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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 
작품은 과거보다 그 목적이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

으며, 그 개념 역시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

이션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이것이 

한 시대를 반영하는 유행과 문화, 더 나아가서는 가치

관까지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
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미학을 넘어서는 

이그나시 몬레알(Ignasi Monreal)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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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hion illustration is a language that expresses the inspirational imagination of designers. Like fashion, il-

lustration reflects and records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time. In this context, Ignasi Monreal's 
fashion illustration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reveal modern people's ways of thinking and their desires. 
This study analyzed work by Ignasi Monreal in ‘Gucci Hallucination’ of 2018 S/S to examine the character-
istics of his new painting style and the messages his fashion illustration aims to convey. He tried to harmonize
his surrealistic digital illustrations of Greek mythology with Gucci item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harac-
teristics of Monreal's illustration works wer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formal aspects (similarity of 
composition or subject and use of dépaysement techniques), and content aspects (expression of a mythical sur-
real being). These qualities differentiate Monreal's fashion illustration from that of other artists. In addition, 
his works on the myth of Icarus not only express the desires of modern people but also convey social satirical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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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미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형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적절한 

예시로는, 현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러

스트레이션 작업을 선보인 스페인 출신의 디지털 일

러스트레이터 이그나시 몬레알(Ignasi Monreal)(1990
∼)을 들 수 있다. 몬레알은 2018년 S/S 시즌에 ‘Gucci 
Hallucination’라는 테마로 구찌(Gucci)와 컬래버레이

션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성 있는 화풍과 작품 속에 담

긴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본 연

구는 구찌가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사조를 구찌 컬렉션 속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작가는 구찌 아

이템 속의 초현실주의를 통해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

를 던지고자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몬레알은 구찌와 협업한 이 컬렉션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비즐리 디자인상을 받았으며, 밀라노 디자인상의 최

종 명단에 오르기도 하였다(Chrysalis Mag, n.d.). Azza- 
rello(2019, para. 1, 3)는 평가하기를, 그의 작품은 “‘구
찌에 절대자유를 부여한 발명품’이며, ‘일러스트레이

션을 통해 자신만의 창조적인 원칙과 철학을 형성했

다’”고 하였다. W 매거진(W Magazine)은 “1990년
대와 2000년대 초에 톰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

신의 작품들을 통해 상상력 넘치는 접근 방식을 입증

하였다”(Eckardt, 2017, para. 15)고 극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내셔널(The National)은 “그의 작품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발견하였으며, 구찌와의 협업

이 몬레알을 스포트라이트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Denman, n.d., para. 2). 이처럼 단일 컬렉션으로 전 세계

적인 관심과 파급력을 지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가 탄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에, 이에 해당

하는 작품들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충분한 연구가치

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연구가 최근의 초현실주의적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몬레알의 구찌 컬렉션 작

품들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몬레알의 작

품은 유명 명화 속의 인물들에게 구찌 컬렉션의 의상

과 액세서리를 입힘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넘나들이 효

과라는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명품 브랜드가 예술과

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과거의 미와 현재의 것을 상

호 연결시키는 이음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몬레알과 
구찌의 협업은 큰 의의를 가진다(Son, 2018). 둘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에는 패션 일러

스트레이션과 초현실주의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

이 있기는 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에 비해 초현실주

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미하다(Kim, 2004).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Kim, 
2009)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과거의 연구들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 제작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

고, 광고와 같은 상업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부

족하기에 이의 보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

고 있었다. 아울러, 과거의 연구들은 일러스트레이션

의 분석 기준이 특정 이론에 바탕을 두는 편중된 분석

을 하고 있기에 더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몬레알의 일러스트레

이션 작품들을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되, 형식과 내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형식적 측면의 경우 구도, 소재, 그리고 기법

의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담겨진 의

미, 즉 내용적 측면의 분석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찌의 공식 웹사이

트에서 ‘Gucci Hallucination’의 테마를 소개하는 카테

고리의 내용을 수집하고, 몬레알의 웹사이트에서 

2018년 S/S 시즌의 ‘Gucci Hallucination’ 속의 일러스

트레이션 작품들을 수집한 후, 구찌의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몬레알의 인터뷰 자료 

및 작품 분석의 근거가 될 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분석 틀을 

크게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을 지어 분석

하였는데, 이는 예로부터 복식사 연구뿐만 아니라 예

술사 연구에서도 예술작품의 분석 시 보편적으로 사용

되던 방식이다. 시각적인 예술작품의 구조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스위스의 미술사가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이 시작하였다. 뵐
플린은 예술작품의 형식은 선과 면에 해당하는 직관

적으로 보이는 것들이며, 그 내용은 해당 작품이 나타

내고자 하는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는 양자 중 선과 면, 색채 등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였다(Kim, 2013). 그러나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는 예술작품을 분석할 때는 

형식과 표현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는 예술가로부터 창조된 예술작품들은 단지 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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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보는 이의 미적 경험을 이끌어내지 않으며, 
심상을 자아내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적인 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Kim, 198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몬레알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들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형식적 측면의 분석 대상으로는 몬레알이 영감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 명화들 관련 작품들로, 이에 관해

서 그는 더 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

힌 바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구찌 캠페인을 요청받

았을 때, 15세기 네덜란드 아티스트 히에로니무스 보

스(Hieronymus Bosch)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이를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보스의 흔적이 없도록 나타냈

