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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better look at the background of Formalism art in the cultural society 
and to examine the aesthetic value of the formative arts of Formalism architecture that are all basically founded 
upon the study of Formalism. Secondly, it analyzes the aesthetic value of Formalism Art to Wear, Which can be 
explained as a mixture of art and fashion, by investigate to the features of art histo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malism Art to Wear of Simultaneity does not represent continuance but simultaneous. In other words, 

inside the same time and place of dimension, events are visualized without transformation. Secondly, Formalism 
Art to Wear of Geometrical Aesthetics deals with a purely genuine atmosphere that pursues absolute perfection, 
composed abstract of geometrical shapes. Thirdly, Formalism Art to Wear of Deformation breaks away from 
balance and symmetry showing extreme transformation and new vitality. Fourthly, Formalism Art to Wear of Space 
Extension experiments with post-corporeality. Post-corporeality centers the human body extension that is open to 
various boundaries of implosion and electronic techn이。음ics, providing us with a new Cyborg of the digital body.

Key words : art to wear■（예술의싱）, deformation（형태파괴）、geometrical aesth이ics（기하미 학）, simultaneity（ 
성）, space extension（공간확장.

I. 서 론

20세기 초 형식주의는 이전까지 모방론에 의해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오며 외부세계에 대한 재현으 

로 이해되어 온 예술을 외부세계로부터 독립한 자율 

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예술에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형식주의 예술론은 

프랑스의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발전과 관련 

하여 시작되었으며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에서 

형태가 용해됨으로써 결핍되었던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형식주의는 하나의 체계 

적인 미학으로 출발되었다기 보다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립된 이후에 비로소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그 당시 형식주의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경험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으 

며 주관적 경험의 깊이와 의미는 내용이 아니라 형 

식의 질에 있다고 보았다. 즉, 예술에 있어서 형식주 

의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다른 특성들보다도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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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부여하는 입장으로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주의 

예술론은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는데. 

아리스토델레스는 예술이 형식의 창조이며 사물을 

子성하는 것으로서 예술은 정신과 물질에 형식을 부 

여하며 예술작품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형식 뿐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예술의 한 부 

분이 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으며 현대에는 예 

술의 본질이 형식 그 자체의 순수성에 내재한다고 

보고 현대 예술의 모든 형식들은 표현의 해방으로부 

터 표출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해방된 표현은 실체성을 지니며 형식과는 

대 립하는 낭만주의적 표현에 저항한다. 따라서 미학 

은 어떤 강력한 형식 개념을 추구하는 한 미 특유의 

요인을 단지 형식에서 찾게 되었으며, 형식의 변화 

른 미적 주체의 반응 방식상의 변화로서 파악하였다. 

이는 예술에 대한 예술 이전 적인 견해와는 달리 정 

당성을 지니며 예술에서의 살아있는 형식은 생명적 

신재의 관념을 전달하는 상징적 형식으로서, 그 정 

시적 함의는 형식 그 자체에 속해 있지 그 형식이 재 

현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사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 

니다. 이러한 형식주의 예술의 미학적인 특성은 현 

대 섬유예술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며 예술의 새로 

운 경험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 

해방과 자유로운 표출의 시도로 부조적이며 입체적 

인 3차원적 표현의 조형적인 형태들은 전위적인 예 

술형태의 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형식주의 예술론을 바탕 

으로 형식주의 예술의 형성배경과 미적 • 철학적 논 

의를 살펴보며 형식주의 건축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 

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 

슌사적 고찰을 통해 패 션과 아트와의 만남으로 이해 

될 수 있는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적 가치를 동시 

성, 기하 미학, 형태파괴, 공간 확장으로 범주화하여 

ZL 내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반 형식주의 예술의 사희 

분화적 배경과 철학적 담론을 통해 형식주의 예술의 

상에서 미술사적 배경이 되는 이론적 연구를 사적으 

로 고찰하며, 실증적 연구로는 건축과 예술 문헌서 

적, 패션잡지,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20세기 후반 모 

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주요 패션디자이너와 예술작 

가들의 구체적인 작품 사례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본고는 아직 체 

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예술의상의 범주와 미학적 

담론을 문화의 한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II. 형식주의(Formalism) 예술

1.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의 형식주의

형식주의 예술은 현대 미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 

련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19세기 말 인상주의 회화예 

술은 과거의 전통적인 재현 방법을 부정하고 회화예 

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노선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미술의 출현은 일반대중들에게 심한 반감을 

초래 하였는데 형식주의 예술론은 그 당시 미술에 대 

한 잠재적인 대중들의 무관심과 오해에 대한 저항으 

로서 그리고 회화와 조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 

도록 교육시키려는 시도로서 등장하였다. 즉, 형식주 

의자들은 '미술에서 얻어지는 것은 전혀 없으며 미 

적 감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단지 미적 지각의 타 

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중들을 설득하였 

다.

이와 같이 형식주의 예술론은 미학사적으로 유서 

깊은 '모방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제기되었다. 

모방론은 예술과 예술 외적인 경험 사이의 밀접한 

관련으로 예술이 삶의 반영이거나 삶에 접근하여 그 

것을 명료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반면에 형식 

주의에서는 “진정한 예술은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 

는 행위와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모방주의와 형식주의간의 대립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시각예술 속에서 나타났으며 형식주의 

이론은 이러한 예술들 속에서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립된 이후에 정립되었다. 따 

라서 형식주의 예술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술이란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행위와 대상으로부터 완 

전히 분리되어 있어 예술은 인간 경험의 다른 영역 

에서 발견될 수 없는 독립적이고 자기 충족적(self

1) Roger Fry, Vision and Design (Penguin Books Ltd., 1937),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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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이어야만 하는 것이다2

형식주의자들은 특정 양식에 대해 뚜렷한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문화와 연결짓지 않는다. 그들은 

양식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양식의 역 

사와 미적 효과에 있을 따름이지 문화적 사상과 정 

치, 경저】, 문학, 과학의 역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미술을 그 자체의 형식적 어휘에서 다 

루고 그들의 개인적인 미적 견해에 따라 미술을 체 

험한다3). 이와 같이 형식주의는 작품이 지닌 주관적 

인 호소력의 원천이 내용보다 형식에 있다고 보는 

미술 연구 방법으로 평론적인 이러한 태도는 예술작 

품의 구조와 그 형식적 수단이 어떤 비본질적인 내 

용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주의 

예술론은 우선 작품 전체에서 각 부분들이 만들어내 

는 미적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형 

식 요소(fbrmal element)라고 불리며 예술가들이 사용 

하는 시각 언어의 기초가 된다. 즉, 그것은 선, 형, 공 

간, 색, 명암으로서 예술가들은 디자인을 보다 다양 

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 

로 배열하게 된다".

