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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chine aes
thetics in the fashion design.

First, this study was started from analyzing mechanical beauty represented on the early 20th 
century art style.

Machine aesthetics has influenced on the art and fashion design from modern to now.
Futurism was grounded in the complete renewal of human sensibility brought about by the 

great discoveries of science. Especially, Russia avant-garde was inspired by the Futurism, that 
is Rayonism, Constructivism, Suprematism.

Kasimir Malevich moved on immediatly to purely abstract paintings of which the first was a 
black square on a white canvas. He had begun the art he called ,Suprematism'.

Malevich's geometry was founded on the straight line, the supremely elemental form which 
symbolized man*s ascendancy over the chaos of nature. The square was the basic suprematist 
element and was a repudiation of the world of appearances, and of past art.

He repudiated any marriage of convenience between the artist and the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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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atlin made some of the most revolutionary works of modern art. these were the 
first works to be called 'construction'.

Constructivists believed that the essential conditions of the machine and the consciousness of 
man inevitably create an aesthetic which would reflect their time. They eulogized simple 
shapes. That believed that buildings and objects should be freed from the ornamental 
excrescences and the accumulated barnacles of past art.

Consequently, under the theoritical backgrou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al formativeness of machine aesthetics was expressed as a geometrical sil

houette, construction line, non-ornamental construction, simple color in the 20th century design.
Second, The mecanical formativeness of machine aesthetics was expressed as a construction 

of new material—iron, aluminium, plastic, glass —, geometrical form of material in the 20th cen
tury design.

That is, machine beauty has more concerned with the expressional ideology of the art style 
and the formativeness of fashion design by silhouette, construction line, material, form.

I.서 론

인간활동의 특별한 분야로써의 기술은 20세기 

들어와서도 더욱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이것 

은 오늘의 예술이 미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도 

소재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며 유효 

하게 표현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본 

질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예술이라는 개념 대립은 예술이 본질적 

으로 미적 가치의 창조를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반하여 기술은 효용을 가진 것의 생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가 그 목 

적 에 적 합하게끔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 하는 작용 

에 의해서 유효한 작물（作物） 내지는 성과를 만 

들어 내는 능력 또는 활동으로써 모두 기술 개념 

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동안 기술개념의 분열로 인하여 예술은 오 

로지 미의 이념 또는 미적 가치의 체험으로써만 

취급되고 기술적 활동으로써의 성격은 등한시하 

게 되었다. 예술미는 본래의 완전한 미라고 생각 

하며 자연미는 그에 준하는 것이라 하여 경시하 

는 경향과 함께 기술미 따위는 존재할 여지조차 

없게 되어 하위개념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기계는 그 특성상 간결함, 단순함, 역동 

적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예술가들은 새로움이 

주는 그 형태에 매력을 느껴 기계적 형태를 모방 

하려 는 시도를 하게 되 었다.

따라서 20세기 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의 하나는 과학기술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현 

대 로 가까와지 면서 20세 기 예술가들에 게 작품 제 

작과정의 복잡성은 다원화, 전문화 되어가는 현 

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과학자나 공학자의 조언과 

기술적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19세기는 과학과 그 방법적 수단 및 지식, 

즉 기술과의 상호보조적 관계 속에서 눈부신 문 

명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바로 문명이 환경과 생활을 급격히 바꾸어 놓음 

으로써 문명의 발달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기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 인류는 

염원해 왔던 우주의 신비와 대자연의 베일을 벗 

겨놓고 있으며 우주공간을 향한 인간의 집념은 

기계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주지적 합리적인 생 

활감각에 호소하고 새로운 미를 창출하고 있다.

산업혁 명 이후로 자연과학의 진보 그리고 자본 

주의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달해 온 20세기의 

문명은 이들을 기초로 하는 공업과 기계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시대, 기계시대의 특성을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인간은 변화하는 유 

한한 세계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데 있 

어서 질서를 제공해 주는 근원들 중 오늘날의 문 

명화된 세계에서는 그 어떤 요인보다도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발전된 공업기술올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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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신소재가 둥장하였고 이러한 신소재는 

곧 새로움을 부여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공업적 기술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루고 소위 기계 

문명시대가 되면서 전세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기 

계와 더불어 철교, 박람회장, 전차장, 공장 등의 

기술적 건조물 둥이 사람들의 눈을 끌었으며, 다 

시금 기차, 자동차, 기선, 항공기 둥의 근대 기술 

의 산물이 속속 등장하고 이들 기술적 소산물들 

의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말았다D.
즉 예술과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오늘의 문제 

는 산업혁명 이후 문명의 기계화라는 급격한 물 

결 속에 기 인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의 생활화 

를 위하여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끌어 

들였으며 이러한 이념은 교육에 있어 디자인 교 

육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 

중반은 기계주의 미학과 사람의 손이 이루어 낼 

수 없는 물질적인 완결성을 갖는 것을 기계가 만 

들어 낼 수 있으며, 리얼리티와 그 질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개념 

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예술과 과학, 기술공학과의 통합에 대 

한 사회적 요구는 1950년대 몇몇 작가들의 실험 

이 있은 후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이 

때에 비로소 예술가,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동등 

한 차원에서 협동하려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는 

더], 이러한 의식들은 각 시대나 작가에 따라 다소 

개념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하나의 뚜렷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과학기술시대에 있 