습니다. 보스의 원작은 섬뜩한 악마와 사후세계를 그

리고 있지만, 나의 버전은 양머리를 하고 있는 모델과 

신기한 기린들로 가득합니다. 나의 또 다른 이미지에

는 존 에버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의 유명한 그

림 ‘오필리아(Ophelia, 1852)’가 있는데, 나의 작품 속

에서는 구찌 드레스를 입고 물에 떠 있는 빨간 머리의 

여성으로 재해석 되었습니다”(Maisey, 2018, para. 11). 
아울러, 구찌 웹사이트에는 ‘Gucci Hallucination’ 속 

몬레알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13세기 화

가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의 ‘아르놀피니 초상화’
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이라 밝힌 바 있다(Gucci, 
n.d.-c, para. 4).
내용적 측면의 분석 대상들과 관련하여서도 그는 

구찌, W 매거진, 더 내셔널등과 같은 유수의 언론

사나 잡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작품 제작 의도

를 밝힌 바 있다(Denman, n.d.; Eckardt, 2017; Gucci, 
n.d.-a). 먼저 Gucci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작품 모

티브는 다음과 같다: “이카로스(Icaros)를 테마로 작업

했습니다. 저는 이카로스의 이야기에 완전히 반했어

요. 그것은 일종의 만트라, 즉 주문 같은 것이에요. 태
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면 타버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중략) 이카로스는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작품

이 완성되고 보니 모든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카로스의 

서사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표지에는 태양에 

다가가다 추락해 밀라노의 구찌 허브로 떨어지는 이

카로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Gucci, n.d.-a, para.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의 보완을 목표

로,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범주 가운데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양자를 모두 분석해 보고자 하

였다. 즉, 본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의 단

편적 분석보다는, 그 속에 표현된 내용들은 어떤 의미

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타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II. 이론적배경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에 디자이너의 아이디

어 스케치나 도식화 제작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오
늘날에는 과거의 패션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 그 

목적과 형식, 용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평면적 2D 이미

지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닌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발

전했으며 그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정보의 시각적인 제공의 의미

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대중을 향한 특정 메시지의 전

달을 위해 사용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Pi & Woo, 2015). 
이에 따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속에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고도의 예술적 표현

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현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법적, 그리고 표현적 다양

성이 실현될 수 있었다. Pi and Woo(2015)는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목적에 따라 도식화, 스타일화, 
그리고 이미지화로 나누었으며, Lee and Kim (2006)은 

그 기능을 기록, 정보 전달, 그리고 예술적 기능으로 보

았다. 기술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현대의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은 디지털 페인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

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im and Yoo(2011)
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초기 

제작 단계부터 활용이 되고 있고, 과거의 수작업 과정

에서는 불가능했던 이미지의 변화 및 수정 작업을 편

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서술한다. 

2. 초현실주의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초현실주의의 개념

초현실주의는 몬레알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그의 작품들

의 전반적인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신화적 서사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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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그의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시인 앙

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에 의해 20세기 초에 프랑

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초현실주의 운동은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Manifeste du surréalisme)을 통해 정

의되었다. 이는 논리에 따르지 않는 현실성을 의미하

고 이성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

남을 말한다(Breton, 1924).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의 처참함과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후 초현실주의는 전

위 문학부터 넓게는 예술운동으로 확대되어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지향하는 예술세계를 창조하게 되었다

(Lee, 2016). 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가능

하지 않은 여러 이미지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들을 탄생시켰다(Kee, 
2016). 초현실주의는 최근 들어 문학이나 회화 장르뿐

만 아니라 무용, 전시, 광고, 음악, AR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Wang 
and Cho(2021)는 벨기에의 피핑톰 무용단(Peeping Tom 
Dance Com- pany)의 작품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의식적인 꿈의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이 융합된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무용수의 

괴기하고 과장된 동작들로 표현되어 무대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언급하였다. Lee(2019)는 AR이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사실적 표현’이 중요한 매

체적 특징을 지니므로 초현실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AR과 초현실주의의 공

통적인 특성을 ‘이상한 만남’ 혹은 ‘혼합’이라 정의하

며 두 장르의 기법적 유사성을 언급하였다.

2) 초현실주의의 기법

초현실주의 회화에 쓰이는 기법은 크게 오토마티즘

(Automatisme),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ec- 
alcomanie), 콜라주(Collage), 오브제(Objet), 그리고 데

페이즈망(Dépaysement)의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오
토마티즘 기법은 ‘자동기술법’으로도 불리며, 무의식

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하려고 시도할 때 작가가 고정

관념이나 이성에서 벗어나 회화적으로 자연스러움을 

돋보이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프로타주 기법은 독

일의 서양화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에 의해 제시

된 기법으로, 특정 오브제를 종이 밑에 놓고 연필로 문

질러 그 흔적을 기록하는 기법이다. 데칼코마니 기법

은 물을 머금은 종이 위에 물감을 떨어뜨릴 때 나타나

는 우연한 효과와 자동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기법이

고, 콜라주 기법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한 화면에 입체

적으로 붙여서 표현하는 기법이다. 오브제 기법도 3차
원, 더 나아가 4차원의 공간에 사물을 붙이거나 작가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내는 기법을 의

