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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deleine Vionnet, a representative designer of the 1920s, who made prefectly 
organized clothes with unique formativeness was the first to express fabric in a modern 
method and was called “The architect of fashion''.

This is because she developed a three dimensional design by expressing cloth-she 
rejected corset, shoulder pad, etc-into elegant curved lines that do not stick to the 
body.

By granting meaning to the beauty of the body and its movement in her own unique 
ways, she emphasized the formativeness in her work and gave shape to creative art
istry.

Expecially with the “Bias-Cut” she could express the lines of the body more flexibly 
and could make geometrical styles like the diamond shape dress or the triangle dress 
more effectively.

Using the MTierd Bias cutM and "Handkerchief point” she let the skirt hemline d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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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ly in geometrical forms, thus showing modern formative sense which form으 a 
three dimensional solidness along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Thus far, analyzed how the contemporary trend of art was reflected in her designs by 
studying her work； also investigated through her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pattern 
method.

Also be tried to find out what can be learned through her artistic view and superb 
form거tiveness as a designer.

I.서 론

복식은 원래 생활속에서 생겨나와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가장 잘 형태화시키면서 자연적 

환경을 포함한 각 시대의 정치체제, 경제 상태, 사회조직, 예술양식, 종교관념속에서 인류의 

정신활동에 있어서의 발자취를 나타낸 문화사의 중요한 요소이다이런 연고로 다각적 측면 

에서 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되 어진다.

의복을 만들기 위한 형식은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그 시대 특유의 형태(form)를 

창조하였고, 한 시대의 의복은 그 시대의 정신,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 

다. 또한 의복은 특유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체와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2차원적인 직물을 도 

구로 하여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입체적 조형 작업이라는 점에 

서 건축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회화, 조각, 실내장식, 가구 등 타 예술분야의 시각적 조형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보여준다.》이러한 한 시대의 의복의 형식의 흐름은 시 

대를 따라 또한 반복되 어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하다. 고로 과거 의상에 대 한 고찰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성이 내재된 의상디자인창조에 무한한 영감의 출처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Madeleine Vionnet는 인체미와 그 움직임에 작품의 의미를 두고 그 녀만의 개성적인 작품 

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예술성을 그 녀의 작품을 통하여 구현시켜 나간다 특히 그 

녀가 개발한 Bias Cut 구성법은 현재에 이르러 보편화 되어 버린 기법으로 그 전통을 잇고 있 

다.3>
본 논문은 Vionnet의 작품에 관한 2번째 연구논문으로 첫 번째 논문이 그 녀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예술적 특성과 전반적인 그 녀의 작품에 대한 연구인 반면 본 논문은 '패션의 건 

축가'라 불리우는 그 녀가 표현하고자 원했던 그 녀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그 형태성을 이루면 

서 개개의 작품에 반영되었나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조적 형태의 조형방법을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시켜 조형적, 장식적, 구 

성적 특수한 형태로써 그 녀의 예술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그 독창 

적인 기법을 분석 • 고찰하였다. 그 녀의 작품을 선택함에 시대별로 나타나고 있는 그 녀의 특 

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상을 선별했으며 보다 정확한 고찰을 위해 영국에 소재한 

의상박물관 Centre de Documentation du Costume에 소장되 어 있는 드레스 4벌을 선택하였

1) 정흥숙「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1, P.6.
2) 김 민 자,「예술로서 의 의상디 자인」, 대 한가정 학회지 Vol. 27-2. 1989, P-4.
3) 박선경,「Madeleine Vionnet의 작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Vol. 11, 1993,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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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드레스들은 머슬린(muslin)으로 실험 제작하여 그 의장을 분석하였고, 제작되어진 패턴 

(pattern)의 구조, 장식기법, 바느질법 등의 제작법을 통하여 그 녀의 독특한 구성기법을 분 

석, 연구하였다.

패턴의 제작은 Janet Arnold가 쓴 厂Pattern of Fashion 勺에 기초를 두고 제작하였고 스타 

일, 색상, 소재, 트리밍(trimming), 패턴, 바느질법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녀의 정신성과 

조형성에 깊은 이해를 함과 동시에 의상분야 관련자들이 디자인을 함에 보다 의미 있게, 그 

창의력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발전적인 연구 자료로 제시되어지고자 한다.

