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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나lis study is focused on Futurism style and contemporary fashion in the 20th 

century, by researching the Giacomo Balia, Fortunato Depero, Tullio Crali, Erenesto Thayate 

characteristics fashion design.

The results of 난lis study are following as : The general traits of Futurism style are 이assified 

with aesthetics, formative characteristics, first, aesthetic charateristics are based on H. 

Bergson's life-phylosophy and F. Nietzche*s art theory, second, formative characteristics is 

Dynamism. Futurism Dynamism are classified with psychological Dynamism and physical Dyna

mism.

Futurism trends in 난le costume : first, Dynamism in fashion design, second, asymmetrical 

balance, third, formativeness, forth, technology, fifth, anti-traditionalism. Dynamism are 

expressed textile, pattern and costume shape in contemporary dress. Asymmetrical balance are 

expressed costume silhouette shape and framework 나！！ough the geometrical asymmetrical bai

lee. Formativeness are agree with Paco Rabanne*s fashion design expressed body and move

ment 거 nd phychological world of human 나辽이jgh 나）e secondly fabrre. Technology ar eex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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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echanical dynamism in used technology art and new fashion material by metal. The last, 

anti-traditionalism is recognized new value and idea in fashion.

I.서 론

현대 의상의 다원화된 양상은 하나의 복식사조 

로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조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러한 경향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적 특징에 대한 

비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조되고 있 

으며, 항상 이전의 思潮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새 

로운 사조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 

은 무엇보다도 새로움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 

다. 의상에서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그 이전의 어 

느 시대보다도 20세기 초에 더 활발히 이루어졌 

으며, 특히 예술분야에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조 

들이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화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 

래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미래주의(Futurism)는 

동시대 예술양식과 함께 의상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 미래주의의 사상적, 이념적 특성은 이 

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예술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러 

한 경향은 근대 이후 현대에서도 부분적으로 찾 

아볼 수 있다. 예술사조로서의 미래주의는 문학 

에서 시작되어 회화와 조각, 건축, 의상으로 확장 

되었기 때문에 그 표현 양식 이 각 분야별로 잘 나 

타나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주의가 갖는 여러 

분야의 예술적 성 장과정 을 통해 미 래주의 작가들 

이 자신의 예술적 이념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의 

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D. 미래주의(Futurism)예술양식

1. 미래주의의 형성 및 발전과정

이탈리아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국가주의 (Nationalism)운동과, 1848년의 프랑스 

'2월혁 명'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 인 자유주의 시대 

를 맞이하였고, 1870년 9월 20일에 마침내 통일 

을 이루었다.。18세기 말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각국으로 파급된 이후, 봉건적 농업 경제체 

계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구조는 대대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즉, 당시 귀족사회와 사회적 규범 

이 철저하게 변화되었으며, 기술을 이용하여 모 

든 사회구조를 파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욕구가 사회 

전반에 증폭되었다.2)이탈리아는 국가통일과 산 

업혁명으로 인해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뒤따랐으 

며 결국 19세기 부흥운동인 리소르지 멘토(Risor- 

gimento)운동은 실패하게 되어 젊은 청년들 사 

이에서는 새로운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3) 

특히 183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산 

업혁명에 의한 자극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안락 

과 편리에 대한 욕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 

과학의 진보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특히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 

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뉴튼의 절대적인 고전 

물리학 이념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 문학에 있 

어서는 보들레르에서 시작된 상징주의, 말라르메 

(S. MallarnW)의 탐미주의, 베르레느(P. Verl

aine), 랭보(A. Rimbaud) 둥의 상징주의 운동이 

전개되어 회화에 있어서의 인상주의와 상통함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중요한 철학사조는 과학이 

나 기술이 인간의 진보에 전적으로 유용하다는 

신념을 가졌던 실존주의와 생철학, 관념철학 둥 

이다. 특히 베르그송 (Henri Bergson) 의 직관을 

통한 정신적이며 창조적인 사고에의 추구나 끊임 

없이 변화하면서 운동하는 생철학의 제안은 당시

1) 차하순, 서양사총론, P.486.

2) 유제순, 미래주의 조형이념과 그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16.

3) 양취경, 20세기초 예술의상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66.

4) 양숙희, 유럽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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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미래주의 회화에 

있어서 상징주의는 회화이념에 따르는 꿈과 구상 

의 산물이며, 이중의 이미지를 갖는 상징, 현실세 

계의 신비화 • 이상화 둥으로 관습적인 자연표상 

의 해체로서 미래주의자들의 부정적 이념과 일치 

한다.5)미래주의가 근대 디자인 이론발전에 하나 

의 전환점이 된 것은 형태나 기술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측면 때문이다. 그 

리고 미래주의 운동은 적대적인 비평가들에 의해 

이 름 붙여진 야수파나 입체파와는 다르게 스스로 

그 자신의 명칭을 선택했으며 문학적 형태로 자 

신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운동이 

었다 6).

미래주의의 새로운 이념적 방향은 마리네티 

(Fillippo Tommaso Marinetti, 1876~1944)에 

서부터 시작된다. 마리네티는 1909년 2월 20일 

파리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미래주 

의 선언］이라는 글을 실었다(그림 1). 이 선언에 

서 미래주의 미술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고, 전통적인 사고를 거부하여 '폭음을 내고 달 

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속도의 미'와 같은 것을 

찬양하였다. 선언문은 모두 11개 문장으로 첫번 

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은 위험, 에너지, 대담함, 

등을 찬미 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장은 휴식, 황홀 

함 그리고 꿈을 고무시키는 문학과 대비시켜서 

운동과 활동을 추구하는 미 래주의의 열정을 언급 

하고 있다. 네번째 문장부터는 고요한 고전적 휴 

식의 명상보다 시끄럽게 움직이는 광경을 찬미하 

고, 자동차 운전의 역동적인 경험과 속도를 찬양 

하며, 사희의 청소부로서 전쟁을 찬양하고 있다. 