2. 형식주의 예술의 미적 철학적 담론

칸트(Kant)에 의하면 형식 판단만이 순수한 미적 

판단이라고 여겼으며 여기서 '순수한' 미적 판단의 

영역을 엄밀하게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감각적 

자극과 감동을 경험적 만족과 더불어 그 순수한 미 

적 판단으로부터 배제하였다. 즉 미적 판단의 순수성 

을 그 형식성에 국한시키고 경험적 내용을 불순한 

요소로서 또는 외부적 요소로서 규정하였다. 이런 의 

도는 예술에서 순수한 형식적 내면과 그것에 부수적 

인 외적요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형식주의는 예술의 본질이 시각적 형식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형식주의 예술론은 20세기 

초 영국의 클라이브 벨(Clive Bell)과 로저 프라이 

(Roger Fry)에 의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 

복식문화연구

였으며, 20세기 중반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에 이르러 보다 확고한 이론적 체계를 정 

립하게 되었다.

1) Oive Bell의 형식주의 예술론

20세기초 새로운 미술의 출현은 일반 대중들에게 

심한 반감을 초래하였는데 형식주의 예술론은 이러 

한 새로운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의 시도로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술비평가로 

서 클라이브 벨(Clive Bell)의 “예술은 의미 있는 형식 

이다，，라는 주장은 그 당시 영국인들의 예술에 대한 

취미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이었으며 세잔과 

고호, 마티스, 피카소 등과 같은 프랑스 현대 작가들 

을 영국에 소개하여 그들의 그림을 보는 전적으로서 

새로운 방법을 영국인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는 미학에서 모든 체계의 출발점은 독특한 정 

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어야 하며 이러한 미적 정 

서(aesthetic emotion)를 일으키는 대상을 예술작품이 

라 하였다. 이러한 예술작품에는 미적 정서를 환기 

시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그는 의미 

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이라 하였다. 의미 있는 

형식은 좋은 예술작품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서 사물의 재현이나 삶의 정서적 표현과는 무관하며 

오직 회화의 형식적 특징인 선과 색의 결합, 시각적 

인 요소들과 그들의 결합들을 말한다. 즉 그는 “예술 

작품과 관련된 정서는 작품내의 선과 색채, 형식들 

의 여러 관계가 유발하는 정서일 뿐 이러한 여러 선 

과 색채의 관계와 결합들, 곧 미적으로 감동시켜 주 

는 형식들이 의미 있는 형식이다”a라고 주장하였다. 

벨은 이러한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미지는 그림 밖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지 안에서의 형식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 속 

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는 시각적 이미지의 자율성 

개념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예 

술작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미

2) Jerome St시nitz,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p.151.
3) Laurie Schneider Adams, 박은영 역, 미술사방법론 (서울: 조형교육, 1999), p.49.
4) Laurie Schneider Adams, op. cit., pp.30-31.
5) 정수경, “C.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미술론에 대한 비핀”、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42.
6) 강미정, “예술에서의 표현과 '형식의 문제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ll.
7) Clive Bell, Art (N.Y: Capricon Books, 1958), p.17.
8) Clive Bell, op. ciL,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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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동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형태는 벨에게 있 

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적인 반응은 작품의 주제 

보다는 예술가가 선, 색채, 공간, 형태, 명암 같은 형 

식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있으며 따라 

서 그에게는 미술의 배경이나 내용보다는 미적 형태 

가 우선이 된다.

2) Roger Fry의 형식주의 예술론

로저 프라이(Roger Fry)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 

는 형식주의 비평가로서 미술은 작품을 만든 작가 

또는 그것이 속한 문화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입장 

을 가졌다. 1905년 그는 작품의 생명력과 독창성은 

작폼의 제재(subject-matter)에 있지 않고 시각의 형식 

적 표현에 있다는 사실을 세잔느(Paul Cezanne)의 작 

품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세잔느의 정물은 그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색채, 평면, 볼륨, 구성 의 드라 

마로 나타난다그의 연구(Cezame; A Study of his 

Development, 1927) 에 따르면 세잔느에게 있어 색채 

는 조형적 창조에서 가장 근본적인 특질이자 가장 

중요한 영감으로서 형태에 부속되거나 부가되어 있 

지 않고 형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라이의 형식론적 신념은 후기 인상주의와 

큐비즘에 의해 르네상스의 원근법적 공간이 도전 받 

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시각적 이미지의 자율성에 관한 사고는 프라이의 

이론에서 보다 확실하게 정립되었는데, 그는 재현을 

'모방으로서의 재현(representation as imitation)'과 '재 

현 그 자체(representation as such)'로서 구분하였다'". 

즉，전동적으로 닮음을 추구하던 모방으로서의 재현 

과 캔버스의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재현 그 자체로서 규정하였는데, 그는 일상적인 시 

각적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의 예술작품에 대 

한 시각적 경험의 원리를 천명하고 이를 통해 작폼 

속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형식 

적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확립하였다. 또한 프라이는 

예술이 생물학에서 분류된 것으로서 눈의 생물학적 

기능은 보는 것이며 그 예술적 미적 기능은 바라보 

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형태의 관계를 인식하지만 예술가들의 시 

각은 '창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 시각은 주제를 

대신하는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즉 그 

는 예술과 삶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작품들을 '환경 

에서 분리하여' 시간과 공간의 표현이 아닌 순수한 

형태로서 분석하였다").