". 문화적 배경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적 감각의 표현으로서 의상디자인은 이미 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체위에 표출되는 예술의 한 장르로써 의상의 여러 조형요소로 구성되어 그 예술원리에 의 

해 창출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의상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양식이나 예술사조와는 불가 

분의 관계를 맺게 되고 구체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극단적인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부터 분열과 파괴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사회상황속에서 종 

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정신적 위기의 시대이자 예 

술적 활동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20세기초를 배경으로 형성된 표현주의는 인간 존립 

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체파(Cubism) 의 조형 적 특성에 영 향을 받은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Vionnet의 예술세 계 

에 가장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첫째, 전통에 대한 혁명과 새로운 미의 구 

현이었고 둘째, 자연 형태의 해체(decomposer)와 재조직(recomposer)을 통해 나타나는 변 

형과 왜곡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사물의 외형에 대한 기하학적 배치는 추상의 양식적 방식이 되었으며, 입체파적 표현주의 

의 회화공간은 예속되는 대상을 표현하기보다 대상에서 공간을 발생시키고 시각공간 대신에 

참된 의미의 실제 공간을 조형세계에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본다'는 개념을 하나의 시점에서 

복수의 시점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차원을 제시하였다F
1909년 파리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Diaghlev의 러시아 발레의 무희들이 입은 이국풍의 밝 

은 색조와 강렬한 문양과 대 담한 디 자인의 의상과 무대 의 화려 한 세 팅 (setting)은 1910년대의 

파리의 의상계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담한 색채, 강렬한 문양의 야수파의 결성을 부추키기도한 이런 미술활동-전위미술의 시 

각적 모험들을 곧바로 건축과 디자인에 응용한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것에 대한 변 

화를 갈망하던 대중의 요구와 합해져 강한 색채, 대담한 직선적 문양 기하학적 입체감을 통 

해 새로운 미감으로써의 정착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아르데코”(Art Deco) 양식을 생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직선, 지그

4) 박선경, Op., Cit., p.4.
5) 채금석 • 양숙희,「20세 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한국복식 학회지, V시. 24, No. 8, 1995. p. 122-123
6) Ibid., p.125.
7) 서 병 기, 「Art Deco의 재 평 가」, 서 울여 자대 학논문 집 Vol, 16, 1987. 6. 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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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그, 방사형, 부채꼴, 복잡하게 얽힌 형상으로 밝은 적색, 핑크색, 짜릿한 청색, 노랑색, 흥청 

대는 오렌지색, 금색, 은색, 동색의 금속성 색채 등의 사치스런 모티브(motive)를 독자적인 

형태적 특징으로 하는 "아르데코" 양식"은 공업적 생산방식과 미술을 결합시켜 기능적이며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면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르러 광범위한 영역의 장식과 연출 

을 통틀어 근대 스타일의 한 흐름을 지칭케 한다

현대복식에 나타난 입체파적 표현주의는 복식을 인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자율적인 표현을 통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의 일부现로 나타나고 있다.

Vionnet는 의상을 통하여 인체의 형태를 새롭게 조형화하는데 주력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 

적 • 기능적 영향으로 코르셋(corset), 어깨심 등의 인공 구조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보다 

체계적인 구조적 형태의 조형방법으로써 의상 디자인을 추구하게 된다.

건축적인 조형적 특성에서 영향을 받은 이 새로운 패션의 기하학적 경향은 그녀의 의상을 

통하여 조형적 측면, 장식적 측면, 구성의 특수한 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을 받아 반영되고 있는 직물의 문양, 색상, 트리밍 등에서의 표현 또한 흥미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DI. Vionnet 작품의 특성 연구

Vionnet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직물을 표현했던 최초의 디자이너대로 그 녀는 자신의 의상 

에 독특한 봉제방법을 쓰고 있다. 파코팅(faggoting), 피코 장식선(pico-edged), 핑킹(pink
ing) 기법 등의 속옷 가공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법을 과감히 외의류에 도입시킴으로써(사진 

1)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모드(mode)의 개척자로써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다.m
그 녀는 Bias Cut기법을 통해 신체의 곡선을 인체에 밀착시키지 않고 보다 우아한 곡선으 