어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새로운 관계 를 환기 시 키 

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이미 도구가 아니라 방법 

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기계 

미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힘으로써,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계 문화로 인한 조형 예 

술의 첨단시대에서 누릴 수 있는 조형미를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 

요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기계미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 

眞 111

여 동서양의 문헌 및 석 • 박사 학위논문 등의 문 

헌연구를 통하여 20세기초 기계문명을 찬미하였 

던 미래주의와 그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그 이유는 이들 양식들로 인하여 현대 산업사 

회에 있어서 예술과 과학이 새로운 미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현대 패션은 20세기 후반기의 작품 

으로 그 범위를 한정지어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예술 양식에 있어서 지 

배적 논리로 작용해 온 기계적 사고의 흐름을 기 

계미학의 시대적 고찰을 통하여 그 표현양상과 

의미의 변화를 조명하여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학 

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상실되기 쉬운 순수한 인간성을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 기계미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배. 경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 둥을 창조하 

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재료와 고 

기능의 기계를 발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은 당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영 

역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문주의자와 철학자 

들의 이상주의적 가치체계는 쇠퇴하고 자연주의 

자와 기술자들의 실리적 가치체계가 중요시되었 

으며 이것에 근거한 새로운 미의 개념은 산업혁 

명 이후의 미의식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반 

영하는 것으로써 장식적 전통미의 개념을 파괴하 

는 것으로부터 미의 실용성과 기능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미 학으로 연결되 었다.

즉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은 인류 

에게 물질적 풍요와 의식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 

1) 남춘모, 현대 미술에 나타난 기계기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II.
2) 이윤구，20세기 미술에 미친 과학기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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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며 산업사회 환경으로 인한 20세기초 유럽에 

서는 기계문명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는 

예술운동을 탄생시켰다. 무엇보다도 기계가 미술 

에 미친 영향은 20세기 미술에 있어서 엄청난 변 

화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특히 183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계기술의 발달과 발명품 

들, 즉 전등, 전차, 비행기, 가솔린 엔진, 영화, 라 

디오, 합성염료, 인조섬유, 기관총, 다이너마이 

트, 콘크리트 둥이 회화 이념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게 되 었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의 초엽은 과학기술의 혁 

신적 진보와 경저】, 산업, 정치의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를 이루는 시기였으며 더욱더 사회적, 문화 

적 측면과 미래주의 (Futurism) 양식과의 관계가 

밀접하였다37). 즉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위력 

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사상 내지는 일반적인 

광범위한 움직임에 유동적인 음영을 결정하게 된 

다.

기 계문명의 눈부신 진보에 대한 찬미의 소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술운동에서는 미 

래주의 선언 이후 더욱 활발해졌는더), 미래주의 

의 양식은 기계화된 현대 사회를 낙천적이고 긍 

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기계문명의 승리를 조형 

상으로 표현하려 고 하였다"

20세기초 기계에 대한 찬미를 처음으로 공언하 

였던 이 미래주의의 기계미는 광선주의(Rayoni- 
sm)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13) 절대주의 (Supremat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 둥에 많은 영 향을 미 쳤으며 현 

대 미술의 추상미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계기 

가 되었다a®.

3)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Phaidon Oxford, 1977, p. 28.
4) Nicos Stangos, Concepts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94, p. 97.
5) Robert Hughes, The Shock of the New, Thames & Hudson, 1990, p. 42.
6) 高階秀彌，西洋美術史，美術出版社，1991, p. 163.
7) Angelo Bozzolla Caroline Tisdall, Futurism, Thames & Hudson, 1977, pp. 6-7.
8) H ■ W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p. 720.
9)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앤솔로지 제3집,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미진사, 1988, p. 183.

10) Rayonism : Natalia Goncharova Milchail Larionov에 의해 1911-12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미술운동.
11)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intice Hall Edition, 1988, p. 846.
12) Anna Moszynska, Abstract Art, Thames & Hudson, 1990, pp. 32-3.
13) 海野弘外1人，現代美術，新曜社，1995, p. 92.
14) David Britt,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 720.
15) Fredric Hartt, ART(Vo\. 11), Printice Hall, 1979, p. 시 1.
16) Michael Wood, Art of the Western World, Bruce Cole and Adelheid Gealt, 1989, p. 287.
17) Hugh Honour, John Fleming, A World History of Art, Laurence King Publishing, 1995, p. 741.
18)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p. 97.
19)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Art Past Art Present, Abrams, 1990, p. 435.
20)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Laurence King Publishing, 1992, p. 463.
21) Bernard S Myers, The History of Art, Exter Books, 1985, p. 849.
22) John Russell, The Meaning of Modem Art, Thames & Hudson, 1989, p. 149.
23)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 Gallery Books, 1988, p. 383.
24) Riva Castieman, Prints of the 20th Century, Thames & Hudson, 1988, p. 50.

미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조형상의 표현 문제 

이전에 정신상황을 기계과학 문명에 입각한 가치 

관에서 쇄신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전반은 물론 

정치, 사회의 모든 제도들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 

까지도 개혁하려는 강력한 반전통의 반아카데미 

즘의 운동이었다"剧.