3) Gement Greenberg의 형식주의 예술론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2] 형식주 

의 예술론은 이전까지 모방론에 의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아오며 외부 세계에 대한 재현으로 이해되 

어 온 미술을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자율 

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예술에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회화란 매체의 

특성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캔버스의 평면성과 물 

감의 물질성을 순수하게 추구함으로써 자기 지시적 

인 시각적 효과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보는 이들에 

게 무관심적이고 순수한 쾌를 환기시켜주는 자율적 

이고 자기 충족적 인 대상이라 하였다山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작품은 캔버스 밖의 세계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고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대상, 즉 

'물질적 현존'"(material presence)이자 자율성을 지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적 쾌라는 미적 

가치는 미술이 자신의 본질인 '형식'을 순수하게 추 

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의 형식주의 예 

술론은 예술작품의 본질이 바로 미술 형식이며 이 

형식을 순수하게 추구한 예술작품은 무관심적 쾌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이 일루젼(mimesis에 대한 플 

라톤적인 사고)의 폐지와 화면을 무대의 저)4의 벽이 

라고 보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는데, 그 

결과 3차원적 공간의 느낌을 더 이상 흉내내지 않는

9) Judith Wechsler, Cezanne in Perspective (Prentice Hall, 1975), p. 11.
10) Roger Fry, Transformation (London: Chatto & Windus, 1926). pp.30-32.
11) Laurie Schneider Adams, op.前.，p.30.
12)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8), p.86.
13) 여기서 현존(現存)은 본질과 비본질,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그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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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회 

화의 시각적 요소들은 원근법(르네상스 회화)이나 

후퇴하는 경사면(바로크 회화)들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 속으로 관람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 라 실제 

로 그 요소들이 존재하는 곳인 화면 위에서 직접 작 

용한다. 따라서 그린버그는 "그림의 공간은 그 내부 

를 잃어버리고 모두 '외부'가 되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예술작품은 의미 있게 경험될 때 비로소 가치 

가 있으며 주관적인 경험의 깊이와 의미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질에 있다고 보았다"). 그린버그는 이 

러한 모더니즘론을 통해 초기 형식주의 예술론으로 

부터 계승한 기초 개념들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정립하여 새로운 형식주의 예술론을 확립하였다.

3. 형식주의 건축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의 몰락과 함께 한 

편으로는 모더니즘 건축의 상업적 융성이라는 복합 

적 양상으로 인해 네오 모던(neo-modern)과 반 모던 

(anti-modem) 사이의 심한 편차 현상이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배경 하에서 형식주의(Formalism)가 지니는 

시대적 의미는 현대 건축의 진행상황인 모더니즘 거 

장들의 말년 활동, 부동산 개발의 융성, 반 모더니즘 

기운의 발아 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 반 모던 건 

축운동의 시작으로서 이면적으로는 네오 모던적 측 

면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양면적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모더니즘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가 1950년대에 짓기 시작한 인도 찬디 

가르(Chandigarh)의 공공 건물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 

여주는 한 예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형 

식주의 운동을 촉진한 사회적 원동력 인 '뉴 모뉴멘탈 

리즘(New Monumentalism)"®의 영향으로 현대 건축 

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1) 자유 형태

모더니즘 건축의 문제점을 박스 형태가 지니는 조 

형적 단조로움으로 보려는 경향은 1950년대 들어서 

복식문화연구

면서 본격화되 었다. 그 당시 박스 형태에 대한 제안으 

로 반 모더니즘 운동의 성격을 띠며 시각적으로 특이 

한 형태를 시도하려는 자유 형태운동(fire form 

movement) 이 나타났으며, 뉴 모뉴멘탈리즘과 같은 

1950-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자유 헝태운동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시각적 충격 효과를 통해 인간의 내 

면적 감성을 다루려는 움직임이 조형 예술 전반에 걸 

쳐 나타났으며, 건축에서는 마르셀 브로이어 (Marcel 

Breuer)나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와 같은 

콘크리트 건축가들에 의해 자유로운 조형성을 추구 

하는 형식주의적인 경향의 건축들이 시도되었다. 이 

들은 '서정적 합리주의(lyrical rationalism)'를 통해 콘 

크리트의 공학적인 논리 위에 서정성 높은 자유 곡선 

과 정형적인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미네소타 

에 있는 브로이어의 세 인트 존 수도원 대 학(St. John's 

Abbey and University, 1961)은 서정적 합리주의의 의 

미 가 잘 나타난 건물로서 자유형태를 추구하되 사전 

에 치밀하게 계산된 공학적 효율성이 동시에 느껴진 

다. 벨 타워는 조각 형태로 처리된 교각 모양의 받침 

대에 얇은 판재가 끼워져 있는 형상이며, 건물의 정면 

은 벌집모양인 육각형의 콘크리트 블록 유닛이 무수 

히 반복되면서 아름다운 서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후기 모더니즘의 재료인 반사유리로 형성된 곡선 

형대는 1960년대의 콘크리트 때와는 다른 1980년대 

의 첨단 분위기를 나타낸다. 미시간에 있는 로제티 

어소시에이츠(Rossetti Associates) 의 리버티 센터 

(Liberty Center, 1987)는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파도치 

는 듯한 곡선 형태가 건물 전면에 반복되면서 전체 

적 인 조형 윤곽이 부드러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1). 또한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형식주의 

건축가인 폴 루돌프(Paul Rudolph)는 모더니즘의 기 

계 생산방식을 창조적 모티프로 활용함으로써 박스 

형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형식주의 개 

념을 도입하였다. 이런 공학적 논리력을 바탕으로 

플로리다의 세인트존 카운티에 세워진 밀람 주택

14) Laurie Schneider Adams, op. cit., p.50.
15)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서울: 시공사■, 1999), pp. 12-13.
16) 뉴 모뉴멘탈리즘(New Monumentalism) : 좁은 의미로는 2차 대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신흥 제국 미국에서 

그 위상에 맞는 상징적 건축물을 추구한 건축 운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지 

역에서 요구된 새로운 권위적 상징 건축을 추구한 金동으로 확장되어 정의된다.

17) 임석재, 전게서,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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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R. Associates, Liberty Center^ 1987.