로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조형 성의 구조주의적 의상을 창조해 낸 1920년대를 대표하는 디 자이 

너였다. bias재단을 통해 마름모형 드레스, 삼각형 드레스와 같은 기하학적 스타일을 보다 효 

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티어드(tierd) bias재단이나 행커치프 포 포인티드(hankerchief 
fourpointed) 헴라인의 자연스런 늘어짐의 표현으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입체감이 

형성되는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스타일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 Vionnet 작품에 나타난 시대별 특징

이국적 취향인 동양적 형태의 장식적인 경향은 1910년대 파리의 의상계에 나타나고 있었 

다"아르데코” 양식으로 응용미술 분야에서 즐겨 다루던 모티브인 꽃, 나무, 동물들의 환상 

적인 소재는 그 녀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분명하고 강한 색채, 다분히 장식적인 경향, 페르

8) 서병 기, Ibid., p.182.
9) 채금석, 양숙희, Op., Cit., p.132.

10) r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econative & Structural Design in Madeleine Vionnet's Work_^, Coustume No, 
25, 1991.

11) Richard Martim & Harold Koda,「The Historical Mode」N. Y. : Rizz이 :, 1989. p.11'15.
12) 서병기, Op., Cit.,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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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내의류 바느질 기법을 외의류에 도입.

(現代衣服CO源流展(1929))
(Demornex, J : Madeleine Vionnet, p. 
165)

〈사진 2〉 Zouave hemline 의 sa
rong dress.
(Demornex, J : Made
leine Vionnet, p. 166)

시아풍의 이국적인 디자인의 헴라인 등과 함께 1918년 재개업 즈음의 작품에서 확실하게 그 

특징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2)
초기 작품에선 그리시언(grecian) 스타일에 기모노슬리브(kimono sleeve), 튜닉(tunic)의 

형태에 장미꽃잎이라는 특징적인 장식요소가 그 형태를 달리하며 자주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사진 3)
1920년대에는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발 

휘하게 된 시대상황에 어울리는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서 여성복에 일대 혁신을 일으 

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Vionnet는 코르셋 등의 인공 구조물로 정형화 시킨 

인위적인 곡선미에서 여성을 해방시켜, 짧고 기하학적인 튜블라 실루엣(tubular silhouette) 
의 유행을 불러일으킨다.

Vionnet는 이 튜블라 실루엣의 기본틀위에 "아르데코” 양식의 평행사변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기하학적인 형태의 선으로 비대칭적이고 불연속적인 형태로써 인체에 밀착되지 않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디자인을 창안해 낸다.(사진 4) 이에 자신의 특기인 드레이프 

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독특한 입체적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였다. 뒷모습을 강조함으로써 

bias 기법 의 그 부드러움이 보다 만족스럽 게 어우러지는 여성스러움의 표현에 잘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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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장미꽃 형태의 드레스(1922).
(Twentieth Century Fashion p.267.
장미꽃이 있는 기모노 슬리브의 드레 

스(1921))
(Demornex, J : Madeline Vionnet, 
P.161)

〈사진 4〉 "아르데코” 양식의 기하 

학적인 형태의 선.

(Demornex, J : Ma de- 
leine, Vionnet, p.196)

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사진 5)
결국 그 녀는 Bias Cut 기법을 통한 패턴의 변형과 피코 장식선, 낫칭(notching)기법, 핑킹 

기법, 파코팅, 핀턱 (pintuck), 손감치 기기법, 카네이션(carnation) 단장식 기법 등을 통해 기 

하학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동사에 배려한 동시 효과를 성취해 나간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그 녀의 옷의 가치는 완벽한 기술에 있었다. 포 포인티드(four- 
pointed) 드레스의 구성 기법은 그 녀의 대표적인 기술로써 기하학의 정확한 법칙을 디자인에 

적용시킴으로써, 입는 사람의 움직임과 그 형태에 따라 유동성을 가지며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国 (사진 6)
1930년대 그 녀의 작품은 인체의 기본 구조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및 왜곡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건축적이고 입체적인 구조의 양상을 띄운다. 그 녀 작품의 조형성에 중요 

한 근거가 된 입체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한 구조주의적 의상으로써 해체와 

파괴라는 입체파적 표현주의 회화의 형식을 반영한 창작 태도로써의 일면을 갖춘다.