미한다(Son & Kim, 2018). 상기한 초현실주의 회화 기

법들 중에서 몬레알의 작품 전반에 쓰인 것은 데페이

즈망이다. 이 데페이즈망 기법은 그의 작품들의 구도

와 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주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기법들 중 데페이즈

망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데페이즈망(“Dépaysement”, n.d.)은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 변화를 추구하는 상태라고 번

역이 된다. 이는 낯선 것을 일상적 환경으로 옮김으로

써 이질감과 기이함을 드러내는 기법으로, 서로 반대

가 되는 성격의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성하

기 때문에 시각적 아이러니와 긴장감이 유발된다

(Moon, 2020).
데페이즈망 기법은 오늘날 영화, 광고, 건축 등 광범

위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 패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Oh(2013)는 작가

가 의도를 갖고 명화를 재구성하거나 재창조하는 ‘차
용’의 방식이 오늘날의 많은 미술작품에 사용되고 있

어서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서술

했다. 특히, 서양의 현대 미술은 이를 광고에 적극적으

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표현’으로 활용

이 되며, 이것이 바로 몬레알의 사례와 부합되는 면이

다. Oh(2013)는 이러한 차용의 행위를 통해 현대 작가

들은 원작을 변형시키는 동시에 서로 이질적인 성질을 
가진 요소들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

여 조형적 의문을 던지는 ‘데페이즈망’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데페이즈망의 ‘낯설게 

하기’의 예시는 <Fig. 1>이다. <Fig. 1>은 프랑스 화가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작품인 ‘Baigneuse de Valpinçon(1808)’에 등장

하는 여인을 국내 작가가 작품 속 오브제로 차용된 시

계와 추 등과 혼합하여 재창조한 작품이다. Oh(2013)
에 의하면, 이는 원작과는 다른 문맥을 형성하면서 초

현실주의 작품들을 연상하게 만든다고 서술하였다. 
때로는 과거의 소재들과 현대적인 소재들이 혼합되어 

한 화면에 배치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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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소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닌, 앞서 언급된 새

로운 시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몬레

알의 작품들은 모두 낯설게 하기 그리고 이질적인 소

재들의 혼합이라는 데페이즈망의 기본적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몬레알 또한 구찌와의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포함

하는 자신의 모든 작품들 속에 데페이즈망 기법의 적

극적인 활용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몬레알이 구찌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작품들 속에서 초현실주

의적 특징과 데페이즈망 기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3. 이그나시 몬레알

몬레알은 스페인 출신의 젊은 일러스트레이션 작

가로, 2018년 구찌와의 협업 이후에 개성 있는 패션 일

러스트레이터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질 스

튜어트 뉴욕(Jill Stuart New York), 2020년에는 불가리

(Bvlgari), 엣니아 바르셀로나(Etnia Barcelona) 등의 다

양한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해당 브랜드들의 
시각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는 구찌와의 협업을 통해, 19세기 말의 ‘라파엘 전파

(Pre-Raphaelite Brotherhood)’인 조르조 데 키리코(Gi- 
orgio de Chirico)의 형이상학적 화풍을 현대적으로 절

충시켜 초현실주의적 아름다움이 담긴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절충주의를 따르는 구찌

의 비전과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것이었다

(Kang, 2018). 그는 구찌와의 이 협업으로 인해 해외의 

유수한 디자인상의 후보에 오르는 등 주목받는 일러스

트레이션 작가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마드리드의 

라 후레쉬 갤러리(La Fresh Gallery)에서 첫 솔로쇼를 

개최하게 되었다(Chrysalis Mag, n.d.).
몬레알을 ‘Gucci Hallucination’ 컬렉션의 일러스트

레이션 작가로 발탁한 사람은 구찌의 새로운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로 부임한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였다. 미켈레는 이전까지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구찌를 다시 일으켰는데, 디자인

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른바 ‘젊은 구찌’ 콘셉트를을 

통해 전 세계 패션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Yoon, 2019). 
Baek and Bae(2019)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리브랜

딩과 마케팅에 주력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미켈레

의 사례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였다. Choi and Park 
(2019)는 미켈레가 밀레니얼 세대를 새로운 브랜드 고

객층으로 선정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고 온라

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리

브랜딩에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몬레알은 아티스트로서의 화풍, 일러스트레이션의 

모티브, 그리고 소재의 신선함 등의 측면에서도 개성 

있는 작가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작

업에 관해 언급한 잡지 메탈(METAL)과의 인터뷰

에서, 그가 그린 그림 속 인물들은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는데, 자신은 초현실주의, 판타지, 그리고 패션이 어

우러지는 우주를 창조하고 싶다고 하였다(Ariz, n.d.).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구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인어가 얼음으로 장식된 구찌 가운을 입고 

등장하거나, 구름 속에서 낚시를 하는 여성들이 구찌

의 ‘오피디아(Ophidia)’ 토트백을 들고 다니는 등 아이

러니한 상황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만의 세계

관인 예술적인 ‘환상(Hallucinations)’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Azzarello, 2019). 또
한, W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일러스트레

이션 중 햄릿(Hamlet)의 ‘오필리아’가 등장하는 작품

에서 보듯이, 이미 존재하는 소재들과 자신이 창조해

낸 소재들의 혼합체를 중점에 두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작품이 기존의 것에 새로

운 것을 더하는 오마주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

였다(Eckardt, 2017).
미켈레에 의해 ‘Gucci Hallucination’의 일러스트레

이션 작가로 선정된 몬레알은 그리스 신화 중 이카루

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성했다고 구찌와의 

Fig. 1. Reproduction of time 85-3, 
Han Manyoung, (1985).