(Milam Residence, 1963)은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사 

각형 프레임들이 정교한 공학 원리를 통해 전체적인 

조형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유 형태 운동은 박스 형태의 대안으 

로 '조형적 총체성'을 모티브로 하여 건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다. '홀리스틱 컴퍼지션(holistic 

composition)'이라 불리는 이러한 조형관은 이 시기의 

조형예술 전반에 중요한 개념으로 추구되었으며饵) 

오브제의 형태나 기하조작과 같은 보다 명확한 조형 

적 근거로부터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런 형태의 대 

표적인 건축물로는 외른 웃존(Jom Utzon)의 시드니 

오페 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1957〜67)를 들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구의 표피와 물견의 동심원이 

라는 기 하학적 모티프로부터 조형성 이 강한 총체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오페라 하우스는 조형적 가치가 

기능이나 공학적 가치 혹은 경제성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형태주의적 강령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형테 

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모더니 

즘의 뒤를 이어 '형태는 형태를 따른다＜I9rm follows 

Form)'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강령이 건축사에 등록 

되는 기점이 되었다.

2) 확장과 앵포르멜(Informed

1950년대 전환기에 형식주의를 거치며 건축을 시 

지각적 감상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현상은 하나의 독 

립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I960년대 대중문화 

운동의 시작과 함께 조형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감 

각의 반응으로부터 예술적 가치를 정의하려는 경향 

은 I960년대 이후 현대 조형예술 운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I960년대 이후 현대 건축에서의 형식주의 운동은 '앵 

포르멜'이라는 큰 조형적 주제에 의해 주도되었다'气 

앵포르멜이란 개념은 '사각형(rectangle)과 원호(arc) 

의 신성불가침 한 권위에 반대하는 모든 종류의 자유 

조형 의지를 일컫는 것으로, 이것은 예술가의 직감 

에 의해 제시되는 즉흥적인 조형성과 다양성의 추구 

로 인해 현대 조형예술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 

가 되었다.

앵포르멜 건축을 구성하는 대표적 인 경향으로 반 

(反)형태(anti-fbrm) 운동은 현대 조형 환경의 경직성 

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반항운동의 성격으로, 건축에 

서는 재료의 특성과 정형적 윤곽, 축조성의 흔적 등 

형태 구성의 건축적 규율을 거부하는 시도로서 부력 

성 구조(inflatable structure)의 건축물은 이를 대표한 

다. 프라이 오토(Frei Otto)의 1964년 뉴욕 세계박람 

회 전시 파빌리온(Exhibition Pavilion at the 1964 

World Fair in N.Y)은 공기의 부력으로 형성된 여러 

개의 대형 풍선을 하이테크 디테일의 조립식 접합으 

로 제 작한 부력성 구조로서 고형적 규범성을 거부하 

는 자유정신의 건축관을 보여준다(그림 2). 또한 크 

리스토 & 진-클라우드(Christo & Jenne-Claude)는 고 

전 건물이나 파리의 퐁네프 등 기존의 건축물을 천 

으로 감싸는 작업을 시도한 대표적 인 작가로서 모든 

정형적 윤곽을 거부하는 반형태 운동의 일환으로서 

디테일의 흔적을 감추고 표피에 의한 즉흥성을 강조 

하는 차별화된 특성을 추구하였다.

1970년대에 접 어들면서 형식주의 건축은 기하 조 

작기법(기하 충돌)을 통하여 형태적 다양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기하 충돌(geo

metric collision)은 여러 기본 기하 형태로부터 비정

18) 임석재, 전게서, P-54.
19) 임석재, 전게서, p.81.
20) 임석재, 전게서,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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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Frei Otto, Exhibition Pavilion at the 1964 
l^orld Fair in N.Y.

형적이고 분산적인 조형성을 연출한다期. 요셉 루이 

스 마테오(Josep Lluis Mateo)의 헤 이그 하우징 블록 

(Housing Block in the Hague, 1990~93)은 사선 형 태 

의 조형적 계단을 배치하여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벽과 투명한 유리로 공간 처리된 강한 추상적 대비 

를 통해 기하 충돌의 긴장감 있는 대비 구도를 이루 

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공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축조성의 표현을 통한 조형 성의 획득은 '접기(fbl- 

ding)'라는 조형 기법으로 제시되는데, 이런 형태는 

정형적 규율성을 거부하며 축조적 모습에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매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과장하 

여 마치 종이를 접고 오려낸 듯한 느낌으로 건물을 

구성한다m 이런 기법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목재, 

유리 등 기본 건축재료들이 지닌 각각의 축조성을 

얇은 판재의 가소적 특징에 맞게 번안해내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스페인에 있는 프라이 오토(Frei Otto)의 

테네리프 사우스 회의장(Tenerife South Conference 

Center, 1995)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건물의 전 

체적인 구성은 여러 방식의 접기 기법들이 조합되면 

서 둥글게 접힌 곡선 부재와 꺾이듯이 접힌 직선 부 

재가 함께 쓰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축조적 법칙들은 

무시되어 조각적인 조형성을 구성하는 표현 형태로 

나타난다.

3) 기하 미학

형식주의 건축에서는 추상성과 상징성 개념의 적

21) 임석재, 전게서, p.119. 

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조형적 매개로서 기본 기하 

형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신성한 대우주(macro

cosmos) 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 집약해 놓은 소우주 

(microcosmos)로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조형적 요소 

이다. 특히 피라미드의 상징성은 모습을 바꿔가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을 

초월한 소재를 통해 형태 자체가 직접 차용되기도 

한다. 페 이(I. M. Pei)의 그랑 루브르(The Grand Louv

re, 1983〜93)는 피라미드의 기하 형태를 직접 차용 

한 구조로서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는 현대 문명에 

대한 초월적 보편성을 역설적인 상징성으로 전환한 

파격적인 기하학적 완결체로서 표현되었다.