그 녀의 이러한 창작태도는 완전히 전통을 배제한 새로운 패션을 향한 도전이요 혁명인 것

13) Jaqeline Demornex,「Madeine Vionnetj, N.Y. : Rizzol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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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Coul, halter neckline (1921 ~ 1922).
(Demornex, J : Madeleine Vionnet. p.200, p.173.)

〈사진 6〉Hankerchief four-pon- 
ted hemline cocktail 드 

레스.

(Demornex, J : Made
leine Vionnet, p.36.)

이 었다. (사진 7)

2. 연구대상 작품의 구성 및 의장분석

제도되어진 4벌의 드레스의 모든 패턴은 

원형 그대로의 칫수를 정확하게 1/15로 축도 

하여 제도한 것이다.

1) 짧은 트레인(train)의 이브닝드레스

(1) 디자인

〈그림 1〉은 1917년 제작되어 1918년 쥬와 

브(zouave) 헴라인(사진 1)드레스의 유행을 

불러 일으킨 짧은 트레인이 뒷중심을 이어주 

고 있는 이브닝 드레스이다.

검정 그레이프 사틴 (crepe satin) 지의 끈 

장식 이 복숭아뼈 위쪽 다리부분을 묶고 같은 

천의 장미 꽃송이를 만들어 트리밍으로써 뒷 

부분을 강조하여 장식하였는데 장미꽃은 그 

녀의 특징적 장식의 형태로 그 녀에게 디자인 

에 대한 영감을 주는 직접적인 원천이었다. 

(사진 2)(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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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제작법 〈그림1>
장식되어진 각 장미는 3cm 폭의 천을 달팽이 모양으

로 계속적으로 감았는데 二l 간격을 0.6cm로 배열해 가며 장미꽃잎 모양으로 만들었다.(사진 

3) 꽃잎의 가장자리를 피코 장식선 기 법으로, 손으로 감침질하면서 좁혀가며 만들었는데 완성 

된 꽃의 크기는 lOcmXlOcm가 된다. 이 꽃믈은 7.5cm 폭의 윗부분과 9cm 폭의 아랫부분으로 

바이어스 재단된 웨이스트 밴드(waist band)에 붙여진다.

& 웨이스트 밴드의 윗부분은 바디스(bodice)쪽 에 합봉되어 있고 아랫부분 는 스커 

트의 허리선 旺'위로 합봉되어 있어 약간 긴 바디스를 제 허리선에 맞추어 착용하면, 드 

레스의 허리 부분은 조여줌으로써 생기는 약간의 불륨감을 만들어 준다. 장식꽃들은 합 

봉되어 있는 허리선이나 드레스 여밈부분인 플라켓〈placket) 부분 姓, (항)들을 감춰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의 반타원 모양의 85cm 길이의 웨이스트 라인은 旺의 71cm길이의 웨이스트 밴드에 맞 

추어 지도록 주름잡게 된다.

@ 바디스는 바이어스로 접어 두겹으로 이루어지고 ©'의 一에서 一•■까지로 연결시킬 때 

부분 부분별로 맞추어 연결하되 G； Y'사이의 姓/가 연결되는 부위는 10cm가 되도록

약간의 주름을 잡아 맞추어 주고, F부분에는 두개의 작은 핀턱(pintuck)을 잡아 체형에 

맞추어지도록 조정된다.

理와 (段는 옷감의 식서 끝에 면하도록 제만되어져 시접처리가 필요없이 드레스의 측뒷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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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시켜 플라켓과 여밈부분이 된다. 스커트에서는 먼저 BI에서 BI'까지 28cm되게 

주름을 잡고, 이에서 DI'까지는 16cm로 주름잡고, 이에서 BI 까지는 9.5cm되 게 주름잡 

는다. 먼저 이와 이를 맞추고 BI와 BI를 맞추고 E와 EI를 맞추어서 바느질한다.