열번째 문장에서는 여성의 참정관을 통한 여권신 

장론이나 자유의회주의와 기회주의, 공리주의 부 

분이 후에 추가되었다. 열한번째 문장은 도시적 

이고 기계화된 미래주의의 생활환경을 신비화하 

고 있다. 여기서 기계주의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시 유럽의 독일작가들에 의해 

표현된 공학적이고 정적인 측면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1910년 2월 보치오니 (Umberto Bo- 

ccioni), 룻솔로(Luigi Russolo), 까라(Carlo Ca-

〈그림 1> Le Figaro(1909~1918), 

Pontus Hui ten, p.67.

rra), 발라(Giacomo Balia), 세베리니 (Gino 

Severini) 는 “미래주의 회화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후 4월에 "미래주의 회화기법 선언” 

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문에서 그들은 더 이상 

보편적인 다이나미즘을 거부하고 있으며 망막에 

서 맺히는 연속적인 이미지는 물체를 끊임없이 

겹쳐지게 하여 그들의 형태가 미친듯이 달리는 

빠른 진동처럼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발라 

(G.Balla)의 달리는 말은 4개의 다리가 아니라 

20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운동은 삼각 

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주의 회화는 인상 

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체계적이고도 독자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 신인 

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가 둥한시했던 화 

면의 움직임을 분할주의(Divisionisme)적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였다.明 또한 분석적인 큐비즘을 

도입하여 대상을 해체하는데 있어서 정지된 화면

5)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6) 김안례, 성완경 (역) "7%e C。，"，物 矿，材。der”Norbert Lyntoi必),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141.

7) 김정희, 미래주의 회화의 다이나미즘(Dynamism)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6,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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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동적인 화면을 나타내며, 동적인 운동 

감을 통해 대상과 환경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 

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대상과 배경이 상호 

침투되어 다이나믹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 

치오니는 '미래주의 조각 기법 선언' 에서도 '움직 

이는 사물은 상(像)이 불어나고 왜곡된다, 마치 

떨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상은 지나온 공간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현대 기계에의 사랑에 빠져있는 미래 

주의자들의 변화, 속도, 흥분, 동력을 좋아하는 

호전성을 보여주고 있다叫 미래주의는 과학과 고 

전주의의 거부, 미의 새로운 이상, 모든 재료의 

사용 과학과 기술에 의한 발전된 문화생활의 혁 

명적인 변화에 대한 주장 둥을 통해 20세기의 새 

로운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 미래주의의 특성

1) 미학적 특성

미래주의가 지향하는 근본적 미학은 베르그송 

(H. Bergson)의 반결정 론적 생 철 학에 기초를 두 

고 있다.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생철학의 기본개 

념은 직관, 지속, 변화, 운동, 기억, 시간, 생의 율 

동 둥으로 예술의 창조성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처 

럼 분석적이고 명료한 이성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창조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는 직관에 의한 것이라는 철학 

이념이다.m) 여기서 직관이란 공간속에 내재된 

다양한 차원의 환경 공간에 침투하여 동시 적으로 

표현된 사물을 투시, 인식하는 것으로 그 개념은 

미래주의의 기본이 된다. 또한 베르그송은 인간 

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으며 상태 자체가 본래 변 

화하는 것이며 과거에 지각한 것을 미래에 투영 

하는 것이 지속이라고 말한다. 즉 과거, 현재, 미 

래에 대한 결합의식이 기계적 결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지속이 란 기억을 매개로 부단히 변 

화하고 운동하는 의식상태가 질적 다양성을 가 

지고 전체로 융합되어지는 것이며, 의식과 의식 

사이에 기억의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지속은 당시 사 

진작가 쥴 에디 엔 말레 이 (Jules Etienne Maray) 

가 운동을 여러 가지 속도로 분할하여 촬영한 연 

속 촬영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특히 발라 

(G. Balia)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에 게 영향을 미 

쳤는데 그의 "가죽끈에 끌려가는 달리는 개의 다 

이나미즘” 이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손”은 순 

간적인 움직임을 촬영한 사진 기술로서 서로 다 

른 지점에서의 운동이라기 보다는 망막상에 잔존 

하는 영상을 지속적인 운동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베르그송과 함께 미 래주 

의에 나타난 예술론으로는 니이체의 초인적 자아 

에 대한 미학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니이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는 이제 초인이 살기를 바란 

다 ”고 표현하여 인식의 가치에 대항하는 삶의 

가치를 찬양했으며, 초인의 이상을 내세워 군국 

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기반을 세웠다. 이것은 

미래주의 선언의 기초가 되고 있는 위험, 속도, 

투쟁, 무정부주의, 아카데믹한 가치에의 경멸, 도

〈그림 2> G. Balia [Speeding Car], 1913.

P.H, p.78.

8) 박윤정, 프랑스 인상주의(Impressionism) 예술양식이 버슬의 조형성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 

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집, 제10권, 1995년.

9) Umbro Apollonio, Futurist Manifestos, Thames and Hudson, 1973, p.51.

10) 이용재, 이탈리아 미래주의가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3.

11) Jean, Clay, From Impressionism to Modern Art, N.Y.: Chart well Book Inc, 1978,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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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이고 기계적인 미래생활을 찬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발라가 달리는 자동차의 무서 

운 속도(speed)를 묘사한 작품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또한 미래주의자들은 자신의 세계 

를 형이상학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순수 

한 형태와 같은 회화적인 요소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주의 회화는 환경과 대상의 상호작용 

및 대상의 조형적 존재능력을 통해서 화가의 조 

형적 마음상태를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미래주의의 역동적 성격이 세계의 물리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모두 인정한 일종의 유물론적 형 

이상학(Materialist Metaphysics) 이라 할 수 있 

다. ⑵

2) 조형적 특성

마리네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주의자들의 기본 

이념은 기술에 의해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고, 

기계의 구상을 꿈꾸는 하나의 계층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주의에 있어서 기계 

는 역동성과 속도감을 조형화하는데 중요한 수단 

이 된다. 이러한 예술이념을 잘 표현한 미래주의 

작가로는 포르투나토 데페로 (Fortunato Depe- 

ro)가 있다. 그가 미래주의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전위성은 과거의 모든 표준과의 단절, 기계기술 

의 적극적 도입, 행동주의 그리고 새로운 사고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전의 예술과 구분된다. 