Adapted from Mycelebs (n.d.). 
https://www.mycel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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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Gucci, n.d.-a). 이카로스 신

화는 이카로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탈출을 시도하면

서,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

를 무시한 채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결국은 날개

가 녹아서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Yoo & Roh, 2012). 이는 인간의 갈망과 좌절을 극한적

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유토피아 추구는 물론 
인간의 오만과 욕망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Pak,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몬레알이 이카로스 신화를 토대

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구성하였기에 그 신화적 

내용을 토대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분석하였다.
몬레알과 구찌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에 대해 W 

매거진과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는 참신

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보그(Vogue)
와 같은 유수의 패션 잡지뿐만 아니라 포브스(Forbes)
등에서도 구찌와 몬레알의 협업이 젊은 세대 소비자들

에게 자극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BAZAAR, 2018; 
Geum, 2017; Oh, 2018). 몬레알은 구찌와의 협업을 통

해 화제를 모은 이후에도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

양한 매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작업도 진행해 왔다. 그 

예시로, ‘여행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테마로 하여 포

시즌즈 호텔(Four Seasons Hotel)과 협업하였고, 질 스

튜어트 뉴욕과도 협업작품을 선보였다. 이는 그의 추

억이라는 소재가 구찌와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의 주 소

재와 공통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었기에, 해당 작품으

로 발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Gi, 2018). 그는 2020년에

는 불가리, 엣니아 바르셀로나 등의 패션 브랜드들과

의 협업을 진행하였는데, <Fig. 2>를 보면 불가리와의 

협업작품 속에도 구찌와의 컬래버레이션 작품 속에서

와 마찬가지로 신화적인 이미지가 그 속에 반영이 되

고 있었다. 이를 볼 때, 그는 ‘Gucci Hallucination’의 작

업 이후에도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을 이어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II. 이그나시몬레알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초현실주의적특징의분석

본 연구는 몬레알의 2018년 S/S 시즌 ‘Gucci Halluci- 
nation’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그가 인터뷰한 내

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리면서, 이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

였다. 형식적 측면은 ‘구도의 유사성’, ‘소재의 유사성’ 
그리고 ‘데페이즈망 기법의 사용’의 세 가지 하위항목

들로 나눌 수 있었다. 그 중 ‘데페이즈망 기법의 사용’
은 다시 작품에서 구찌 아이템을 부각시켜 배치 및 표

현을 한 ‘직접적 표현’과 초현실주의적 배경과 구찌 아

이템의 색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배치를 한 ‘간
접적 표현’의 두 가지 하위항목들로 나눌 수 있었다. 내
용적 측면은 구찌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언급한 사실

에만 의거하는 신화적 특성을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

(Gucci, n.d.-a). 몬레알의 작품들에 사용된 이카로스 

신화 모티브의 하위항목들은 ‘새 혹은 다른 동물의 형

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병치’의 두 가지 하위항목

들로 나눌 수 있었다.

1. 형식적 측면   

<Table 1>에 제시된 작품의 선정 기준은, 몬레알이 

구찌, W 매거진 그리고 더 내셔널과의 인터뷰에

서 반 에이크, 밀레이, 보스, 키리코 등의 초현실주의 

작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Denman, n.d.; Eckardt, 2017; Gucci, n.d.-c).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작가들의 작품들로

부터 형식적 측면, 즉 구도 및 소재의 유사성을 지닌 회

화들을 수집하였다.
‘구도의 유사성’과 ‘소재의 유사성’은 모두 오마주

라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그의 ‘Gucci Halluci- 
nation’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초현실주의 명화 거장들의 작품들이 오마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마주는 어떤 것에 대한 경의를 뜻하

며, 현대에는 주로 영화의 제작 시에 사용이 되는 기법

이다. 이는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Fig. 2. Barocko High Jewerly Collection, 
reinterpreted by Ignasi, (2020).

Adapted from Bulgari (2020).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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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존경의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예술작품 속에 

이의 한 부분을 삽입한다는 점에서 재연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작의 의미나 내용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표현하기 때문이다(Choi & Ko, 2021). 즉, 오마

주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원작의 기술적인 면이나 장

면을 창작자의 의지대로 변형을 하여 가져온다는 특

징이 있다. 이는 원작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원작의 

화풍 스타일이나 장면을 가져오기는 하되, 새로운 의

미를 추가한다는 것이 그 주된 특징이다(Hong & Lee, 
2014). 유사한 예시로, Jung(2001)은 작가의 그림이 주

가 되고 그중 일부에 명화의 한 부분 또는 인물을 묘사

하여 그려 넣은 <Fig. 3>을 언급하고 있는데, <Fig. 3>
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부분에 모나리자를 묘사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모나리자라는 명화가 

일상의 오브제 중 하나로 취급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1) 구도의 유사성

몬레알은  보스의 <Fig. 4>와 반 에이크의 대표작인 

<Fig. 5>가 합쳐진 것과 같은 유사한 구도의 작품 <Fig. 
6>을 선보였다. Gu(2018)에 의하면, <Fig. 5>의 작품 

속 부부는 작품이 그려진 그 당대의 플랑드르와 토스

카나 지역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작품의 디테일

들은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지역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하였다. 보스의 <Fig. 4>는 작품을 3등분하여 각 