원과 구는 단일 기하 형태를 대표하는 모티프로 

서 인류 문명의 초창기부터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 

를 초월한 완벽한 이상향을 상징한다. 아키텍토니카 

(Architectonica)의 페 루 신용은행 (Bank of Credit Peru, 

1983 〜88)은 타원형의 진공 공간을 중앙 홀로 배치 

하고 그 중앙을 에스컬레이터가 가로지르는 형태로 

서 이 공간은 적 막한 진공성 이라는 특성으로 무질서 

속의 질서가 구현된 기하 미학의 조형적 리듬감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건축요소로 직접 차용되는 삼각형은 피라미드의 

이미지와 비정형 건축을 구성하는 사선적 시각 요소 

의 조형적 특성을 가지며, 사각형은 여러 개의 사각

〈그림 3> Architectonica, Bank of Credit Peru, 19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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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적, 위치적, 방향적 

관계의 조형적 가능성을 추구한다. 오리건주에 있는 

하디 흘츠만 & 파이퍼 파트너십(Hardy Hoizman 

Pfeiffer Partnership)의 헐트 공연예술 센터(The Hult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는 피라미드에서 변형 

된 삼각형의 형태들이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형태로서 경쾌한 조형적 리듬감을 표현한다.

사각형의 조형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기본 

그 자체보다 이들 사이의 조합적 관계에 중점을 두 

는데 이는 현실적 기능을 활용하는 보편적인 특성 

외에 건물의 형태적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 

인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로 남부 켈리포니 

아에 있는 클라크 & 메너피 아키 텍츠(Clark & Mene

fee Architects)의 미들턴 인(Middleton Inn, 1978〜85) 

은 정사각형의 철물 격자로 짜여진 큐브가 동선 공 

간에 병렬 방식으로 반복 구성된 기법으로 이 건물 

은 보편적 인 사각형 의 기 하 미 학을 조형 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U. 형식주의 (Formalism) 예술의상

1.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사적고찰

1) 분석적 큐비즘 (Analytical Cubism)

20세기 초 현대회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물 

체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여 형태의 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큐비즘은 자연의 외관으로부터 생 

긴 감정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문명으로부터 회피함 

으로써 자연의 묘사가 아닌 이미지 자체를 형상화시 

켜 색의 면으로 이루어진 조형적 탐구의 회화를 전 

대적인 가치와 표현적인 직접성으로 이해한다. 즉 

주제를 파괴하고 분석해서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거나 주제를 단순화하여 그 

것은 주변 공간과 더욱 강렬하게 재구성한다.

큐비즘은 1908년 마티스(Henri Matisse)가 살롱 도 

논느(Salon D' Automne)에 출품된 브라크(Georges 

Braque)의 그림〈에스타크 풍경; Paysage de L'csta- 

que〉읍 “조그만 입체(cubic) 덩어리”라고 비평한데서 

유래되었으며, 20세기 초 세잔느(Paul Cezanne)의 조 

형사상과 흑인 조각에서 영향을 받은 피카소(Pablo 

Picasso)가 1907년에〈아비뇽의 처녀들; Les Demoi

selles d' Avignon〉을 발표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였 

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자연의 형태는 원추, 원통, 

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세잔느의 주장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사물 자체의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시각적 원근법과 3차원적 환영(illusion)대신 회화적 

인 공간으로 물체를 분해하였으며, 새로운 차원의 

'시간'을 통해 4차원적 공간개념을 정적인 회화에 도 

입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 

어 모든 요소는 동시성 의 개념으로 공간을 시 각화하 

며 2차원의 평면 안에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하학적 정신이 표상요소(representational element)를 

지배하고 표현의 도식적인 추상양식과 표의적 기호 

(ideographical sign)는 공통적인 지각 위에 겹쳐 있음 

을 의미한다끄).

큐비즘에는 허식이 없으며 새로운 구성은 여러 

관점에서 개방되어 일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어 의 

도적으로 반미학적(non-aesthetic)이다. 패션은 1910년 

대와 1920년대의 이러한 큐비즘에 즉각적이며 지속 

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이 시기에 큐비즘은 예술로서 

의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었으므로 패션 또한 예술적 

인 특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패션은 큐비즘이 

완성되기 훨씬 전부터 큐비즘의 원칙을 도입하였으 

며 큐비즘이 새로운 예술로서 혁신과 시도, 모험이 

었던 시기부터 함께 하였다23).

1908년에서 1920년대 사이의 큐비즘적 예술의상 

은 신체 강조적인 실루엣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원통 

형으로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던 

패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큐비즘 자체보 

다는 연극, 문학, 영화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관되 

는 큐비즘 문화가 패션에 영향을 가져와 사물을 보 

는 방식과 만드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큐비즘은 

시간과 공간의 동력 속에서 이를 논하고 모던 생활 

의 변용성으로 다두는 방식을 패션에 제공하였으며 

의상의 실루엣 변화 외에도 형태를 분해(disintegrate) 
하여 다양한 해석과 모호성을 허용하였다. 비오네와

22) Z. 바르부-, 임길규 역, 역사심리하｛서울: 창삭과 비평사, 1983), p.55.
23) Martin Rjchard, Cubism & Fashion^. Y: The Mctrep이itan Museum of Ar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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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그 외 디자이너들의 예술의상에 나타나는 새 

로운 요소(segment)들은 큐비즘의 회화와 조각, 콜라 

주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형태의 불확실성(indeter

minacy of fbrms)의 표현으로서, 패션에서 의 큐비즘 

적 미학은 큐비즘의 형태를 표현하면서도 3차원적 

인간 주변의 움직임과 작업을 허용한다.

본질적으로 큐비즘은 분석적이며 에너지와 에너 

지를 통한 잠재적인 움직임은 패션과 큐비즘 예술간 

에 친화력으로 작용되어 움직임을 내재한 형태로서 

모던 패션에 시도되었다. 패션은 큐비즘의 특징인 

형태의 불확실성, 공간과 움직임의 모호성을 도입하 

여 변화 가능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예술의상 

에 있어 우아함의 일부로 받아들였으며, 의상의 카 

테고리를 부정하고 기능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새로 

운 무한의 자유를 감지하게 하였다. 예술의상에서의 

콜라주는 현대예술의 형태인 동시에 원시적인 전통 

에서 비롯된 것으로 Japonism과 Ballet Russes, 그 외 

20세기 초반의 이국취향의 의상들은 큐비즘의 관점 

과 이해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콜라주 

는 신체상의 회화적이고 장식적인 한정성의 표현으 

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의 큐비즘은 

패션을 모던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큐비즘 예 

술이 사라지던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기에 확대되 

었으며 이는 1960년대 이전까지 중심적인 패션에서 

의 대전환이 되었다.