데페로는 당대의 뮤직흘에서 음악을 맡은 어릿광 

대에서 착상을 얻어 움직이는 따블로 오브제 즉, 

꼭두각시처럼 관절 마디로 이어진 춤추는 여인 

(Danseuse articul&)을 전시한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큼 요란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구조 

물로서 미래파의 키네틱한 국면의 최고의 해설자 

로 데페로를 평가하게 되었다. .는 동력 소음파 

(moto-bruitsme) 의 이론가로서 발라와 함께 조 

형적 의상(Costumes plastiques) 을 연구하였다 

13) (그림 3). 그의 조형적 발레(Ballet Plastiq- 

ues)는 1918년에 미래파 예술이 추구해온 시네티 

즘(Cinetisme)이 건축적으로 새롭게 시각화된

〈그림 3> F. Depero [Ballet Dancer for le 

du rossignol] 1916, P. H, p. 176.

무대 에 처음으로 응용되었다.

미래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동성 (Dyna

mism) 이다. 미래주의의 역동성은 크게 심리적 

역동성과 물리적 역동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 

적 역동성은 정치의 예술화 개념으로서, 마리네 

티의 선언문에도 잘 나타나듯이 세계를 전쟁이나 

군국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시 

스템과에 결부시켜 정치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변 

형시키는 것이다. 물리적 역동성은 기계기술의 

선언 개념으로서, 역동성의 대상으로 기계를 찬 

미하고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둥이 가지는 속도 

의 미를 통해서 기계를 예술의 영역으로 전환하 

였다. 그러한 속도의 미를 미래주의는 기계 형태 

의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기계가 지니는 상징적.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이나미즘 

으로써 힘의 선이 조각에서 유사하게 적용되어 

발전한 것이 역형(Force-Form)이다. 대표적인 

작가로 보치오니는 그의 작품 "공간 속에서 연속

12) 이용재, 전게서, p.10

13) 정진국역, 미래파, (서울: 열화당), 198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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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 Boccioni [Unique Form of 

Continuity in space], 

1913, P.H, p.133.

〈그림 5> Gino Severini

[The Blue Dancer], 

1912, P. H, p.228.

되는 하나의 형태” （그림 4）에서 인간의 역동적 

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역동 

적인 다이나미즘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형태의 

빛과 소리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보치오 

니는 형태의 경직도나 윤곽을 파괴하고 공간속에 

서 역동적인 연속성을 창조하며, 형태를 환경속 

에 융합시켜 신체 내부에서 발산되는 힘과 공간 

이 동시적 표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체의 

유동적인 형태는 공간에 자유로움을 주는 이 작 

품으로 다이나미즘 표현에 주력했던 그의 노력이 

정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힘과 선의 역형이야 

말로 미래주의 회화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다 

이나미즘은 제1기에 신인상파의 분할주의를 이 

용한 표현성이 강한 상징주의의 상태를 동시성에 

이입시켜 빛에 의한 분할주의 이론을 새로운 색 

채처리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제2기에는 입체파 

가 도입됨으로 새로운 표현 형태인 동시성（同時 

性）이 등장하게 된다.心 동시성은 입체파의 정적 

화면에 부상되어 활발한 활기를 뛰며 서로 다른 

시점의 상（像）들이 같은 화면에 반복되어 모든 

상이 해체되고 구축되어 입체파의 화면 분할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 인 예로 Gino Severini 

의 "푸른옷을 입은 무희” （그림 5）를 들 수 있는 

데, 이 그림에서는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면분할 

을 통해 공간의 다이나미즘을 느낄 수 있으며 강 

한 색채의 사용으로 변화무쌍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비정형성은 미래주의의 역사적 관점이며, 

전위적 이념의 특성이다. 이러한 표현은 반문화 

성 또는 반전통성과 같은 부정성을 의미한다. 미 

래주의는 예술의 생산 방식 및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일정한 규범적 틀로 보기를 거부했다. 마 

리네티가 문학에서 시도한 자유시의 도입이나 회 

화에서 고전주의적인 투시도법의 해체나 과거의 

모든 표준을 거부하고 모든 새로운 재료와 과학

14） 동시성 : 여기서 동시성이란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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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용한 것 둥은 미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반전 

통미는 입체파와 결합되어 화면이 동적으로 결합 

되고 동시적으로 얻은 반복적인 상은 해체시켰 

다. 이로써 미 래 파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여 더 

욱 반전통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입체파의 정적인 

대상 즉 인물, 정물, 풍경 등에 속력을 부여하여 

강력한 힘과 증가된 속도의 미를 표현하였다.⑸ 

미래주의는 입체파와 더불어 추상화를 향한 예술 

적 운동이다. 입체파가 조형예술에 한정되어 공 

간의 본질을 탐구한 반면, 미래주의는 정치에서 

시, 전쟁에 이르기 까지 인간사 전반에 걸쳐 움직 

임과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미래파 

는 이후 다다 및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형 예술 분야에서는 키네틱 아트나 옵아트 둥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⑹

in. 복식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1. 미래주의 의상의 형성

미 래주의의 회화나 조각 및 예술작품들은 현대 

기계 문명의 속성인 에너지나 운동 그리고 속도 

가 현대인의 의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속도는 시간에 대한새 

로운 개념을 정의해 주는데, 이것은 시간의 직선 

적인 연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속도나 연속 

성 그리고 역동성, 동시성이 회화나 조각에서 표 

현된 개념이라면 복식은 이러한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즉 새로운 재료(texture)를 사용하고 대각선과 

타원과 같은 곡선을 사용하여 장식을 거부한 새 

로운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르날도 키 

나(Arnaldo Cinna)와 부르노 코라(Bruno Co- 

rra)는 그 당시 자격이 없는 공장주들이 색상과 

선의 조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끔찍한 의상을 보 

여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각양각색의 의상 

들로 생동감을 느끼게 할 미래의 색채들을 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14년 5월20일 발라 