구역마다 상반되는 분위기의 배경을 표현하였지만, 
<Fig. 6>은 이러한 분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화

면에 매우 유사한 모습의 배경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Fig. 5> 속의 두 중심인물의 자세나 손동작은 <Fig. 6>
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작과의 차이점은 

작품 속의 인물들이 구찌 의상을 착용했다는 것이다. 
<Fig. 7>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의 여주인공 오필

리아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밀레이의 작

품 속 오필리아는 햄릿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어서 그녀의 비극적 죽음이 암시되어 

있다(Ko, 2016). <Fig. 8>은 몬레알이 <Fig. 7>을 구도

적으로나 색감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오마주한 작품이

다. 해당 그림 속 여인은 구찌 드레스를 입고 연못에 누

워있는데, 원작에서 밀레이가 나타내고자 했던 환상

적이고 신비롭게 자연을 표현하는 라파엘 전파 화가들 
특유의 자연 묘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주변의 환

경과도 색감적으로 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착용토

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원작을 오마주하는, 작품의 현대

적 재해석 사례에 해당이 된다.

2) 소재의 유사성

아트랜드(Artland)의 기사에는, “몬레알과 구찌

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은 첫눈에 보아도 마그리트의 후

손이 태어났다고 느꼈다”(Artland, 2018, para. 1)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만큼 그의 작품이 르네 마그

리트(René Magritte)를 연상시킴을 의미한다. <Fig. 9>
는 마그리트가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표현을 한 초현

실주의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에 데페이즈망 기법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상적 사물들은 유리잔, 빗, 
비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물건들인데, 이를 산발적

으로 배치하여 방 속에 가득 차 있도록 하는 구도로서, 
누구나 이전에는 쉽게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 속의 물

건들에 인간성을 부여함으로써 데페이즈망, 즉 낯설

음과 부조화를 자아내고 있다(“Personal Values, 1952 
by Rene Magritte”, n.d.). 몬레알은 <Fig. 9>와 유사한 

<Fig. 10>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에서 그가 선택한 데

페이즈망 기법의 표현 소재는 <Fig. 9>의 유리잔으로, 
몬레알은 여기에 구찌 선글라스도 등장시킨다. 작가

는 이 두 소재가 모두 광택을 낸다는 공통점을 활용하

여, 구찌 선글라스의 화려한 비주얼과 단순한 유리잔

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유리잔이 가진 광택이라는 

속성을 구찌 아이템과 조화시켜 재해석하였다. <Fig. 
11>은 키리코가 데페이즈망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상기 마그리트의 작품처럼 일

상적 사물들과 석고 두상을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데페이즈망의 대표적 기법인 이질적 성질을 지닌 오브

제들의 병치를 통하여 ‘낯섦’이라는 효과를 자아내고 

Fig. 3. Mona Lisa with the Keys,
Fernand Leger, (1930). 

Adapted from Mona Lisa with the Keys (n.d.). 
https://www.fernandleg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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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of composition

The original work Monreal's work

Fig. 4.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Hieronymus Bosch, (1510). 
Adapted from Europosters (n.d.). 

https://www.europosters.eu

Fig. 5. The Arnolfini Portrait, 
Jan van Eyck, (1434). 

Adapted from Gadsby (2016). 
https://www.theguardian.com

Fig. 6. Gucci SS18 Campaign 01,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i).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7. Ophelia, John Everett Millais, (1851-1852). 
Adapted from Fine Art America (2012). 

https://fineartamerica.com

Fig. 8. Gucci SS18 Campaign 03,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j).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9. Personal Values, Rene Magritte, (1952).
Adapted from Personal Values, 1952 by Rene Magritte (n.d.). 

https://www.renemagritte.org

Fig. 10. Gucci Artwork 00 (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a). 

https://www.ignasimonreal.com

Table 1. Formality aspects revealed in Ignasi Monreal's works - similarity of composition or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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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작품은 건축물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아폴

로의 석고 두상, 외과의사의 고무장갑, 그리고 초록색 

공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비합리적인 사

건을 암시하는 데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분위

기를 자아내고 있다(Yeou, 2014). 반면, 몬레알은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석고 두상과 구찌 핸드백들을 소

재로 사용하여 재해석을 하되, 키리코의 작품과는 달

리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경쾌한 분위기 

속에 구찌 백을 강조하고 있다.