(節부분은 헴라인쪽으로 AB와 BA선은 0.2cm폭의 롤드(rolled) 단처리 기법으로 헴라인으 

로 만들어져 맞붙혀져 있는 BI와 만나지게 한다. 20cm 길이, 1.3cm 폭의 검정쌔틴지천 

끈은 H, H와 I, I끼리 연결되어 E 부분의 끝과 함께 묶어지면서 헴라인을 결정한다. C. 
B.의 끝부분에 있는 트레 인의 끝 모서리 에 메탈(metal)로 된 단추를 메달아 드레스의 뒷 

모습이 자연스런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그 끝부분이 끌리 게 된다. 두께의 어께끈은 2중의 

사틴지로 이 드레스의 모든 패턴 중 유일하게 식서방향으로 재단된 것으로 알파벳 표시 

부분과 맞추어서 바느질 된다.(제도 1)

Pt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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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크 크레이프로메니(romaine)지의 이브닝드레스

(1) 디자인

〈그림 2〉는 포-포인티드 드레스의 변형으로써 1921년 겨울 콜렉숀에 선보여 1922년 여름에 

유행된 동색이 가미된 장미빛 실크 크레이프로메니지의 이브닝 드레스이다.

스커트와 바디스의 연결부분의 V자 모양은 허리선이 약간 처진 1920년대 초의 경향을 특이 

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원이 붙어 있는 형태의 패턴(이하, 꽃잎이라 칭함) 10장을 붙여 꽃송 

이 모양을 만들면서 행커치프 포 포인티드 기법을 응용하였다. 움직일 때마다 마치 장미꽃송 

이가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실루엣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지 의 실크 크레 이프지 의 속옷을 착 

용함으로써 장미꽃잎 스커트에 약간의 볼륨감을 조성해 줘 장미꽃의 형태를 이루어 주고 있 

다.

⑵ 제작법

N.L.(neck line), AH.L.(armbole line), 스커트 꽃잎의 가장자리 등은 겉쪽에서 0.4cm 폭 

으로 접어, 다시 되물려서 0.1cm만 보이도록 접어 손감침질 처리하였다.

뒷몸판의 N.L.와 AH.L.의 교차점에서 앞몸판의 같은 지점에 1.5cm가량이 오버랩핑(over
lapping) 되게 연결시킨다.

〈그림 2>

꽃잎 1의 AB, EF선을 꽃잎 2의 AB, EF선 

과 합봉, 꽃잎 2의 C와 C를 합봉, 꽃잎 2의 

A'B', G선을 꽃잎 3의 A'B', G선과 합봉시 

켜 10장의 꽃잎을 계속 연결시키고 마지막으 

로 꽃잎 1의 D와 D를 합봉하여 꽃송이와 같 

은 스커트의 형태를 이루어 낸다.

앞,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5장씩의 

꽃잎을 모으고 각 V자 모양을 W.L. 의 V자 

모양과 맞추어 연결하여 꽃잎 형태가 V자 모 

양으로 붙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면서 

형성된다. 꽃잎의 V자 모양 부분을 바디스의 

V자 모양과 연결될 때와, 꽃잎의 bias선을 따 

라 각각 바느질될 때 천이 늘어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손바느질을 했다.

이 bias선을 따른 라인은 몸의 형태나, 천 

의 올실방향에 따라 늘어지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시간이 경과 후 이를 정리하여 패턴 

과 헴라인 등의 선을 재조정하게 된다.(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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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3) 애프터눈 드레스

(1) 디자인

〈그림 3〉은 "아르데코” 양식의 전통적인 기하학적인 선에서 영감을 받아 면분할을 통한 독 

창적인 재단기술을 발휘하는 그리시안 스타일로 1922년에 제작된 애프터눈(afternoon) 드레 

스이 다.

Coffee-brown (a), pale-coffee (b), midfawn (c), pale-fawn (d), creme(e) 색의 실크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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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프 로메니지를 색상별로 전체를 직각을 맞 

추어 직선으로 등분되 게 면분할시켰다. 바디 

스와 스커트 밑단부분의 creme 색의 파넬 

(panel)에서 반대부분의 어깨부위와 엉덩이 

부위의 coffee-brown색의 파넬로 점차로 색 

상의 그라데이션 (gradation) 현상을 연출했 

다.