즉 미래주의는 정신상태를 기겨】, 과학문명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쇄신하고자 과거의 미 학과 단 

절되는 기계시대의 새로운 미를 인간의 감각세계 

를 기초로 하여 기계를 찬미하였다그리하 

여 미래주의는 미술세계에서 현대성을 뚜렷이 제 

시한 혁신적인 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표현방법을 부정하고 현대 산 

업시대에 부웅한 새로운 미의 출현을 예고하는 

미술운동으로써 이태리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위 

예술인 미래주의는 조형이념으로써 기계 문명에 

서 오는 다이나미즘을 화면에 동반함으로써 진취 

적인 미래의 미학을 제시하였다2Q
그리고 제1차 미래주의 선언문은 러시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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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어 1910년까지 모스크바 화단에 영향을 주 

었는데, 기계주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습을 표 

현한 미래주의는 예술에 대한 하나의 혁명으로써 

사회개혁과 더불어 탄생된 러시아 아방가르드 

(Avant-garde)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말레비치(Kasimir Ma
levich : 1878〜 1935)의 절대주의와 타틀린(Vla
dimir Tatlin : 1895〜1956)의 구성주의의 두 큰 

조류로 갈라졌으나, 그 둘 다 혁명사회에서 민중 

을 위하여 미술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는 일치했었다25 26 27 28〉.

25)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op. cit., p. 467.
26) Herbert Read,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Thames & Hudson, 1995, p. 210.
27) 김정화 편저, 20세기 미술의 모험, AP 인터내셔날, 1990, p. 12.
28)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op. cit., p. 467.
29) Herbert Read, op. cit., p. 205, 210.
30) 海野弘外 1A, op. cit., p. 59, 90.
31)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Thames & Hudson, 1994, p. 349.
32) Jean-Louis Ferrier, op. cit., p. 840.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예술은 그 전 

통 자체를 청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련 

의 구성주의적 미술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찌 

그들은 이젤회화나 조각, 그 제작의 목적 이 관념 

이나 감정 오직 그 자체만을 위해 그것을 전달하 

는 데만 있는 어떤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그 가치 

를 거부하였다.

즉 구성주의 작가들은 과거 예술의 전면적 폐 

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대중이 이익을 위 

하여 이 기술 사회에 있어서의 근대적 제품인 소 

재 와 수단을 사용하여 기술자로서 봉사하지 않으 

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구성주의를 성립시켰던 타틀린은 예술을 혁 

명의 수단으로 보려고 한 열성적인 예술가로서 

미래의 새로운 사회가 과학과 산업의 발전 가운 

데서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예 

술을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활력소인 동시 

에 기계문화의 정신적 반영의 자발적인 표현이라 

고 믿었다.

즉「현실의 사물을 현실의 공간」이라는 것이 

구성주의자들의 주장2"이었는데 새로운 공간의 

탐구는 평면적 구성으로 나아가 현대를 상징하는 

기 계 미를 추구하였으며, 오브제 에 의 한 기 하학적 

공간의 구성을 목표로 삼아 모든 물질이 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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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게 현실이란 

새로운 현실의 창조로써 공간과 시간의 절대적인 

요소만을 사용하는 활동의 산물임을 지적하고자 

원하였으며 동시에 인간주의적 의의를 주장했다. 

이들에게 있어서「순수 예술이 실용 예술보다 나 

은 것」이라는 개념은 이미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 

다淘.

구성주의는 현대주의 미술과는 달리 긍정적이 

며 기계문명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유토피아 

적이었다. 이 점이 바로 문화적 후진국인 러시아 

에서 이 구성주의 라고 하는 첨단적인 미술운동이 

어떻게 싹터서 범유럽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민혁명으로 다 

시 태어난 신생국으로써 다른 유럽의 피곤하고 

쇠약한 국가와는 달리 희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지닌 나라였던 것이다. 그리고 

기계문명이야말로 그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힘으로 느꼈던 것이다29 30 31 32〜3®.

구성주의자들은 기계의 본질적인 조건과 인간 

의 의식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시대를 반영하는 

미학을 창조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예술과 사회 

를 통합한다는 열망이 고조됨에 따라 그간 전통 

적으로 회화와 조각이 다른 것에 비해 우월하다 

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Tatlin은 목공예나 금 

속공예 혹은 도자기를 가르키 기도 했으며 노동자 

의 작업복을 디자인하기도 하였다3D.
따라서 그들 구성주의자들은 예술과 기술을 통 

합32)하여 예술과 산업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으며, 물질적 소재를 쓰는 예술 창조와 생산 기 

술의 두 과정은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으 

므로 예술가는 생산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기계기 

술을 터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절대주의(Suprematism)는 창조적인 에너지 

로 회화의 모든 재현적 요소를 거부하고 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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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단순화• 절대화하였는데 절대주의란 

최고의 수준이라는 어의를 지님과 동시에 기본적 

이고 첫번째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적인 

특수 상황에서 발견된 미학이었으며, 그것은 거 

의 말레비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본적인 형식은 환경에 대한 틀에 박힌 

반응을 타파하고 자연 자체의 실체성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실제(reality)를 창조해 내는 것이 

었다.