2) 절대주의 (Suprematism)

러시아 회화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는 1913년 말레 

비치의 절대주의 비구상 회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직전 러시아에서 일어난 절대주의는 

기계문명의 기능주의적 이상에 직접적인 영감을 받 

아 기하학적인 큐비즘을 절대적인 기하학적 추상으 

로 발전시켰으며 비 대상의 조형은 2차원에서 3차원 

으로 변화되었다. 비물질적으로 실험적인 시간의 4 
차원적 위치에 상당하는 절대적인 완전함을 주장하 

는 절대주의는 현실적인 사고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의식이나 무의식을 신비로운 방법으 

복식문화연구

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신적인 유토피아니즘 

을 추구하였으며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기하학적인 

색의 평면과 선의 조화를 선택하였다. 즉, 절대주의 

의 궁극적인 의도는 보편적 공간의 이성을 초월한 

비객관성으로 예술에 있어서 순수한 감수성에 최상 

의 의미를 부여한다.

러시아에서 일상용품인 직물과 의상을 미술가들 

이 디자인하는 것은 19세기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 

다. 그 당시 의상을 디자인하였던 화가 올가 로자노 

바(Olga Rosanowa)는 우크라이 나와 중앙러시아 여성 

들의 민속의상을 현대적인 절대주의에 입각하여 디 

자인하였는더), 그녀는 기하학적이며 자유로운 평면 

을 회화에서의 콜라주와 함께 독자적이며 창조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아돌프 베네(Adolf Behne)는 

1925년 그의 저서에서 “절대주의의 형태언어가 가지 

고 있는 체계화된 성향에 반하여 직관적인 창조의 

비체계적이며 비합리적인 순간을 강화시킨다. 로자 

노바는 직관적인 창조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인물이 

었다”라고 하였다겨).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로서 말레비치(Kasi

mir Malevitch)는 1913년〈흰 바탕 위의 검은 사각형〉 

이라는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의 절대주의 작품을 제 

작하였는데, 그는 가장 순수한 형태들을 구성 하여 창 

조적인 에너지로서 회화의 모든 재현적 요소를 거부 

하고 회화의 요소들을 단순화, 절대화하여 새로운 실 

제(reality)를 창조하였다. 절대주의의 목표는 예술을 

모든 사회적, 물질적 연관관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으로서 말레비치는 자신의 절대주의에서 어떠한 표 

현적 이미지의 형태도 거부하며 예술작품의 궁극적 

자질로서 “감각”의 절대성을 통해 순수한 예술형태 

를 주장하였다”). 말레비치가 1923년에 디자인한 절 

대주의에 입각한 예술의상은 순수한 공간느낌의 세 

계 라는 이념으로 의상을 눈에 보이는 사물세 계의 모 

든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즉 그는 "나는 의상을 디자 

인했다. 이 의상은 건축물의 벽에 색을 칠하는 것처 

넘 색 대조에 부응하는 것이다”的라고 하여 의상에 

있어서의 절대주의를 하나의 전체와 연관되는 건축

24) Adolf Behne, Von Kunst zur Gestaltung. Eirtf hrung m die tnoderne Malerei (Berlin: Arbeiteijugend- Verlag, 
1925), pp.78-79.

25) 임종엽, “절대주의가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28.
26) Kasimir Malewitsch, Suche und Experiment (Milnchen: Schirmer/Mosel, 1982),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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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규정하였다. 말레비치에 의한 절대주의의 급진 

적인 변화는 이후 스테파노바(Warwara Stepanowa), 

라자노바(Warwara Stepanova), 포포바(Ljubow Popo- 

wa), 라마노바(Nade아ida Lamanowa) 등 러시아 구성 

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계속 발전되었다.

3) 구성주의 (Constructivism)

1912년 러시아 조각가 타틀린(Vladimir Tatlin)은 

콜라주 큐비즘으로부터 부조로 모형을 구성하는 아 

이디어를 얻어 유리, 금속, 목재로써 구성물을 제작 

했는데 이 작품들은 완전히 추상화되었고 하나의 운 

동인 구성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1917년 가보(Naum 

Gabo)와 페 브스너(Antoine Pevsner)는 타틀린과 함께 

구성주의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기하학적 추상운 

동으로서 보편적인 합리화를 통해 모더니티의 기획 

을 실천하고자 한 강력한 유토피아 운동이었다. 구 

성주의는 진보적인 조형예술 운동으로서 과거의 탐 

미주의적인 예술과 비실용적인 예술을 거부하고 기 

능적인 조형예술을 통해 사회 참여를 추구하였으며, 

근대 공업재료를 소재로 한 추상적인 형태를 전개하 

여 새로운 동적인 리듬과 시간의 공간개념을 구축하 

였다. 바비체브(Babitschew)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 

성이라 불리었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자처한 것들은 

외형적으로 미학적인 질서를 가진 사물이다. 진정한 

구성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생산품에 만 있다.”고 강 

조하였다®. 구성주의 예술가들은 일체의 묘사적 요 

소를 거부하고 순수형태 의 기 하학적 추상을 공간 구 

성으로 형태화하여 재질의 회화나 조각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능성을 중시하는 산업예술의 형태로 창조 

적 인 조형방식을 추구하였다.

그 당시 스테파노바(W. Stepanova), 포포바(L. Po- 
powa), 라마노바(N. Lamanowa) 등과 같은 예술가들 

은 구성주의 양식에 입각한 실험주의적 회화구상과 

조형, 산업디자인, 직물과 예술의상 디자인 등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실용적인 예 

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술의상분야에 

서는 1922〜25년 사이에 구성주의 여성화가들의 활 

동이 두드러졌는데 그들은 회화에서 발전시킨 기본 

형태들을 의상의 영역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구성 

주의 예술가들에게 의상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소비 

재 형태로서 절대주의에 입각한 형태와 색상의 통일 

성은 기하학적인 형태조형과 자유로운 배열을 통해 

구성상의 시각적 운동으로서 디자인의 역동성을 구 

체화시켰다. 최초의 구성주의적인 예술의상은 기하 

학적인 최소주의적 표현으로 도식예술의 영향을 보 

여준다.