(Giacomo Balia)는 최초의 미래주의 패션 선언 

서인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을 발표하였다.⑺ 

이태리어로 된 이 선언문은 이보다 앞선 1913년 

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의 

상은 "근육질적인 삶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전 

통에 대한 애착으로 남아있는 무거운 소재와 색 

이 바랜 중간색은 퇴폐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되어 있다. 발라는 

이렇게 전통적인 의상은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 

하듯이 지난날의 우울함만을 가져다 줄 뿐이므로 

이런 옷은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느껴지는 

경직되고 무거운 상복이나 빛 바랜 부드러운 색 

이나 어두운 중간색상 그리고 전통적 인 줄무늬나 

바둑무늬 또는 점무늬 소제를 제한해야 하며, 또 

한 의복의 디자인 면에서는 고상한 형태의 대칭 

된 재단으로 근육을 피곤하고 약하게 만드는 선 

들을 없애고, 불필요한 단추나 빳빳하게 풀을 먹 

인 칼라와 소매 커프스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다18) 대신 미래주의 의상은 첫째, 다이나믹한 특 

성으로 삼각형, 원추형, 타원형, 나선형 둥의 다 

양한 문양과 색상을 이용한다. 둘째, 비대칭성으 

로 소맷단이나 자켓 앞단을 오른쪽은 둥글게 하 

고 왼쪽은 각이 지게 만들어 비대칭적으로 디자 

인하여야 하며 이것은 짧은 자켓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셋째는, 몸을 경쾌하고 빠르고 생동감있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을 중시한다. 넷째는,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꼭 필요한 단추만 달아서 단순 

하고 편리하도록 한다. 다섯째는, 위생성으로 몸 

의 조이는 부분 즉 허리띠를 모두 없애고 모든 세 

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는, 색채 

의 다양성으로 무지개 빛의 다양한 색상과 소재 

를 사용하여 다양함을 나타낸다. 일곱째는, 인광 

을 발하는 광택소재를 사용하여 재질의 새로운 

다양성을 나타낸다. 여덟째는, 힘있고 공격적이 

며 지배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강한 의지력을 보 

여준다. 아홉째는, 날아갈 듯 하고 통풍이 잘 되 

는 소재를 사용한다. 열번째는, 짧은 내구성으로

15) 성완경, 김안례역, Niko Srangos, 현대미술의 개념,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p.152.

16)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 91.

17) Umbro Apollonio, Futurist Manifestos, Thames and Hudson, 1973, p.132.

18) Umbro Apollonio, op. cit.,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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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몸안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한다. 마지 

막 열한번째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악세서리나 각 

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의상을 착용 

자의 의도에 따라 달리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을 한다. 즉 자신의 기분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 

도록 때로는 강제적일 수도 있으며, 외교적일 수 

도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발라의 주장이었다.戚 자 

신의 의상에 색상과 형태의 변화를 주려하였던 

발라는 미래주의의 취지대로 활력적이고 다이나 

믹한 예술작품을 만드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2。)또 

한 볼트(Volt)는 1920년 "숙녀복을 위한 미래주 

의 선언”에서 위대한 시인 또는 위대한 화가 한 

사람이 모든 숙녀복 전문점의 최고직에 올라야 

한다” 고 단언했다.幻)여성복에 있어서는 그 변화 

의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전통에 대항한 새 

로운 변혁을 예고하였다.

2. 20세기 미래주의(Futurism) 작가의 의상 

디자인

1) 자코모 발라(Giacomo BaUa)
발라는 의상을 디자인한 최초의 미래주의 화가 

이다. 미래주의에 입각하여 우주에 새로운 형태 

를 부여하고자 했던 미래주의자들의 야심찬 계획 

속에서 의상을 빼놓을 수 없었고 그 선두주자가 

자코모 발라(G. Balia)였던 것이다. 발라는 1871 

년 7월 18일 토리노(Torino)에서 태어났으며 

1958년 87세로 사망하였다. 그는 1910년 보치오 

니, 카라, 룻솔로 등과 미래주의 선언을 하였고 

카라, 룻솔로가 역동적인 의식의 지속을 주장한 

것과 달리, 독립적이고 실험적 이었다. 추상적이 

고 서정적인 발라는 사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 

으며 고속도의 사진이나 광력학에 계시된 분석적 

인 방법으로 운동의 반복적 해체를 실현하였다. 

1914~15년에는 추상조각에 심취하였고 1912년

〈그림 6> G. Balia [Screen (with) speed 

lines] 1917, P.H, p. 23.

부터 30년까지는 장식적 인 모티브로 가구와 미 래 

주의 의상을 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16년 

에 제작한 장막(Screen) (그림 6)과 1918년에 제 

작한 의자와 작은 테 이블(Chair & Small table) 

그리고 부엌을 위한 선반(cupboard for a Dining 

-Room)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 

대칭적인 구성과 추상적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22)발라의 디자인 감각은 곧 의상으로 연결되었 

고 그의 추상적 역동성은 신사복 디자인의 표본 

이 되었다. 자신의 의상에 색상과 형태의 변화를 

주려 했던 발라는 미래파의 취지대로 활력적인 

예술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이것은 착용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상 

을 만들었다. 특히 남성복은 비대칭적이며 역동 

성을 주는 형태의 재창조라 할 수 있는더］, 절단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의상에서 가변적인 비대칭 

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7〉의 두 그림은 1914년

19) 양취경, 전게서, pp.91-93.

20) Umbro Apollonio, op. cit., p. 133.

21) Volt, Manifesto delle moda femminile futurista, p.120.

22) Pontus Hulten, Futurism & Futurisms, Thames and Hudson, pp.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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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 Balia [Futurist Clothing study] 1914, 

[Fabric design], 1913, p. 325.