전체의 실루엣이 기하학적인 면분할의 형 

태를 인체위에서 유지하기 위해 어깨선에 가 

셋(gusset)을 이용 처리하였고 소매 패턴도 

직사각형의 형태로 어깨위에 그대로 그 면을 

유지하여 실루엣을 이루도록 처리되어졌다.

각각의 다른 색상의 파넬의 가장자리선 

AH.L., N.L. 어깨가셋선 등의 모든 이음선 

은 금색의 러시안수슬이 손으로 바느질되어 

장식되어져 있어 파넬끼리의 합봉된 부분을 

감춰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Creme 색 

슬립이 함께 입혀져 스커트의 S.S.부위의 벌 

려진 부분을 자연스럽 게 만들어 주고 있다.

(2) 제작법

모든 패턴은 어깨선 앞, 뒤 선을 이루기 위 

해 알파벳 순서 그대로 합봉시켜 연결하여 직

사각형의 바디스 1장과 스커트 1장의 형태를 갖춘 구성을 이룬다.

다다，, 라라，부분(바디스 패턴)은 creme색 천으로 싸여진 단추를 채움으로 작은 핀턱이 생 

기는데 이 작용은 creme색 파넬이 당겨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형태의 면을 유지하도 

록 한다.

@ 麹'부분(스커트 패턴) 역시 작은 핀턱을 만들고 바디스의 라라'와 연결시킬 때 스커트의 

패턴 @-@(F.WL.- 먼저 G, H, I, J지점끼리 맞추어 연결시켜야 함의 길이와 穿(B. 
VL.-먼저 G； H； I； J'지점끼리 맞추어 연결시켜야 함)의 길이가 각각 43.5cm가 되도록 개 

더링(gathering)잡아서 바디스의 다-라와 다'-라'와 연결시킨다.

ADEA'가 연결되어 F.NL.이 되고 CDEC'가 연결되어 B.NL.이 된다.

A'B'나 K와 C'B나 L'는 소매로써 나나'의 끝부분에서 합봉되고 허리선까지는 그대로 오픈 

시켜 놓는다. 삼각형 가셋은 알파벳대로 합봉되어져 어깨선을 이룬다.

翅旬'는 왼쪽 스커트 옆선으로 합봉하지 않고 벌려진 상태로 0.3cm 헴라인 처리되고 밑단에 

서 연결된 금색 수술로 장식되어져 있다.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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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4) 장미꽃잎수가 놓여진 이브닝 드레스

(1) 디자인

〈사진 8〉은 1929년 10월에 발표된 포 포인티드 드레스의 전형적인 예로서 ivory, black 두 

색상에 두겹의 실크거즈(silk-gauze)지에 pale-rose-pink 색의 장미꽃잎과 잎사귀가 수 놓여 

진 이브닝 드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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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Silk-gauze dress (1929). 
(Demornex, J : Madeleine 
Vionnet, p.186.)

두겹의 ivory실크거즈지의 바디스는 2층 

으로 이뤄져 있는 스커트와 V자선을 이루면 

서 연결되어 있다. 스커트의 위층은 두겹의 

ivory실크거즈이고 아래층은 윗부분이 biack 
실트거즈에 밑부분은 그 길이가 조금 짧은 

ivory 실크거즈로 이루어져 있다.

봉제하기 전 한 겹의 천위에 장미꽃잎과 잎 

사귀의 자수를 놓았기에 두겹의 천을 통해서 

그 문양이 은은하게 비쳐지고, 꽃잎과 잎사귀 

들은 스커트쪽으로 향하여서는 꽃잎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꽃잎들이 휘날리 

는 연상을 받게 한다.

(2) 재 단법

모든 패턴의 가장자리는 피코장식선으로 

한장씩 손바느질 되어 있다.

©와 ◎'를 髙와 를 각 모서리 에 맞추어 

서 합봉하여 V자형의 포인티드 F.WL., B. 
WL., 힙라인, 헴라인을 이루어낸匸土

可麹는 두겹의 바디스로 만들 때 타이 (tie) 
가 없는 안쪽 바디 스의 어깨 선들을 2.5cm 폭 

이 되 게 주름 잡아서 타이가 있는 바깥쪽 바

디스에 먼저 연결시킨 후 타이를 맬 때 드레스의 품과 길이를 조정 가능토록 했다.

