-

HION.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intothe-

fashion.com/2013/02/inspiration-comme-des-garcons-fw-2

00910_25.html

Na, H. S., & Kim, H. J. (2012). ‘Fake fun’ design in the new

millennium fash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esign

Forum, 34, 47–54.

Nam, E. A. (2013). A study on fake vintage fashion-Based on

the frame of simulacre phenomenon-. Unpublished mas-

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Nam, S. J. (2007). A study on simulation expression in modern

fashion-Focused on 2001~2006 fashion collection-. Unpu-

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

sity, Seoul.

Office of Korean Dictiona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

dies, Korea University.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권,

ㄱ~ㅁ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Vol. 1, ㄱ~ㅁ].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ersity.

O'2nd Maple pt fake shirts. (2016). SK FASHION MALL. Ret-

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skfashionmall.com/

sfmweb/product/productDetail.do?goodsNumber=42722&

colorCode=037&enterNumber=50647&enterType=010

Park, E. (2010). A study of fake design in the fashion of the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3),

110–122.

Peden, L. D. (2010, September 16). Spring/Summer 2011 Rea-

dy-To-Wear Issac Mizrahi. VOGUE BRITISH.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ogue.co.uk/fashion/sprin

g-summer-2011/ready-to-wear/issac-mizrahi

Rosenfeld, A. (2014, December 3). From Collaborations to Co-

unterfeits: “Faking It” Opens at the FIT Museum. FRANK

LAMENDOLA. Retrieved April 12, 2016, from http://www.

frank-lamendola.com/thearmcandy/2014/12/3/faking-it

Ruano, L. (2009, March 8). Jeremy Scott 2009 Fall RTW Col-

lection. HYPEBEAST. Retrieved July 13, 2016, from http://

hypebeast.com/2009/3/jeremy-scott-2009-fall-rtw-collection

Schreiber, A. (2013, June 17). Ten streetwear brands making

the best fashion logo parodies right now. PAPER. Retrie-

ved November 7, 2014, from http://www.papermag.com/

2013/06/ten_best_streetwear_brands_fashion_logo_parodi

es.php

Seo, D. W. (2010, September 26). 시뮬라크르 [Simulracre]. Na-

vercast. Retrieved October 7, 2014, from http://navercast.

naver.com/contents.nhn?rid=88&contents_id=3669

Shin, K. R. (2011, January 27). [럭셔리트렌드]뉴욕 패션계를

휩쓰는 인조모피 바람 [[Luxury Trend]Fake fur trend in

New York]. etimes. Retrieved October 30, 2014, from http://

www.etimes.net/service/CreditBank_2008/shellview.asp?A

rticleID=2011012711450501705

Simulacre. (n.d.). Doopedia. Retrieved October 13, 2014,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

ethod=view&MAS_IDX=101013000798858

Socha, M. (2013, October 2). Saint Laurent Severs Ties With

Colette. WWD. Retrieved October 19, 2014, from http://

wwd.tumblr.com/post/62919342048/saint-laurent-severs-ti

es-with-colette-slimane-is

Symonds, A. (2013, December 11). Fashion Logo Parodies, St-

rictly Tongue in Chic.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No-

vember 7, 2014, from http://www.nytimes.com/2013/12/1

2/fashion/fashion-logo-parodies-tshirts-strictly-tongue-in-c

hic.html?_r=0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fashion unabridged dictionary.

(2006). FASHION 전문 자료사전 [Fashion Unabridged Dic-

tionary].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The Museum at FIT. (2014, December 2-2015, April 25). Fak-

ing it: originals, copies, and counterfeits. The Museum at

FIT. Retrieved January 6, 2015, from http://www.fitnyc.e

du/museum/exhibitions/faking-it.php

Vilda Fashion Team. (2014, September 24). The Big Autumn

Winter Trend Edit. VILDA.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vildamagazine.com/2014/09/the-big-autumn-w

inter-trend-edit/

Yang, H. M., & Kim, M. J. (2000). Pastiche in the late capi-

talism fash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50

(1), 69–84.

Yasuda, Y., Son, N. B., Minowa, Y., & Lee, S. J. (2009). Es-

sence Japanese-Korean Dictionary (2nd ed.). Paju: Min-

jungseorim.

Yim, E. H. (2007). Representation and non-representation of

the body in fashion - Based on simulation theory by Jean

Baudrillard -.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

ture, 15(4), 604–619.

High-end로 간 Hip-Hop [Hip-Hop goes to High-end]. (2014,

March 6).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September 23,

2014, from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Industry

Trend/Style/content?an=10370&glChk=&block=&page=&

cnt=&keyword=swag

– 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