3) 데페이즈망 기법의 사용

몬레알의 데페이즈망 기법의 사용과 관련하여서 

다음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찌의 공

식 웹사이트가 몬레알의 작품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스페인 아티스트는 

익숙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예기치 못한 등장인물

들이 구찌의 액세서리나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꿈같

은 세계를 만들어냈다. 피렌체를 그린 그림 속에는 산

타 마리아 델 피오레(Santa Maria del Fiore)의 둥근 지

붕 위를 날아다니는 UFO가 등장한다. 몬레알은 항공

기를 만드는 공장 카프로니(Caproni)를 변신시켜서, 오
피스와 주차장의 페가수스 사이에 트로이 목마가 등

장하는 구찌 허브 공간으로 만들었다”(Gucci, n.d.-b, 
para. 3). 다음으로, 몬레알과 W 매거진과의 인터뷰

에서, 질문자는, “인어가 아이폰을 들고 있고, 주변의 

피어싱을 한 사람과 양머리를 한 사람, 그리고 핸드백

을 들고 있는 황금 기사와 같은 이질적인 표현들은 아

주 이상한데다 마치 외계인을 접하는 것 같다”고 언급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 또

한 그러한 설정들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

하지만, 구찌와 함께 일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알레산

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가 나의 새로운 시도

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

을 시도하거나 업계의 취향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Eckardt, 2017, para. 15). 구찌의 웹사

이트나 W 매거진과의 인터뷰 속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작품들은 자신이 영감을 받은 키리코의 작품들

처럼 데페이즈망 기법의 기본적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를 한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낯섦’과 ‘이질감’
을 나타내주고 있다.

(1) 직접적 표현

몬레알은 그의 작품에서 구찌 아이템들을 효과적

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연구하면서도 초현실주의적 소

재를 강조하기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위해 첨부된 그의 작품 사진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데페이즈망 기법의 일상적 

소재들은 모두 구찌 아이템들이다. 그의 패션 일러스

트레이션의 특징은 전통적인 풍경화나 정물화의 구도 

안에 현대의 사물들을 혼합하여 넣되, 그 직접적 주제

가 되는 구찌 아이템들이 강조되도록 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Fig. 13>은 녹음이 짙은 숲속에 붉은 구찌 핸드백

을 배치시킴으로써 핸드백과 이를 잡고 있는 손에 시

Similarity of subject

The original work Monreal's work

Fig. 11. The Song of Love, Georgio de Chirico, (1914).
Adapted from OPEN GALLERY (2020). 

https://post.naver.com

Fig. 12. Gucci Artwork 00 (I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b). 

https://www.ignasimonreal.com

Table 1.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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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가도록 설정하였다. 이 작품은 한 화폭 안에서 주

제부와 부주제부의 채도 대비라는 조형적 특성을 이

용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형태적으로는 자연적인 요

소가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질적인 형

태 및 질감을 지닌 구찌 백이 커다란 크기로 배치됨으

로써 이로부터 느껴지는 낯설음이 데페이즈망 기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은 <Fig. 14>인데, 이 작품은 움직이는 일

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제작이 되었다. 이 작품을 보

면, 한 여인이 어둠 속에서 구찌 의상과 장신구로 치장

하고 있다. 주제부에 해당이 되는 여인은 붉은 계열의 

색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배경은 짙은 녹색 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채도의 조절 및 인접한 

색의 사용을 통해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색채 대비 효과를 통해 다소 무게감 있게 표현된 주제

부와는 달리, 작품의 상반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부분

은 여성의 머리카락이다. 꼬리처럼 길게 땋아 늘어뜨

린 머리카락을 마치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가지고 

놀 듯이 장난스럽게 흔들고 있는 설정은 오마주 특유

의 위트는 물론, 데페이즈망에서의 이질적인 성질을 

가진 두 오브제(여기서는 사람과 동물의 꼬리)의 혼합

을 통한 낯설게 하기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보여준

다. <Fig. 15>는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는 구찌라고 쓰

인 로고를 그리고 화면 전면부에는 핑크 샌들을 배치

하였다. <Fig. 15>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밀라노의 구찌 

본사의 주차장이라고 몬레알은 구찌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유니콘

은 그 주차장과는 이질적 대비를 이루면서 데페이즈

망 기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Gucci, n.d.-a). 여
기서의 유니콘은 몬레알이 구찌 컬렉션 작품들의 주

테마로 설정하고 있는 이카로스 신화 속의 말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초현실주의적 

화풍을 보여주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

석이 된다.
<Fig. 16>은 정물화의 배치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제

부에 해당하는 구찌 아이템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이

다. 고흐와 같은 대가들의 정물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

던 화병과 과일이라는 테이블 위의 설정을 그대로 가

져오면서, 거기에 구찌 백과 지갑을 같이 배치시킴으

로써 과거의 오브제 설정 속에 현재의 오브제를 결합

하여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해내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Fig. 17>의 배경에는 트로이 목마를 

연상시키는 대형 구조물을 배치하였는데, <Fig. 15>에
서와 같이 작가가 신화적 소재를 작품에 배치함으로써 
초현실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 또

한 트로이 목마라는 과거의 오브제를 현재의 오브제인 
구찌 샌들과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질적 성질을 

지닌 소재들의 병치를 통해 낯섦과 이질적 분위기라는 
데페이즈망 기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8>
도 전형적인 정물화의 배치를 통해 구찌 아이템들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Fig. 13>에서와 마찬가지

로, 녹색으로 우거진 자연 속에 구찌 핸드백을 배치시

킴으로써 ‘낯설게 하기’라는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성

을 보여주고 있고, 주제부와 배경의 색채 대비라는 강

조 방식도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
(2) 간접적 표현

상기에서 다룬 직접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몬
레알이 작품 속에 신화의 서사적 요소를 활용은 하되, 
구찌 아이템들을 신화의 줄거리 속의 화폭 안에 자연

스럽게 녹아들도록 표현한 사례들은 ‘간접적 표현’으
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이 기술하였듯이, 이카로스 신화는 인