발라가 디자인한 미래주의 의상인데 여기에서는 

좌, 우 자켓의 비대칭성과 문양과 색상에서 강한 

대조를 볼 수 있다. 자켓이 중복되는 곳에 지그재 

그 모양의 다이나믹한 단절을 보여줌으로써 주요 

한 비대칭의 요소를 창출해 내고 있다. 바지는 원 

통형으로 끝단이 없이 흘러내리는 형태인데 직물 

소재의 역학적 문양으로 속도감과 다이나미즘이 

잘 나타나 있다. 발라의 의상에서는 미래주의자 

들의 기반인 힘에 관한 개념들이 그의 예술의상 

에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힘과 역동성의 기준치로 

둥장하고 있는더）, 이러한 역동성은 발라가 디자 

인한 조끼 （waist coat）（그림 8）나 남성 의상 （그 

림 9）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색상과 구성을 따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끼는 모직에 자수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외형적인 형태에서 뿐만 아 

니라 강한 원색의 대조와 그리고 역동적인 문양 

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전형을 느낄 수 있으며, 남 

성복은 노랑색과 푸른색 그리고 지그재그선의 강 

렬한 역동성으로 전통의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발라의 의상은 색의 완전한 재창 

조로 모든 어두운 색과 19세기적인 중간색과 중 

간톤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과 색의 재창조는 자연히 직물디자인의 발전을

〈그림 8> G. Balia [Waist Coat] p. 325

가져다 주었다. 절단을 강조하는 그의 의상 디자 

인에서 처럼 사선의 비대칭적인 사용 （그림 9）은 

가변성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는 사람의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고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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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 Balia [Man's Clothing], 

1918, p. 324.

의 실용성과 기능성 또한 강하게 보여주었다. 발 

라가 디자인한 여성 의상 （그림 10）은 라운드 네

크라인으로 허리에 벨트를 맨 원피스 형태인데 

푸른색과 검정색 그리고 횐색이 경쾌한 분위기를 

주는 가운데 변화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유동 

적인 신체에 표현된 그의 기계적인 속도감은 발 

라가 디자인한 이 미래주의 의상 （그림 17）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디자인된 자켓에서도 잘 나타나

〈그림 10> G. Balia [Woman's clothing],

1929, p. 324. 〈그림 12> G. Balia [Jacket]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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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 Balia [Jacket] p. 324.

〈그림 15> G. Balia [Jacket] p. 325.

있다.〈그림 11〉의 자켓 디자인은 네크라인의 형 

태와 직물의 문양에서 기계적인 건축의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그림 12〉는 높은 스탠드 칼라와 

커프스를 지닌 디자인에서 3차원적인 다이나믹

한 선을 사용하여 기존의 단순했던 의상디자인에 

서 강한 동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그림 13〉 

은 네크라인과 커프스 그리고 단 부분에 쓰인 푸 

른색과 몸판의 노랑색이 서로 보색의 대비를 이 

〈그림 14> G. Balia [Jacket] p. 325.
G.Balla [Jacket] p. 325.〈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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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으며 직물 문양 역시 직선과 곡선으로 서 

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통적인 문양 

과는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준다〈그림 14〉는 흰 

색과 검정색 그리고 회색의 서로 다른 선들이 유 

기적인 다이나미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 

래주의의 기계적인 조형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그림 15, 16〉은 발라가 디자인한 조끼인 

더】, 이것은 그가 당시 남성의상인 질레(Gilet)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15〉에 나 

타난 조끼는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원색의 문양이 지그재그의 역동적인 추상형을 이 

루고 있다. 또한 노랑색과 붉은색에서 느껴지는 

강한 원색의 화면분할은 입체파와 결합된 미래주 

의적 경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그림 16〉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조끼형태로 목둘레 

의 수직선적인 디자인이 다이나믹한 면을 잘 나 

타내준다. 특히 목둘레와 진동둘레에 둘러져 있 

는 선이 조끼의 앞에 수직으로 겹쳐지는 부분에 

서는 한쪽에만 둘러져 있음으로 해서 전통적인 

규범의 틀을 무시한 디자인으로 미래주의자들의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었던 디자인 취지와 일 

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그림 17〉은 유기적인 

선의 디자인이 조형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발라가 디자인한 수영복 (그림 18)에서는 미

〈그림 17> G. Balia [Jacket] p. 325.

〈그림 18> G. Balia ［수영복］ p. 325.

래파가 입체파와 결합하여 보여준 화면의 분할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어두운 색상과 기하 

학적인 형태의 단순함으로 이후 발라는 의상뿐만 

아니라 넥타이, 모자, 악세서리, 직물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의 디자인 

은 날카로운 수직선의 다이나미즘과 조형적 요소 

가 결합된 환상적 이미지로 이후 여러 의상디자 

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하게 된다.

2) 포르투나토 데페로(Fortunato Depero)
데 페로는 1892년 3월 30 일 트 렌토 (Trient) 지방 

의 폰도(Fondo)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회 

화, 조각, 그림 에 대한 고뇌와 사회주의 리 얼리즘 

과 상징주의에 접근했고 극적이며 상징적인 그의 

표현방식은 다른 미래주의 작가들과 구분된다. 

특히 자코모 발라가 그에게 많은 후원을 하였다. 

발라와 데페로는 1915년부터 디아길레프가 이끄 

는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데페 

로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극 '꾀꼬리의 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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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F. Depero [Costume for 

Mimismagia] 1916, p. 176.