구성주의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예술로 정치 

적인 이데올로기가 선행되는 행동적 규범의 미학 

이라면 절대주의는 순수한 기 하학적 인 추상을 다 

루는 미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33 34 35 36). 즉 절대주의 

는 비젼과 색채를 통해 주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 

다". 말레비치는 자신의 절대주의에서 어떠한 

표현적 이미지의 형태도 거부하였으며 예술작품 

의 궁극적 자질로써 의「감각」의 절대성 (supre- 
maty)을 주장하는 가운데 순수한 예술형태를 주 

장하였다35.36)

33) Hugh Honour, John Fleming, op. cil.t p. 742.
34) Edward Lucie Smith, Art & Civilization, op. 서L, p. 468.
35) Hugh Honour, John Fleming, op. cil.t p. 743.
36) H , W Janson, op. cit,t p. 722.
37) 서원덕, 건축에 나타난 기계미학의 표현이념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6.
38) 노웅구, 기계기술이 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대 논문집, 1982(제3집), p. 402.

이와 같이 20세기초 반예술 운동인 미래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양식은 기계 미학이 형 

성될 수 있는 예술적 배경이 되어 21세기로 향한 

세기 말의 모든 조형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 

을 가지고 반영되고 있다.

2.개  념

기계미(Mechanic Beauty) 혹은 기계예술 

(Machine Art)37〉이란 기계의 합리성, 기능성에 

서 생겨난 조형미를 일컫는 말로 이 단어는 1934 
년 뉴욕 근대 미술관에서 열린「기계미 전시회」 

를 계기로 보급되어 미술사의 한 장르를 이루고 

있다. 기계는 본래 미적 표현을 의도하지 않고 설 

계나 제작된 것이지만 그 독자적인 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19세기말경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여기에 디자이너나 예술가, 건축가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서부터 기계미는 근대 조형세계에 큰 

자극을 주게 되었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예술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 

게 되었는데 그것은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기 

점으로 과학적 법칙과 기계라는 매개체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 근대의 과학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기계미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기계미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낡은 미학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목 

적성과 유용성의 원칙에 의해 사물을 새롭게 평 

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38).

예술가들과 대중들의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자와 공학자들의 역할이 

중대되고 산업화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주 고무 

적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지나치게 장식된 디 

자인의 무감각한 장식품들에 둘러쌓인 부르조아 

적 권위주의에 대한 싫증에서 나타난 것으로, 창 

조의 새로움에 대한 진실성을 과학과 기술에 두 

고 자유, 평등에 입각한 집단적 가치의식의 발로 

로써 당시 이러한 시대정신의 중요성은 다양한 

전위적 운동들을 탄생시켰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과학적 연구의 결과가 

직접 산업에 응용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 

적 과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론적인 설명이 

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 과학기술로써 소위 기 

술의 개념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과학적 사고 

방식은 인류의 복지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근 

거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혁명은 대규모 공장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 

업자본주의와 사희적으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와 도시화, 그리고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인 

노동의 대립을 확대, 격화시켰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기계미는 그 당시 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 

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한다.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의 기계 

산업은 근대의 경공업이나 중공업 둥 기계산업에 

기초를 둔 단순하고 좁은 범위를 넘어서 현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컴퓨터 공학이나 신소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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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광섬유, 인공지능, 제어계측 분야 둥이 그것 

이다.

또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재료들은 산 

업화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분야에 보 

급되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새로운 재료들은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극도의 기능성의 만족은 재료와 기계적 

특성, 그 자체의 미학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in. 기계미학의 표현 이념

1. 기능적 이미지 표현 이념

기능적인 이미지 표현 이념은 작품에 있어서 

장식적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필수불가결하 

고 필연적인 것만으로 표현하고자 함으로써 기계 

에서 나타나는 미의 세계를 탐구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장식적 전통미의 개념을 파괴하는 

것에서 미의 실리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미학으로 연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기계문 

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던 

예술 양식들은 기하학적 공간의 구성을 목표로 

삼아 모든 물질의 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기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 예술 양식 중 절대주의가 구성하는 요소들 

로는 사각형, 원, 삼각형, 그리고 십자형 둥이 있 

었다. 그러나 Malevich는 가장 순수한 것은 사각 

형이라고 믿었다. 그는 전통 도상학（圖上學）을 

경멸했으며, 그의 기하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최상의 근본적인 형태인 직선 

을 기초로 하였다3郷＞.

그리고 자연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사각형이 

절대주의의 근본 요소였으며 그것이 절대주의 형 

태의 모체였고 그 사각형은 바로 과거의 예술에 

대한 부정 이었다.

그의 작품〈비온 뒤의 시골 아침〉（그림 1）을 

보면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밝고 단계적인 색조 

로 그려진 집과 나무들과 지면의 선들이 있는 기 

계화된 풍경 속에 원통형으로 된 조각적 형태의

〈그림 1＞ 비온 뒤의 시골 아침 

（Malevich, 1911）

농부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즉 사물의 대상을 기 

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 기능화 시킴으로써 회 

화가 외부세계一그것이 인물이든 풍경이든 정물 

이든간에 一에 대한 어떤 모방이나 반영에 의존하 

지 않고 독립적으로 완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 한였다.