스커트의 작은 사각형 패턴 妙®는 앞뒤 2장씩 두겹이므로 각각 4장씩의 패턴이 필요로 한 

다. 스커트의 큰 사각형 패턴 ©'任'는 2장씩 4장과 내부실선 크기로 각각 2장씩 4장이 필요하 

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제도 4)

N. 결 론

Vionnet 작품의 가치는 완벽한 기술에 있다. Vionnet의 제자인 Jacques Griquee에 의하면 

Vionnet는 80cm 크기의 장미빛 나무 마네킹을 통하여 드레이핑을 했는데 일단 만들어진 옷 

을 옷걸이에 며칠씩 걸어 두어 Bias cut 된 옷이 실의 방향에 따라 늘어지는 정도가 완전히 마 

무리 된 후에 다시 정 리 하여 옷을 완성 한다고 했다. 切

완벽한 의상제작을 위해서는 기술사의 어떠한 난점도 해결해 나가는 그 녀의 작품에 향한 

열정는 매 작품마다의 작은 패턴 하나까지, 아주 섬세한 작은 부분부분까지에서도 모두 그

14) Jacqueline Demomex, Op. Ci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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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녀가 표현코저 원하는 작품으로써의 완성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어져 작품 제작에 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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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녀의 무한한 예술성은 기존 형태, 기존 질서가 아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 녀만의 표 

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기법을 독특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녀의 대부분의 작품에서의 모든 패턴은 bias로 처리되어져 있다. 그 녀는 모든 천을 bias 
로 세워 처리방법을 강구하였고 bias재단시에 표현될 수 있는 무한한 표현방법을 숙달한 후 

작품구상에 임하였는데 Bias Cut기법의 신비스로움을 충분히 응용하여 표현된 그 녀의 구성 

기법은 자유함을 강조함 그 자체였다. 즉, 구성의 기본틀에 얽매이지 않고 의상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시도하여 의상구성에 있어 기존의 규칙을 버리고 보다 기초적인 조형방법으로 구성해 

나간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실현되었다. 매 작품마다 추구하는 형태의 완벽한 표현을 위해서 

는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연속적인 선과 면 

을 통한 구성법을 공간상으로 연결시켜 시도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구조를 얻어냄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문명속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계적이고 건축적인 구조와 긴밀한 미 

학적 관련을 맺고 이루어진 의상구성의 개념으로서 현대복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 

가 되는 것이었다.

의상구성의 기본규칙을 도외시한 그 녀는 Bias Cut기법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불연속적인 

형태와 구조로 특정 지울 수 있는 독특한 양상의 전혀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대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파괴, 해체시킨 후, 다시 건축적이고 입체적인, 새로운 공간과 깊 

이를 지닌 3차원적인 구조로 재구성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인체의 형태를 

변형시켜 새롭게 조형화 하는 자율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구현화시키는 예술 

성을 발휘함을 볼 수 있다.

그리시안 스타일이나 행커치프 포 포인티드 스타일의 Bias Cut된 패턴들의 구조는 평면적 

으로 볼 땐 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녀의 제도법을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것 

그 자체로써 그 디자인에서는 입는 사람의 움직임과 그 유연성에 따라 그 역할이 충분히 변화 

있게 표출되는 것이었다.

Vionnet 작품의 무한한 가능성은 천의 바이어스성 성질의 잇점을 최대한도로 응용하여 작 

품도를 높여나갔음을 알 수 있다. 천이 바이어스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신축성과 탄력성은 체 

형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한다. 제어하기 힘든 탄력성으로 생기는 문 

제점들을 그 녀는 파코팅, 피코, 핑킹, 낫칭기법, 카네이션 단장식 둥으로 적절하게 처리해 나 

갔다.

카네이션 단장식, 할터 네S라인(halter neckline)바이어스로 처리된 단 이음선 부분 등에 

정교하게 손감치기한 기법 등으로, 가맨트(garment)의 실루엣에 더 좋은 기여를 하는 바느질 

기법 등이 세밀하게 연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녀의 조형성의 탁월함은 의복 구성상의 완벽한 기술과 함께 현대 디자인 형성의 그 중요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도출해 냄으로써 이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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