회화적 추상성을 구성적으로 배열한 스테파노바 

는 그래픽 디자인의 연출기법을 통해 하나의 기하학 

적 기본 평면들이 각기 다른 평면구역으로 나눠지는 

구조형태의 예술의 상을 디자인하였다. 스테파노바와 

포포바의 직물디자인은 색상의 대비와 기하학적 문 

양을 형상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더), 이는 형태 

와 색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하학적 평면형태를 전환 

하고 재배열하여 반복된 모티브는 기능적인 미학원 

칙을 구성한다.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타틀린은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20년대의 시대정신을 불러 일 

으켰는데, 그에게 있어 의상은 디자인된 대상이 아 

니라 구성된 대상이었다. 즉 의상은 하나의 기계가 

부품으로 조립된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기계가 적용되는 성능이라는 기준이 옷에도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학적 요소가 더 이 

상 없으며 의상의 기능이란 순전히 실용적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찌 구성주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사회 

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창조하였으며 

건축과 연극, 디자인, 무대디자인, 예술의상 등 그 범 

위가 점차 넓어져 20세기 예술의 조형적 영역은 확 

대되었다.

4) 데 스틸 (De Stijl)
네덜란드에서 시도된 비대상 미술은 화가, 조각 

가, 건축가들이 모여 새로운 시각 형식을 창조하고 

자 했던 일종의 협동미술 운동으로, 1917년 반 되스 

부르그(Theo Van Doesburg)와 몬드리안(Piet Mon

drian) 등은 데 스틸(De Stijl, The 匆但)이라는 잡지를

27) Rosemary Lambery, 김창규 역, 20세기의 미술(서울; 예경, 1996), p.34.
28) S. O. Chan-Magomedow, Rodtschenko und Stepanowa in Berufsverbanden (Wilhelm Lehmbruck-Museum 

Duisburg, Staatli아】e Kunsthalle Baden Baden: 1982), p.32.
29) 양취경, "구성주의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성 연구”, 패션비즈니스 제5권 제1호(2001. 12),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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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하여 이 그룹의 결성과 이론체계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珂 그들은 세잔느의 입체주의적 사고를 이 

어받아 자연의 근원적인 구조를 추상화시켰으며, 3 

차원의 입체에서 2차원적인 평면으로 환원하여 중앙 

집중적 구성과 시각적 외형을 기하학적인 색의 평면 

화로 변화시켜 가장 순수한 조형요소인 선과 면의 

형태, 삼원색, 삼비색(검은색, 횐색, 회색)만을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는데 그것은 데스틸이 추구하는 조화(har

mony) 와 균형(balance), 평형상태(equilibrium)가 건축 

적 환경조성에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데 가장 효 

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철학자인 쉔메커즈(Schoen- 

maekers)의 형이상학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아 데 스 

틸 운동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철학을 통해 수평과 수직의 표현에 의한 명확성과 

논리성, 단순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조형주의(N%- 
Plasticism)30 31 32 이론을 형성하였다. 특히 삼원색과 삼비 

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직각의 형태와 색면을 통 

해 균형된 우주를 건축적인 구조로 전환시켰으며, 3 

차원의 물체성을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회화적 환경을 창조하였다. 

자연의 변화를 명확한 조형적 표현으로 환원시켜 주 

는 색채와 공간에 대한 몬드리안의 이론은 데 스틸 

조형언어의 기초가 되었으며 시각적 언어요소의 추 

상화와 순수성의 절대적인 조화는 데 스틸의 목표가 

되었다.

30) 김영나, 조형과 시대정신 (서울: 열화당, 1998), pp.222-223.
31) 신조형주의는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의 엄격한 기히 학적 추상양식과 그의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예술에 관 

한 철학적 사상으로서 '예술이 탈 자연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의 재현을 절대 제거하고 순수한 추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요소주의는 구성의 기본 단위인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서 지상주의적인 요소를 통해 작업을 하였던 말레비치 

의 절대주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비치의 개념에서는 지상주의적 요소에 감정이입적 가치를 

두는 미적 철학개념을 두었으나, 반 되스부르그는 구조와 공간 분할의 단위로서 요소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데 스틸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반 되스부르그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에서 엄격한 평면에 한계를 

느껴 1926년 요소주의(Elementalism)32)를 주창하였으 

며 평면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사선구도를 사용 

하는 4차원적인 공간구성을 전개하였다. 그의 독창 

성은 화면에서 조각을 거쳐 건축에 이르는 표현수단 

에 대한 이론적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요소 

를 분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구속된 공간을 확장으 

복식문화연구

로 전환하였다. 이후 몬드리안은 자신의 2차원적인 

신조형주의와 상반되는 4차원의 시간 • 공간의 연속 

체1?: 요소주의 이념에 거부하여 데 스틸에서 탈퇴하 

였으며 신조형주의는 요소주의로 대체되었고 데 스 

틸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신조형적 원리를 부여한 작품으로 평가되 

는 게리트 리츠벨트(Gerrit Rietveld)의 의자는 추상적 

인 구조적 요소들의 균형에 중점을 두며 데 스틸 운 

동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특히 12개의 바 

를 이용한 적-청 의자(red-blue chair, 1918)는 간결한 

색채와 형태를 사용하여 직각의 관계를 가진 면의 

균형과 비례의 법칙에 따라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단순한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에 의한 구성으로 데 

스틸의 기하학적 원리를 나타내었다. 실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었으나 가구에 건축적인 추상 

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가구 디자인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이브생 로랑이 1965년 파리 컬렉션에 

서 발표한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은 네덜란드 

추상화가인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색과 면을 사용 

한 직선 실루엣의 미니 원피스로서, 수평과 수직선 

을 사용해 2차원적 평면을 분할한 기하학적 구성과 

삼원색의 색채배합은 데 스틸의 명확성과 단순성을 

순수한 조형요소로 표현하였다.