Malevich의 절대주의 형태는 백색의 사각형으 

로 변했으며 이 백색의 사각형이야말로 형태의 

순수한 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절 

대주의에서 어떤 표현적 이미지의 형태도 거부하 

였고 예술,작품의 긍정적 자질로써의 ［감각］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순수한 예술 형태를 

주장하였다“）（그림 2）.
절대주의 작가들 중 국제적으로 가장 영 향력 이 

있었던 엘 리시키츠（El Lissitzky : 1890〜1956） 
의 작품〈그림 3〉의 비대상적 회화 작품에 있어서 

도 원근법적 환영이 결합된 기하학적 형태를 다 

룸으로써 기능적 이미지를 표출시켰다也＞.

절대주의는 비대상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실 

용적인 것으로 횐 캔버스 위에 하얀 사각형같이

39) Phaidon Press, The Art Book, 1996, p. 294.
40) 村田數之亮，西洋美術史，創元社，1991, p. 171.
41) Hugh Honour, John Fleming, op. cit., p. 742.
42) Michael Wood, op. cit.,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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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절대주의 구성: 백색 위의 백색 

(Malevich, 1918)

이것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정방형이며, 삼각형, 

십자형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 형태들과 함께 비 

대상의 세계를 구성하였다«如.

즉 대상적(對象的) 현실세계에서 미술을 해방 

하려고 기 하학적 인 가장 단순한 형 태 만을 남기 는 

회화에 이르름으로써 기계미학의 하나의 표현 이 

념을 형성하였다4喝5〉.

2. 기계적 이미지 표현 이념

또 하나의 표현 이념으로써 기계적 이미지 표 

현 이념은 과학기술과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소산물인 새로운 재료의 등장과 그러한 소재들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혁명적으로 나타난 과학기술은 

20세기 초부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알루미늄과 

같은 신재료의 대량생산과 기계적 이미지의 출현 

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예술적 관심의 변화를

〈그림 3> 프로운

(El Lissitzky, 1922)

수반함으로써 기 계화를 통하여 과거 의 것을 부정 

하고 새로운 창조 현상을 유발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문학적 개념이었던 미래주의는 시 

인 마리네티 (Filippo Marinetti严妙에 의해 전통 

예술의 기준을 부정하고 속도의 미와 기계의 역 

동성올 주장한 이른바 기계에 대한 찬미를 처음 

으로 공언하였다. 그는 1909년「Le Figaro」지를 

통하여 기계의 다이나미즘, 속도감 둥의 미를 주 

장함으로써 과거의 미학과 단절된 기계시대의 새 

로운 미를 감각세 계의 가치로 삼았다.

특히 기계의 다이나믹한 서정성과 움직임이나 

도시의 소동, 사람의 율동적인 운동 등이 직접 시 

간성과 공간성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력과 

43) 若林直樹，現代美術•入門，JICC出版，1993, p. 86.
44) 編輯部，現代藝術事典，美術出版社，1993, p. 62.
45) Herbert Read, op. cit., pp. 204-5.
46)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op. cit., p. 465.
47) Hugh Honour, John Fleming, op. ch., p. 728.
48) John Russell, op. cit.,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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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미적 감동의 대상이 된 것이다.

Marinetti는 현대 문명에 대한 긍정과 그 소산 

을 조형요소로써 만들려는 새로운 태도를 표명한 

미래주의는 종래의 돌이나 브론즈 둥 단일한 소 

재로 표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시멘트, 유 

리, 철사 및 전광에 의한 복합적인 조형의 가능성 

을 시사함으로써 다양한 재료와 함께 물질 도입 

시대로의 접근을 의미하였다.

이태리 미래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보치오니 

(Umberto Boccioni : 1882〜1916)는 전통조각 

을「미이라의 예술」이라고 불렀으며 '달리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라는 표현을 써서 달라 

진 관심과 지각방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⑼. 그의 

「미래주의 회화에 관한 기술적 선언」에는 전통에 

의 거부와 과학의 역할, 개인적인 자신의 미학은 

물론 미래주의의 미학과 방법을 선언하고 있다49 50 51 52 53).

49) David Britt, op. cit., p. 81.
50)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궁H, 서울대 출판부, 1979, p. 144.
51) Fredric Hartt, op. cit,, p. 409.
52) Herbert Read, op. cit., p. 206.
53) Vittorio Sgarbi, op. cit., p. 385.
54) Nicos Stangos, op. cit., pp. 99-100.
55) Phaidon Press, op. cit., p. 48.
56) Edward Lucie Smith, Art Today, op. cit., p. 29.
57) Anna Moszynska, Abstract Art, Thames & Hudson, 1990, pp, 24-5.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도시는 봉기한다〉(그 

림 4)에서는 '노동과 빛', '동적 효과의 거대한 종 

합'을 추구하였는데, 이 작품은 폭력적 행위, 속 

도, 빛에 의한 물질의 해체와 그 빛에 의한 회화 

의 재통합이라는 미래주의적인 신념의 한 측면을 

나타내었다. 즉 강력한 힘을 지닌 현대 산업사회 

에서의 노동과 작업의 역동성을 표현함으로써 기 

계적 이미지를 표출하였다叫

또한 Boccioni는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써 미래 

주의 조각에 대한 창조를 시작했다52岡. 그는 형 

체나 대상을 왜곡, 단편화시켜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각가의 권리를 재확 

인시켜 주었고, 모든 재료들, 즉 유리, 나무, 하드 

보드, 철, 시멘트, 말총, 가죽, 천, 거울, 전기조명 

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4 55刖.