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Fig. 19>와 관련하여, 이카로스 신화를 다룬 작

가의 작품 제작 의도는 무엇인지 유추해본다면, 그것

은 바로 ‘현대인의 욕망’일 것이다. 몬레알은 그것이 

어떠한 욕망인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미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Fig. 19>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임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해당 신화의 내용과 관련지어볼 때, 인간

의 끝없는 욕망의 덧없음 그리고 이를 쫓는 현대인들

의 욕망에 대한 풍자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 20>은 중심인물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기 언급된 

이카로스 신화의 줄거리와 그 신화가 의미하는 것, 즉,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여기

서 몬레알이 말하는 인간의 욕망이나 도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소유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Fig. 21>은 이카로스 신화

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작

품인데, 여기서 역동적인 날갯짓을 하고 있는 하얀 새

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존재이자, 이
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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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이 된다. 작품의 좌측에 구찌 의상을 입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중심인물은 이카로스 신화에서 묘

사된 것처럼 말의 형태가 아니고, 노를 젓는 인물로 표

현이 되었는데, 이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상향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22>는 인어라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주제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어의 화려한 비늘과 잘 어울리는 

구찌 장신구들이 배경의 어두운 색상과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구찌 아이템들을 강조하고 있다. <Fig. 23>
에서는, 이카로스 신화 속에서 초월적 존재인 듯 보이

는 수많은 새들이 벽지 위에 그려져 있고, 뚫려있는 창

문을 통해서는 강한 빛이 내리쪼이고 있다. 여기에서

도, 작가는 인간의 욕망을 벽지 위에 수없이 중첩된 새

들로 표현하였으며, 벽지로 둘러싸인 아이들의 어두

운 표정을 통해서는 풍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으로 해석이 된다. <Fig. 24>의 삼등분이 된 배경은 작

가가 신화의 주인공인 이카로스와 그의 아버지가 도달

하고자 했던 유토피아의 모습과 현실을 대조적으로 표

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적 측면: 신화 속 초현실적 존재의 표현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모티브 특성과 관련해서

는, 구찌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언급한 사실에만 의거

하는 신화적 특성을 분석의 범주로 삼았다(Gucci, n.d. 
-a). 몬레알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Gucci 
Hallucination’ 컬렉션의 발상은 그가 유년시절 들어온 

그리스의 이카로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Gucci, n.d. 
-a). Lee(2018)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신화에 관심을 가

지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세계를 사회화하기 위한 정

신문화의 기초가 되는 수단이 신화라고 보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특히, 초현실주의 운동은 신화가 현실 사

회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

대를 통해 모든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넘어서는 초현실

적 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몬레알

의 작품에 표현된 인물들은 이카로스 신화 속 등장인

물을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시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화의 전체적인 서사 표현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 본 절에서는 신화에서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 모티

브들이 작품들 속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

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작품의 중심소재로 선정된 이

카로스 신화 속에서 주인공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데, 이때 등장하는 형상은 초현실적 존재로서 그의 작

품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새 

혹은 다른 동물의 형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병치 구

조’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Table 3).

1) 새 혹은 다른 동물의 형태

몬레알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들은 이카로스 

신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대로, 그의 작품 속

에는 초현실주의적 존재들이 다수 등장한다(Gucci, 
n.d.-a).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을 두 가지 하위범주

로 나누었다. 첫째, 이카로스가 아버지와 함께 태양에 

도달하려고 타고 날았던 새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

현한 경우와, 둘째, 인간과 동물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초현실주의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경우로 분석하였

다. 몬레알은 이 테마를 다루면서 새와 다른 동물을 합

친 것 같은 형태의 동물을 표현하여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중 몬레알이 자신의 일러스트

레이션 작품 속에 새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Fig. 25>는 이카로스가 승천할 때 타고 

올라간 새를 말의 형태로 바꾸면서 그 말에 날개를 달

아 표현을 하고 있다. <Fig. 26>은 화면의 좌측에는 날

아다니는 새가 있으며, 우측에는 새의 두상을 가진 초

현실적인 인물이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27>은 화면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좌측 인

물들의 모습보다 새를 더 크게 배치했는데, 이를 채도 

높은 밝은 색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의 역동적이고 

힘찬 날갯짓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이카로스 신화의 주제와 관련, 유토피아에 도달

하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새에 투영하여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 <Fig. 28>에는 두 마리의 새가 표

현되었지만,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초현실주의

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새들이 구찌 백을 메고 

어디론가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

서 이 작품도 본 카테고리의 다른 작품들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인간과 동물의 병치

몬레알은 극 중의 새를 인간과 동물이 병치되는 형

태의 구도 속에서 한 화면에 함께 담아서 인간과 동물

이 교류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Fig. 29>는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몬레알의 다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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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dépaysement techniques

Direct
expression

composition

Fig. 13. Gucci SS18 Campaign 
17,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t).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14. Gucci SS18 Campaign 
09,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n).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15. Gucci Artwork 00 (II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c).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16. Gucci Artwork 00 (IV),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d).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17. Gucci Artwork 00 (V),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e).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18. Gucci SS18 Campaign 
14,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q). 
https://www.ignasimonreal.com

