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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 순 자. 김 호 정'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복이란 물질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며 

그 시대 사회 속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인간정신, 나아가 시대 

사회정신을 나타내는 조형적 형태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미이다. 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자연 

이 부여한 자신의 신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였고, 더 아름다워 지고자 

하는 욕구를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날 현대 인들은 미적 표 

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적 표현에 집중하 

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의 조형적 특성의 하나인 과장적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통해 복식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과 현대 패션에 

서의 과장적 표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미의식을 통 

해 그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관계 서적과 선행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과장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문학, 미술, 건축, 복식 등에 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역사복 

식에서의 과장형 복식과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에 대한 고찰을 위해 세계사, 복식사, 패 

션현상에 대한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현대 패션은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제거되어 패션의 새로운 개념의 성립된 

1이0년경부터로 받았고 그 이전의 복식은 역사복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본론

1) 역사복식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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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은 수직적 과장, 수평적 과장, 부분적 과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수직적 과장의 복식은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이념으로 신을 상징하는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적 과장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 로맨틱,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의 복식에서 

볼 수 있었다. 귀족 중심의 쾌락과 향락주의가 복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성 신체의 관능 

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의 부피를 크게 늘린 형태로 나타났다.

부분적 과장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 로맨틱, 버슬과 S-커브 스타일 시대로 나타 

났다. 목과 팔, 엉덩이 부위의 과장은 여성의 에로틱한 신체와 자연적 신체를 동시에 표현하 

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능성과 자아표현으로서의 욕구중족을 과잉장식이나 버팀대의 

크기를 과장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은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신체 우선형 과장은 뉴룩과 바디컨셔스 룩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장은 여성의 신체 

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과장되었으며, 신체 의식의 변화와 여성성의 변화가 강조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폴 푸아레의 동양풍 패션과 밀리터리 룩, 빅 룩과 레이어드 룩, 해체주 

의 패션 그리고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볼 수 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 가부장적 이네올로기의 변화로 여성 주체성의 확립을 이루는 것 

으로 알 수 있다.

신체 왜곡형 과장은 해체주의 패션과 맥시멀리즘 패션으로 변형과 비대칭화 등으로 과장형 

을 이루는 표현이다. 자신만의 개성 창조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상적인 신체미의 개념도 다양 

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결론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은 수직적 과장, 수평적 과장, 부분적 과장으로 유형화되었고,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은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역사 복식에서의 과장적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종교적 위엄 어떤 노동에도 종사하지 않음 

을 상징하는 우월감의 의미가 있었으며, 부와 권력,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과장하여 남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여성들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 

한 여성 신체의 성적인 부위와 생산부위가 동시에 과장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여성의 관능 

적 . 모성적 이미지를 역사복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의 조형적 특성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과장하여 강조하 

는 신체 우선형 과장과 복식과 신체 사이의 전체적으로 풍성하거나 특정 부위에 공간이 집중 

되어 있는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본래 형태의 비례에 대한 무시와 신체와 분리되어 복식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는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유형화되었고,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 

의 상징적 의미는 신체 의식의 변화, 여성성의 변화, 조형적 표현과 유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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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복식과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을 비교 고찰한 결과 역사복식에서의 과장은 남성 

에 의해 주도된 사회에서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미의식을 의미했지만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 

장적 표현은 역사복식에 비해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신체를 잇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과장함으로서 신체를 재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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