미래주의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세베리니(Gino 
Severini：1883〜1966)의 작품〈발 타바란의 동적 

인 상형문자〉(그림 5)은 즐겁고 발랄한 파리의 

밤풍경을 다루었는더〕, 이 작품의 구성은 크게 회

V■그림4> 도시는봉기 한다 

(Boccioni, 1910)

〈그림 5> 발 타바린의 동적인 상형문자 

(Severini, 1912)

전하고 있는 곡선 안에 빠른 움직임을 부여하는 

면분할로 구성되어 있다. 꼴라주 기법을 웅용해 

서 덧붙여진 글자나 금속조각 둥, 많은 영역과 대 

상들이 기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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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

〈그림 6> 거리의 빛

（Balia, 1909）

그리고 발라（Giacomo Balia严河가 그린〈거 

리의 빛〉（그림 6）은 순수 미래주의 작품 중 최초 

의 작품으로써 램프를 배경으로 중심부분부터 발 

산하고 있는 보색으로 된 색들을 강렬하게 사용 

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진동케 하는 태양광선의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양식상으로 볼 때 타틀린의 구성주의는 평면보 

다도 볼륨을 중시했던 점 또한 비예술적인 소재 

를 있는 그대로의 형태와 색채로 사용했던 점이 

특색이었다58 59 60 61 62阅. Tatlin은 전통적인 예술을 파산 

시키는 방도를 탐구해 나가면서 비예술적인 미의 

개념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새 

로운 수법에 의한 입체물-조각이 탄생되었다. 그 

러나 그것은 점토나 석고 혹은 청동으로 형성이 

된다거나 깍거나 파내어서 만들거나 본을 떠서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조각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구축（構築 : construct）되어진 조각이었다.

58) Ibid, pp. 29-30.
59) Angelo Bozzolla Caroline Tisdall, Futurism, Thames & Hudson, 1977, pp, 60-1.
60) David Britt, op. cit., p. 196.
61) Phaidon Press, op. cit„ p. 453.
62) Robert Atkins,現代美術co 美術出版社，1993, p. 68.
63) The Thames & Hudson, Dictionary of Art & Artists, op. cit., p. 349.
64) 若林直樹，op. cit., pp. 84-5.
65)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op. cit„ p. 436.
66) Fredric Hartt, op. cit„ p. 412.
67) Michael Wood, op. cit., p. 287.

그리고 바로 그 구성주의 작품을 제작한 최초 

의 작가로서 그는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 

전통적인 자료들을 배치, 구성하였는데, 시멘트, 

구리, 유리, 철, 연한 금속판, 그리고 그는 그 자 

료들을 대조되게 하면서 대단히 거칠은 浮彫작품 

을 제작하였다®.

Tatlin은 자신이 선택한 재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은「재료의 개발」혹은「재료와의 일치」라는 

원칙을 따라 각 재료들은 그것의 구조적 법칙에 

의한 특수한 형태를 취하였다63 64岡.

즉 기 계문명 의 예찬론자로서 그가 거부한 것은 

피로해진 서구의 부르조아 사회 와 그 예술이 념 이 

었다. 따라서 전통적 인 재료인 돌이나 나무, 청동 

주조와 함께 유리나 철판, 강철봉, 철사 둥의 새 

로운 재 료가 사용되 었다.

구성주의 작가들은 물질의 세계와 대결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대폭적으로 미술에 도입 

함으로써 미술과 물질계 에 가로놓여진 장벽을 제 

거하려고 하였다. 즉 개인적인 정감에 사용된 그 

림물감을 폐지 하고 나무, 쇠, 금속, 돌, 유리 둥의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생활에 밀착된 물질적 소 

재의 개발과 이들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공간 구 

성을 하려고 하였다65 66 67그림 7）. 즉 이렇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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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3인터내셔날 기념탑의 모형 

(Tatlin, 1919)

업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한은 기계문명의 기능

주의적인 이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网. 

이들은 예술가가 생산의 재료와 기계기술을 터 

득함으로써 새로운 예술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기계미를 찬미했던 예술 양식들에서는 

조형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나의 작품에 수십여종 

의 재료를 사용해도 좋다는 주장 아래 철근, 시멘 

트, 유리, 플라스틱 둥의 기술시 대 의 새로운 재료 

가 도입되고, 이것을 사용한 입체적인 조형 속에 

서도 새로운 재료가 도입되어 외관만으로는 기계 

와 구별하기 어려운 현대 예술의 기계화라는 현 

상을 제시해 주었다.由，。).

이러한 자연의 미성형적(未成形的)인 원재료 

들이 인간에 의해 조성된 재료로 재형성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이 반자연의 재료 자체의 성질에 적 

합한 형식을 주므로써 참다운 기계미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다.