Indirect
expression 

composition

Fig. 19. Gucci SS18 Campaign 
16,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s).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0. Gucci SS18 Campaign 
12,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o).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1. Gucci SS18 Campaign 
19,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u).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2. Gucci SS18 Campaign 
04,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k).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3. Gucci Artwork 00 (V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f).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4. Gucci Artwork 00 (VI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g). 
https://www.ignasimonreal.com

Table 2. Formality aspects revealed in Ignasi Monreal's works - use of dépaysemen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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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는 달리, 물고기를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했다. 
이 작품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 구찌 양말

과 구두를 신고 물속에 서 있으며 그 주변에는 붉은 물

고기들이 패턴을 그리면서 구찌 양초를 향해 헤엄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구도와 소재의 설정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이 몬레알

의 다른 일러스트레이션와 상반적인 특징은 인물의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그 주변의 동물을 통해 주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Fig. 30>은 반

인반수의 형태인 중심인물을 좌측에 누워있는 형태로 

크게 배치하고, 주변 인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배치했다. 두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몸은 호랑이의 

형상을 한 이 초현실적인 존재 또한 몬레알이 나타내

고자 한 신화적인 존재의 모습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 

인물이 쓰고 있는 투구 모양의 장신구, 선글라스, 그리

고 호랑이라는 동물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강인함이 

구찌 착장을 한, 옆의 인물들과 비교되어 돋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Fig. 31>은 이카로스 신화의 주제를 드

러내는 소재는 물론,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 

소재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오브제와 현재의 오브제가 한 화면에 배

치되는 데페이즈망 기법이다. <Fig. 32>는 <Fig. 25>
에서와 같이 말이 등장하는데, <Fig. 25>의 말은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Fig. 32>에 등

장하는 말은 날개가 없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 말
을 타고 있는 인물은 과거의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착용하고 있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오브제들은 구찌 

백 그리고 현대의 오브제인 스마트폰이다. 몬레알이 

한 작품 안에 그려 넣은 갑옷, 스마트폰, 그리고 구찌 

백은 관람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라는 시공간의 초월성

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소재의 혼합은 낯섦이나 이

질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페이즈망 기법

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몬레알이 구찌와 컬래버레이션한 작품

들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특징

들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몬레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자료들, 구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자료, 그리고 몬레알의 인터뷰 기사 내용

을 수집한 후 분석을 시행하되, 그의 작품의 초현실주

의적 특성을 크게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두 가

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몬레알은 자신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현

대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명품들의 이미지를 그

려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 풍자적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이는 명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

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명품

을 풍자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과 닮아있다. 그
의 작품들은 옛 명화들 속에 등장하였던 인물들에게 

명품들을 착용케 한 후 그들과 명품 아이템들과의 조

화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넘나들이

가 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현실주의적 효과를 

보여준다.
그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은 과거의 명화

에 명품을 입히는 방식을 통해 관람자들이 마치 미술

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미적 체험이 가능해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과는 구별이 된다. 이는 상기 언급된 크로체의 

이론에서 예술적 형식이 단지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관람자들의 마음속에 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적 수단도 공존한다고 한 것과 부합이 된

다. 이는 관람자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과거의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 형식과는 다른, 데페이즈망의 ‘낯설게 

하기’라는 특성이 추가된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의 작품들은 이

러한 형식적 특성에서 더 나아가, 신화라는 내용적 특

성까지 함께 접하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제시

된 사례들 속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몬레알의 초현실

주의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의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과는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을 지니

고 있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술 연구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향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더욱 다채

로운 방식으로 제작이 되면서 장르적으로도 많은 발

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본 연구는 앞으로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몬레알 작가의 단일 컬렉션에 대해서만 

분석한 연구이므로, 연구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

점을 지닌다. 더불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타 사례연구들에서 

흔히 드러나는 문제점인 ‘객관적 해석’이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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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브랜드 홍보의 수단으

로 사용될 경우, 상업성의 완전한 배제가 어렵기에, 온
전히 예술적인 관점에서의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라는 

Expression of a mythical surreal being

Birds or other 
animal forms

Fig. 25. Gucci SS18 Campaign 12,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o).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6. Gucci SS18 Campaign 15,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r).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7. Gucci SS18 Campaign 19,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u).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28. Gucci Artwork 00 (VIII),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i). 
https://www.ignasimonreal.com

The juxtaposition 
of humans and 

animals

Fig. 29. Gucci SS18 Campaign 08,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m).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30. Gucci SS18 Campaign 13,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p).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31. Gucci SS18 Campaign 19,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u). 
https://www.ignasimonreal.com

Fig. 32. Gucci SS18 Campaign 07, 
Ignasi Monreal, (n.d.). 

Adapted from Monreal (n.d.-l). 
https://www.ignasimonreal.com

Table 3. Content aspects revealed in Ignasi Monreal'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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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도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찌의 공식 홈페이

지에 명시된 컬렉션의 콘셉트에 근거하여 기술하였

다. 아울러, 최대한 몬레알의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하

여, 그의 제작 의도나, 영감을 받은 작가들 등 그가 언

급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따
라서 몬레알에 관한 연구가 전무후무한 현시점에서

는, 분명히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몬레알은 최근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향후의 일러스트레이션 연

구에서는, 그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만 연구범

위를 국한하기보다는, 그가 진행한 타 분야의 일러스

트레이션까지로 연구범위를 넓힐 경우, 더욱 다양하

고 흥미로운 주제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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