서 무대장치와 무대의상을 연출하면서 적극적으 

로 의상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데페로 

는 무대의상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거의 의상을 

디자인하지 않았다. 그의 의상에 드러난 역동적 

이고 기계적인 이미지의 정형화는 그의 회화에서 

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그의 회화작품은 

모던의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좀 더 일상 

적인 모던 남성복과 여성복의 다른 이미지가 20 

년대 후반 미래주의 남성복을 위한 데페로의 사 

상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데페로가 디자인한 

대표적인 무대의상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의 상 

으로 여기에서는 넓은 공간 전체에 조형주의와 

기하학화된 색채가 지닌 강렬한 조형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그림 3）. 무대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15년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1916년 5월에 열린 

그의 개인전에서는 “조형적인 복합체들”, "자유 

시 테이블”을 제목으로 한 회화작품과 미미스마 

지 아 발레단（Mimismagia） 의 “조형 적 무대 의상” 

을 전시하였다（그림. 19, 20, 21）. 이것은 곧 변화 

가 다양한 조형적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손짓 

과 묘기스러운 춤에 의해 표현된 감동이라고

〈그림 21 > F. Depero [Costume for 

Mimismagia] 1916,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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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여졌는데, 실제로 이 무대에 등장한 의상들 

은 조형적인 다이나미즘의 화려 함으로 묘사되어 

졌다. 즉 가벼우면서도 여러 가지 색상의 반투명 

한 직물로 만들어졌고 또 추상적인 조형물인 발 

레리나의 손발을 가는 철사뼈대로 만둘어 연결하 

여 움직임이 있는 변화를 주고, 여기에 서로 다른 

색상의 작은 빛들을 비추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변화무쌍한 의상을 창조하였다.23, 24) 1917년 데 

페로는 캉길로(Cangiullo)의 "동물원 분위기의 

정원”에서 동화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 

태의 무대의상을 창조한다. 즉, 동물형상을 그대 

로 본 떠 조형적인 형태와 색상을 이용한 무용수 

들을 디자인 하였다.25)데페로는 이것을 “인간이 

라는 기본 요소를 탈피하여 내가 좋아하고 살아 

있는 구조물을 통해 최고의 의지와 자유를 얻으 

려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해서 세계를 연극적인 

조형으로 재건축하고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 

어졌으며, 인상파에 대한 반항으로 평면적이고 

단순하며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스타일이 완성 

된다(그림 22). 그의 조형적인 무용작품은 길벳 

클라벨(Gilbet Clavel)과 공동으로 이루어졌는 

데 이것은 1차원적이고 분명한 형과 기하학적으 

로 구부러진 곡선 그리고 볼 수 없는 미묘한 율동 

감 그리고 거대한 꽃모양의 장식둥으로 기계적인 23 24 25 26

23) Stern Rudu, Gegen den st rich, lausanne： Benteli, 1992, p.132.

24) Erico Crispolti, Il Fuiurismo e la moda. Millano, Marsilo, 1998, p. 132.

25) Erico Crispolti, op. cit., p.160.

26) 아쌍블라쥬(Assemblage) : 수집하는 것 또는 집합이나 조합 둥을 의미하는데, 미술에서는 2차원이나 3차 

원을 막론하고 기성제품을 수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엄격한 의미의 콜라쥬와는 구별된다.

〈그림 22> F. Depero [Three puppets from 

the Plastic Theatre] 1918, p,178.

〈그림 23> F. Depero [Waist Coat] 

1924, p. 325.

미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20년대 후 

반 미래주의 남성복을 위한 데페로의 사상은 좀 

더 뚜렷해지는데 그의 모던한 관심은 남성복 조 

끼 디자인으로 연결된다. 1924년에 디자인한 웨 

이스트코트(Waistcoat)(그림 23)는 로베르타나 

(Rovertana) 에서 소개 된 그의 몇 안되는 조끼 의 

하나로 여기서 그는 아쌍블라쥬26)기법을 사용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기하하적 인 문양올 디자인 

하였다. 데페로는 추상적 리듬을 받아들여 디자 

인의 화려한 색채와 두드러진 형태를 강조함으로 

써 자기 회화의 동화적이면서 생기 넘치는 상상 

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과 상징적인 표현방식은 당시 다른 미래주의 작 

가들과도 구별되고 입체와 환경, 동작, 기계주의 

적인 다이나미즘 등을 조화시킨 예술가였다.

3) 툴리오 크랄리(Tullio Cr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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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랄리는 1910년 달마찌아(Dalmazia)의 이갈 

로(Igalo)에서 태어났다. 그는 특히 발라와 보치 

오니 그리고 프람폴리니의 작품에 심취하였으며 

1928년 고르찌아의 비행기 활주로를 자주 방문하 

면서 비행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는 1931 

년부터 미래주의 전시회에 참가하였고 무대장치 

와 소묘 그리고 건축설계 및 무대의상을 창작하 

였다. 특히 그는 30년대에 발라의 뒤를 이어 미래 

주의 의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32년에 그가 내놓은 "종합의상”이 

다.27) 이것은 아주 짧은 미래파 자켓과 셔츠 그리 

고 바지가 한벌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켓은 왼쪽 

옆구리에 작은 단을 대었고 그 뒤에는 연필을 꽂 

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잘 감춰져 있다. 자켓은 아 

주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조되 

는 단을 붙였다. 크랄리는 주로 자신을 위한 디자 

인을 했는데 이것은 한가지 색으로 된 자켓으로 

단이없고 크롬을 입힌 도금 단추 하나만 달았다. 

이러한 자켓은 발라가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에 

서 주장한 네 번째 조항인 편리성으로 입고 벗기 

에 편리하도록 꼭 필요한 단추만 달아서 단순하 

고 편리한 기능성을 강조한 것과 상통한다. 자켓 

에 어울리는 셔츠는 단추가 없고 커프스 단추 하 

나로 칼라를 잠그게 되어 있는데 이 칼라에는 넥 

타이를 매기에는 적당치 않다. 특히 30년대 초반 

에 고안한 미래주의 셔츠는 앞트임이 없이 깃의 

모양이 아주 자유분방하며 목둘레가 높고 쌍단주 

에 의해 유지되는데 이는 아주 단순한 라인으로 

실용성이 크다.28)크랄리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은 아주 활기차고 경쾌한 것으로 여러 상황에 따 

라 의상과 악세서리에 많은 변화를 주어 조형적 

이며 환상적인 분위기에서부터 스포티한 이미지 

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여성복일 

러 스트레 이션은 목둘레 가 아주 넓고 다리까지 감 

싸는 형태로 색상의 변화가 주된 기법이었으며 

역동적인 기교가 보인다. 여기에 나타난 선들은 

의상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대신 다양한 색의 변 

화를 통해 옷을 더욱 동적인 다이나미즘을 표현 

하였다.