〈표 1〉은 기계미학의 표현 이념과 작가들의 작 

품을 통한 조형성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恥 패션에 내타냔 기계미학의 표현 
트/』-a o

1. 기능직 조형성

Malevich의 의상 디자인인 (그림 8)은「태양 

의 정복」이라는 연극에서 직접 디자인한 것이다

71). 그의 기하학적 형태의 이 의상 디자인에서는 

기 계 미 학에 바탕을 두고 장식 이 없는 기 능적 이 

미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러한 작품의 형태는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조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래 자연과학의 발달은 공업사회를

〈표 1> 기계미학의 표현 이념과 작품에서의 조형성 비교 • 고찰

표현이념 작품에서의 조형성 대표작가

기능적 이미지

* 모든 장식적인 요소들을 배제

* 기하학적 공간구성

* 사물의 대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 기능화

절대주의의 Malevich와 

El Lissitzky

기계적 이미지
* 신소재들을 작품에 동비하여 새로운 미의식 형성

* 사물의 대상을 활력과 속도감으로 기 계미 를 표현

미 래주의 의 Boccioni, Balia 둥 

구성주의의 Tatlin

68) 김윤수 역, Herbert Read, 현대 미술의 원리, 열화당, 1991, p. 77.
69) 오광수, op. cit„ p. 100.
70) 編輯部，op. cit., p. 50.
71) 야마구치 가쓰히로, 김승희 역, 20세기 예술과 테크놀로지, 지성의 샘 199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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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양의 정복"! 의상디자인 

(Malevich, 1913)

도래하게 하였으며 조형 예술은 기하학적 이며 역 

학적 인 구성 을 추구함으로써 예술과 기술은 밀접 

한 친근관계로 교류하게 되었다.

기계기술의 소산물들은 단지 그 실용적인 가치 

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술에서도 자연에서 

도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미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현대의 모든 산물로 

부터「기능적인 것은 반드시 미적이다」라는 새로 

운 견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계기술적인 아름다 

움을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Yohji Yamamoto의 패션 작품〈그림 9〉에서도 

그 실루엣 구성이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이 되어 

기능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즉 기하학적인 형태 

는 기계 기술적인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써 모 

든 조형의 기본적인 원형이자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추구함으로써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식성이 배제된 패션 작품의 

실루엣에서 단순화, 기능화된 이미지의 본질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레비치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조형성도 함께 느낄 수가 있으며 Y아iji 
Yamamoto의 또 다른 패션 작품 (그림 10)에서 

도 동일한 조형성으로 그 감각의 흐름을 같이 하 

고 있다.

Banding 패션 작품(그림 11)의 경우는 혹•백 

만의 색채 사용과 단순하고 간결한 선으로 인한

〈그림 9> Harper's Bazaar, 90/91
(Yohji Yamamoto)

기하학적 형태에서 기능적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상징화되어 표출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20세기 기계시대의 출현으로 조형예술 분야에 

새로운 기계미의 수용은 그 표현 중의 하나에 있 

어서 기능적 조형성에 의해서 형태가 구성되어 

나타났다.

즉 Banding 작품에서는 절대주의 양식에서 

극도로 절제해서 사용했던 선과 색채의 내면적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Alexander McQueen의 최소한의 기능적 조형 

성만으로 표현된 패션 작품(그림 12)에서도 기하 

학적 면분할을 통하여 기계미의 표현 이념을 고 

찰할 수 있다.

〈그림 13〉의 Alexandra Fede의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서도 세 작품 모두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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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arper's Bazaar, 90/91
(Yohji Yamamoto)

실루엣 안에 사각형이나 삼각형 둥의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계미의 개념 

이 기능적 조형성으로 표현된 작품으로써 간주할 

수 있다.

즉 모든 불필요한 장식성이 없는 기하학적 선 

의 구성으로 형성된 현대 패션 작품들을 통해서 

기계미학의 표현 이념이 예술적 감수성으로 수용 

되고 표현됨을 인식할 수 있다.

2. 기계적 조형성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형 예술의 

형태 표현 자체가 신소재의 탄생과 더불어 다양 

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계의 이미지를 나타 

내는 철과 유리와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재료들은 주로 외부로 드러나 재료 그 자체를 솔 

직하게 표현하며 더불어 표현 수단으로 작용하기 

에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日〉Book Moda
(Bandini, 1993)

이러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의 사용은 단순히 

회화나 조각의 영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조형 영역 내로 확대되어질 여지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패션 디자이너인 Lapidus의 

패션 작품(그림 14)의 경우를 고찰해 보면 기존 

관념의 패션 소재가 아닌 기계적 조형성을 가진 

신소재의 다양한 기 하학적 형 태들을 나사로 조립 

하여 현대의 기계 시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현대에 들어서 기계에 의한 조형 분야는 점점 

왕성해져서 놀라우리만치 가속도적 발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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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세 기 후반에 들어서 는 산업사회의 산물 중의 

하나인 금속류가 직접 패션 작품의 소재로 도입

〈그림 12> Collezioni Donna, No, 62
(Alexander McQueen, 1997)

를 가해져 왔다.

〈그림 15〉의 Krizia의 패션 작품을 보면 금속소 

재의 원피스 드레스와 장신구류 모두 산업사회 

소산물인 기계적 이미지의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 

다.

1920년대 Tatlin은 '소재는 메세지이다'初라고 

예언하였는더）, 패션 작품을 통해서 20세기 후반 

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함께 기계문명 시대의 분 

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음을 재인식할 수 있다.