4) 에르네스트 싸이아트Erenesto Thayate)
싸이아트는 1893년 8월21일 피렌체에서 태어 

났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다. 초기에는 피렌체의 브로기 

전시장에서 "Cheak”라는 추상 디자인 시리즈를 

내놓아 화제를 일으켰으며 이즈음부터 미래주의 

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惭 파리에 와서 

는 란쏜(Ranson)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으며 프 

랑스에서는 마들린느 비오네를 위해 여성의복을 

디자인 하였다. 1919년 피렌체로 돌아와 "over- 

all-Tuta”를 발표했다.27 28 29 30 31)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작업복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하고 기능적 

인 모던풍 의상으로 한가지 색으로된 봄옷이었 

다. 이 의상은 한폭의 천으로 되어 있으며 허리에 

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었다. 이옷은 셔츠를 입지 

않고도 정장을 입을 수 있으며 크고 실용적인 주 

머니가 여러개 달려 있었다. 그는 모던 의상이 갖 

추어야할 단순화와 기능성을 적절히 조화시킴으 

로써 1926년 아주 단순한 라인으로만 구성된 자 

켓과 바지가 합쳐진 오버롤 형태의 옷을 디자인 

하여 스타가 되었다. 1921년에는 비오네하우스에 

서 일하였고, 1923년 몬자에서 열렸던 제1회 국 

제장식 예술 전시회에서 가구를 전시하였다. 그 

후 얼마동안의 연구를 거쳐 베르그송, 마리네티, 

보치오니들과 1927년 몬자의 저】3회 국제 응용예 

술 전시회에서 가구와 실내장식품들을 전시하였 

다. 그가 마리네티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1929년 

부터는 “33인의 미래파들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 

었다. 그 후 많은 미래주의 전시회에 참여하였고 

1959년 5월 싼타 피 에트로 날에 사망하였다.3D

27) Stern Rudu, Gegen den st rich, lausanne： Benteli, 1992, p.110.

28) 양취경, 전게서, p. 112.

29) 양취경, 전게서, p.112,

30) Erico Crispolti, op. cit., p.216.

31) Erico Crispolti, op. cit., p. 160.

3.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20세기 이탈리아 미래주의는 예술분야에서 좀 

더 새롭고 대담한 표현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창의적인 표현양식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인상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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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Hanae Mori 97'

A/W Mode et Mode

< 그림 25> Gianni Versace 97' 

A/W Mode et Mode

점묘파의 분할주의적 기법둥 새로운 추상표현기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미래주의 의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발라와 데페로는 기존의 아카 

데믹한 예술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상디자인을 

주장하였는데 그 특징은 첫째 의복 디자인상의 

역동성 (Dynamism)이라 할 수 있다. 즉 미래주 

의자들은 정적인 개념이 제거된 동적인 다이나미 

즘올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직물 문양에 나타난 

역동적 이미지나, 추상적이고도 비대칭적인 특징 

의 밝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한 도시의 미래지향 

적 이미지를 추구한 것이다(그림 10). 이러한 경 

향은 현대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재료 

를 상징적으로 이용한 ••조형 역동주의”로 표현되 

고 있다. Balia의 의상에 나타난 경쾌한 색채와 

역동주의의 상징적 문양은 하나에 모리 (Ha址e 

Morie)의 작품(그림 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가 디 

자인한 이브닝 드레스 (그림 25)는 미래주의 의 

복이 추구하였던 역동적인 움직임을 색채와 문양 

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의상디자인에 있어서 

도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직물의 문 

양에서도 역동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형태가 동적 

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면의 흐름과 색채의 흐름에 접합되어진 유동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는 전위적인 Modern감각 

과 Classic 이 융합되어 나타난 Neo-Modernism 

의 한 양상으로 역동적인 다이나미즘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미래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자코모 

발라(G. Balia)의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비대칭 

성을 들 수 있다. 발라는 자신이 디자인한 조끼 

(그림 16) 디자인에 나타난 형태와 문양에서 비 

대칭적인 조형성을 보여주었다 즉 단추가 없이 

한쪽으로 여미게 되어 있는 형태와 좌우의 비대 

칭적인 삼각형 문양은 현대의상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1990년 메뉴엘 피나(Ma

nuel Pina)는 삼각형의 불규칙한 입체형태를 배 

열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그림 26) 기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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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Manuel Pina 90-91

A/W Collection.

〈그림 27> Fendi 90-91 A/W Collection.

인 형태로 표현된 비대칭적 구성방법은 의상의 

형태와 구조, 색채를 통해 새로운 실루엣의 비대 

칭적 미래패션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발라 

의 남성복 디자인에서 칼라, 햄라인, 대각선 구조 

의 절개선 등에서 비대칭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색채면에서는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의 원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1990년에 제작된 

Fendi의 작품 (그림 27)에서 원과 반구, 스트라 

이프 등 기하학적인 입체를 배열하여 비대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횐색, 검정, 빨강 둥 

대담한 색상으로 중간색올 배제한 것은 발라가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조형성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의상 

이 인체와 움직임 그리고 2차원적인 직물을 매개 

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질서있게 표현한 시각적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특 

히 포르투나토 데페로(F. Depero)는 동력소음파 

의 이론가로서 발라와 함께 조형적 의상(Costu

mes Plastiques)을 연구하였는데 그의 의상은 

미래주의의 키네틱한 면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 

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의상은 그 표현욕구의 

다양화로 이러한 키네틱 아트의 특성인 동적효과 

와 공간감을 주요 요소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그림 28〉에 나타난 의상은 파코라반이 디자인한 

현대의상 디자인인데 이것은 그의 작품에서 키네 

틱 아트의 표현방법중 대기의 움직임과 그 자체 

의 역학적 특성을 복식조형에 이용한 것으로 의 

상에 장식된 화려함과 새로운 구조적 형태를 표 

현하여 리드미컬하고 동적인 4차원적 공간감을 

나타낸 새로운 형태의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네번째는 미래주의가 조화와 비례 통일과 같은 

기존의 미의 개념을 부정하고 기계적인 속도의 

메카니즘을 찬양한 기계미에 있다. 즉 새로운 기 

계적인 역동성을 모더니즘의 기원이라고 파악하 

고 후에 이것은 라리오노프(Michal Larionov)나 

곤챠로바(Nathalie Gontcharova) 의 광선주의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는 우주개 발이나 정 보과학의 진보에 호응하는 테 

크놀로지 아트 의상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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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aco rabanne 97'

A/W Mode et Mode.