〈그림 16〉의 Paco Rabanne의 패션 작품 소재 

에서도 기계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 

다. 패션 작품에 기발하고 새로운 재료의 응용에 

서 예술적 이미지의 독창성으로 조형예술 분야의 

전통적 인 예 술관을 타파함으로써 새 영 역 을 개 척 

됨으로써 기계 미를 일상생활에서도 거부감없이 

수용하게끔 되었다. Herve Leger의 작품（그림 

17）의 경우도 극히 단순한 실루엣 구성이지만 신 

소재 의 시용에서 기 계미 의 조형 성을 표출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절대주의나 구성주의 양식에서 제시되 

었던 기계적 이미지의 표현 이념은 패션 디자이 

너의 관점에서도 수용이 되어 과학적 기계 기술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패션 작품을 통해서 다채 

롭게 표현되고 있다.

기계적 또는 기하학적 형체가 호소력을 가지는 

명백한 근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기 

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점이다. 즉 그 선이나 볼륨 

에 있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이름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기능적인 완전성을 표현하고 있는 대

72) Ibid,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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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llezioni Haute Couture 
(Lapidus, 1987)

상이 아주 많다는 것 이 다.

다시 말해서 갖가지 유형의 기하학적 • 기계적 

장식은 기술적인 요소의 잔해가 발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湖.

즉 기 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20세기 에 들어와 

서는 현대인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발달은 

기하학적인 조형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미에 대한 것을 

새로운 미적 개념으로 인식 • 수용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재료와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의 조형영역 내로 기계미의 조형성이 확대되어져 

왔다.

73) 김 윤수 역, op. cit., p. 75.

〈그림 15> Collezioni Donna
(Krizia, 1987)

이는 종래 예술가들의 개인적, 사색적 감정의 

표현 대신 기계시대에 바탕을 둔 사회적 편리함 

과 공리적인 중요성에 가치를 두고 새로운 시각 

에 의한 기계미의 이념이 형성되었다.

〈표 2〉는 기계 미학의 표현 특성이 패션에서는 

어떠한 조형성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요약 • 정리 

하였다.

V. 결 론

기 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특히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발달로 인하여 기 

하학적인 조형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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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ollezioni Donna
(Paco Rabanne, 1997)

련하였고 그러한 바탕 하에서 기계적인 것을 새 

로운 미적 대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발전된 공업기술을 바탕으 

로 하여 신소재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신소재는 

곧 새로움을 부여함으로써 예술가들은 새로움이 

주는 그 형태에 매력을 느껴 기계적 형태를 모방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즉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변화는 역사에

〈그림 17〉Collezioni Donna
(Herve Leger, 1997)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옛 질서를 용해하고 

새로운 것을 촉매하는 역할을 했으며 기술에 의 

한 사회의 예술가들은 기계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적 형식을 발견해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예술 양식에 있어서 기 

계적 사고의 흐름을 기계 미학의 시대적 고찰올 

통하여 그 표현 양상과 의미의 변화를 조명하여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학의 본질과 내용을 분석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 미학의 표현 이념 중 기능적 이미지 

표현 이념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모든 장식 요 

소들의 배저), 기하학적 공간 구성 그리 고 사물의 

대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된 기계미로 표 

출되 었다.

둘째, 기계적 이미지 표현 이념은 신소재들을 

작품에 도입하여 새로운 미의식의 형성과 사물의 

대상을 활력과 속도감으로 기계미를 표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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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 미학의 표현 특성과 패션에서의 조형성

기계미학의 표현 특성 패션에서의 조형성

기능적 조형성

* 기하학적인 실루엣

*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성선 분할

* 장식성이 배제된 역학적 구성

*색채의 단순화

기계적 조형성
* 신소재（철,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둥으로 작품 구성

，기계적 소재의 기하학적 형태를조립한 작품 구성

셋째, 현대 패션에 있어서 기계 미학의 조형성 

중 기능적 조형성은 기하학적인 실루엣 기하학 

적인 형태의 구성선 분할, 장식성이 배제된 역학 

적 구성과 색채의 단순화로 기계미가 표출되었 

다.

넷째, 기계적 조형성은 철, 유리, 플라스틱 그 

리고 알루미늄 등의 신소재로써 작품이 구성되거 

나 기계적 소재의 기하학적 형태를 조립한 작품 

구성 등으로 기 계 미 가 표현되 었다.

예술은 지각에 의하여 세계와 시대를 반영하고 

감성에 의하여 표현형식을 갖는 것이므로 과학기 

술 시대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는 인간의 감성에 

따르는 창조활동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의 분위기 속에서 기계미학은 

근대 이후로부터 모든 사고방식과 예술을 진행시 

키는 노선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미래적인 이미 

지 표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 

이며 기술은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환경 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 리 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계와 인간이라는 관계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감성과 심미를 수립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해 새로 

운 가능성을 찾고자 끊임없는 창조활동이 진행이 

계속되 리 라 본다.

그리고 기계의 외형에서 오는 새로운 조형미는 

그 자체로 충분한 형태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 

형성의 개념이 여기에서 파생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인간성에 대한 회 

복의 표현이 풍요로움의 상징 인 계기 문명 을 통한 

미적 추구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초 반예술 운동인 미래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양식은 기계 미학이 형 

성될 수 있는 예술적 배경이 되어 21세기로 향한 

세기말의 모든 조형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반영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재인 

식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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