〈그림 29> Paco rabanne 97'

A/W Mode et Mode.

도 메탈을 이용하여 바늘로 직물을 꿰매는 대신 

용접을 하여 만들어진 로보틱스 웨어가 도입된 

것과 일치한다. 오늘날 파코라반이 디자인한 이 

브닝 드레스 (그림 29)는 이러한 미래주의에 기 

계적인 메카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메탈을 

사용하여 기존의 의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정교 

한 장식과 세련된 형태로 새로운 기계적 역동성 

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는 미래주의자들이 이 

전의 전통적인 숭고함이나 이상적인 미를 즐기고 

준엄하고 거룩한 복식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 

운 현실에 맞는 의복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반전 

통성에 그 특징이 있다32). 이것은 20세기초 발라 

7}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에서 전통적인 의상은 

지나간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지난날의 우 

울함만을 가져다 줄 뿐이므로 이런 옷은 과 

감히 벗어던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느껴지는 경직되고 무거운 상복이 

나 전통적 인 줄무늬나 바둑무늬 소제를 제 한해야 

만 하며, 고상한 형태의 대칭된 재단으로 근육을 

피곤하고 약하게 만드는 선들을 없애고, 불필요 

한 단추나 빳빳하게 풀을 먹 인 칼라와 소매 커프 

스를 없애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32 33 34〉. 그런데 이 

러한 특징은 현대의상에서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 

에 맞추어 구성하던 기존의 패션에 대한 고정관 

념을 버리고, 몸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내면세계 

에 따라 의복형태를 결정하려 한 것과 일치한다 

34). 즉 의상의 해체와 분열을 통해 전혀 다른 새 

로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내의의 겉옷화, 

，겉으로 나타나는 솔기의 처리, 서로 상반된 소재 

의 조화와 분위기를 이용하여 생동감있고 창의 력 

32) Umbro Apollonio, op. cit., pp. 131—132.

33) 양취경, 전게서, P.94.
34)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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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부한 의상을 디자인 하려는 것과 일치한다.

IV. 요약 및 결론

20세기초 이탈리아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봉 

건적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이행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구조는 대대 

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즉 당시 귀족과 사회 

규범이 철저하게 변화되었으며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회구조를 파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욕구가 증 

폭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 이탈리아 

에서 태동한 미래주의 예술양식은 동시대 예술양 

식과 함께 의상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 미래 

주의의 새로운 이념적 방향은 마리네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09년 미래주의 선언을 기점으로 

많은 선언문들이 발표된다. 미래주의는 미의 새 

로운 가치와 문화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주장함 

으로써 새로운 이상의 목표가 되었다. 미래주의 

의 미학적 특징은 베르그송의 반결정른적 생철학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부단히 변화하면 

서 융합되어지는 의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또한 

니이체의 예술론을 통해 위험, 속도, 도시적이고 

기계적인 미래생활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미 

래주의의 역동성과 속도감은 단순히 역동적인 다 

이나미즘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형태의 빛과 소 

리까지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성과 

같은 전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반문화성이나 반 

전통성과 같은 부정성을 창조의 근원으로 본 것 

이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경향은 의상에도 잘 나 

타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자코모 발라이 

다 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기 

존의 전통에 반대하여 새로운 규범의 의상을 창 

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현대 의상 디자인의 기반 

이 되었다. 발라가 주장한 미래주의 의상은 역동 

성과 비대칭성 그리고 편리성, 위생성, 색채의 다 

양성과 변화의 가능성 등으로 의상의 새로운 장 

을 열었다. 발라와 함께 데페로도 많은 무대 의상 

을 창작하였는데 그의 의상은 주로 스트라빈스키 

의 발레 의상에 집중되어 있다. 크랄리와 싸이아 

트는 제2세대 미래주의 예술가였는데 크랄리는 

상황에 따른 의상의 다양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 

여주었으며, 싸이아트는 기능적인 의복인 오버롤 

을 발표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상과 같 

은 미래주의적 경향은 현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디자인상의 역동성(Dynamism), 

둘째, 비대칭성, 셋째, 조형성, 넷째, 기겨】미(Te

chnology), 다섯째, 반전통성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역동성은 현대의상에서 직물과 문양 그리고 

의복 형태상에 추상적인 형태가 동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대칭성은 의상의 형태, 크 

기, 모양, 구조 둥을 통해 기하학적인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현대 의상디자 

이너 메뉴엘 피나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조형 

성은 현대 의상이 인체와 움직임 그리고 2차원적 

직물을 이용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조 

형 예술이라는 점에서 파코라반이 디자인한 현대 

의상디자인과 상통한다. 즉 그의 작품에서 키네 

틱 아트의 표현방법중 대기의 움직임과 그 자체 

의 역학적 특성을 장식된 화려함과 새로운 구조 

적 형태를 통해 리드미컬하고 동적인 4차원적 공 

간감을 나타낸 새로운 형태의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기계미는 우주개발이나 정보과학의 급속한 발 

전으로 둥장한 테크놀로지 아트와 새로운 의상재 

료로 등장한 메 탈을 이용하여 기존의 의상이 미지 

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계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전통성은 현대의상이 이전의 

전통적인 숭고함이나 이상적인 미(美)보다는 상 

황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로운 가치 에 기 반을 둔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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