2.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적 가치

형식주의는 각자의 의도나 이념적 태도, 사회 문 

화적 요소 등을 모두 배제하고 내용과 무관하게 형 

식 자체만으로도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이러 

한 형식주의는 구성적 차원과 요소들의 형식적 배열 

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그 사물들의 분할된 방법과 

그들이 점유한 공간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술 

사조의 고찰을 통해 패션과 아트와의 만남으로 이해 

될 수 있는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적 가치를 동시 

성, 기하 미학, 형태파괴, 공간 확장으로 범주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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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내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시성 (Simultaneity)
동시성은 연속이 아닌 동시적인 것으로 같은 차 

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전환 

없이 시각화하는 표현 기술이다. 즉 대상을 특정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도 우월성 

을 갖지 않는 여러 방향의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하 

면서 시점을 시간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동시킴 

으로써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시점의 일반화는 전통 

적인 3차원적 원근법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가미함으로서 4차원적 공간개념을 회화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839년 Chevreuil에 의해 쓰여진 

'동시적인 색채대비 법칙(the laws of simultaneous 

color contrasts)'은 각각의 색채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 

현하는지, 개인적인 색채들이 각자를 어떻게 병치시 

키는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색채와 형 

태를 사용하는 동시성은 회화세계를 응용예술의 다 

양한 영역에 혼합시킨다. 따라서 형식주의 예술의상 

에서의 동시성은 빛으로부터 획득한 조형세계의 본 

질을 3六1■원적인 공간 속에서 4K}•원적 시간상의 미후} 

적인 경험의 지속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색은 곧 형 

태를 이루며 주관적인 내적 표현요소를 지닌다.

알렉산더 멕퀸(Alexander Mcqueen)은 1999년 S/S

〈그림 5> A. Mcqueen, 1999 S/S Collection.

컬렉션에서 의상과 연결된 나선형태의 화려한 조형 

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적인 공간개 

념의 리드미컬한 드레스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형 

태는 빛의 역동성과 함께 동시적인 연속성으로 시각 

적인 명료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표현한다(그림 4). 또한 멕퀸은 1999년 S/S 컬 

렉션에서 색채의 동시성을 재연하였는데, 중앙의 모 

델은 컴퓨터 작동에 의한 로봇의 프린트 잉크 분사 

에 의해서 같은 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되 

는 변화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일반화시킴으 

로써 새로운 차원의 4차원적 형태를 시각화한다(그 

림 5).〈그림 6〉은 알렉산더 멕퀸의 2001년 S/S 컬렉

〈그림 4〉A. Mcqueen, 1999 S/S Collection. 〈그림 6> A. Mcqueen, 2001 S/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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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으로 옷깃을 잡고 나는 듯한 형상의 새의 모형과 

깃털 소재의 스커트 형태는 인간과 자연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시각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동시적인 공 

간 개념을 새로운 차원의 대상으로 표현한다. 이러 

한 콜라주(collage)기법은 이질적인 장식요소를 동시 

적으로 나열하여 의상에서의 공간개념을 새로운 차 

원으로 시각화한다.

2) 기하 미학 (Geometrical Aesthetics)
추상성과 상징성 개념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기하 형태는 신성한 대우주의 법칙을 인간 

세계에 집약해 놓은 소우주로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조형적 요소이며, 순수한 공간 느낌의 세계에 절대 

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추상 

을 구성한다. 기하학적 색 평면과 선의 조화는 색과 

주어진 형태 사이의 시각적 결합을 표현하며 변형된 

기하 형태의 상징성은 정신적인 유토피아즘을 추구 

한다. 즉, 명확한 색채 분할의 조형적 리듬감은 창조 

적인 에너지로서 기하학적 구성의 다양한 변화를 프 

리즘 효과로 확대시키며 완전한 조형언어로서 생동 

감 있는 조화를 창조한다. 또한 기하학적 평면들은 

하나의 화폭으로 처리되어 색채에 의해 분절되고 면 

과 선의 위치관계를 이용한 공간 구성은 추상화된 

조형적 환경을 만든다. 따라서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수직 • 수평의 조화, 비대칭 원리의 채택 등 형태에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어 추의 속성을 미의 영 

역으로 도입시킨 불확정성을 보여주며, 색 평면에 

의한 의상의 엄격한 기하학적 재단은 각기 다른 평 

면구성으로 전환되어 반사 수단을 통해 분해된다.

파코 라반느(Paco Rabanne)는 20()1년 F/W 컬렉션 

에서 단순한 사각형의 기본 도형을 다양한 크기로 

변화시켜 절대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조형적인 리 

듬감을 표현하였다. 마치 종이를 오려낸 듯한 이러 

한 형태는 기하학적인 형태로서 조각적인 조형성을 

구성하는 표현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7).〈그림 8〉은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의 1999년 S/S 컬렉션 

으로 기하학적 형태의 창조적인 실루엣과 면의 분할 

은 추상적인 미학을 상징적으로 구성한다. 또한 알 

렉산더 멕퀸은 1999년 S/S 컬렉션에서 비대칭 구성 

에 의한 조형적인 리듬을 생동감 있는 기하학적 형 

태로 전환하였으며, 구성상의 시각적 운동으로 인한 

추상적인 조화를 창조하였다(그림 9).

3) 형태파괴 (Deformation)
이전에는 복식에 착용자의 실루엣을 형성시켜 주 

는 기본적인 양식이 하나의 형태를 완성시켰으나 현 

대복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식관념과 형태에서 탈 

피한 형태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하학적 형 

태의 조형으로 묘사적 요소를 거부하는 형식주의의 

조형적 형태와 유사한 흐름으로서 디자인의 역동성 

〈그림 7> P. Rabanne, 
2001 F/W Collection.

〈그림 8> T. Mugler, 
1999 S/S Collection.

〈그림 9> A. Mcqueen, 
1999 S/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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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특히 예술의상에서 불규칙적인 형태파 

괴는 착용자의 착장방식에 의해 의복이 완결되는 미 

완성의 불확실성 원리를 제시하며 개방된 공간 구성 

에 의해 불확정적인 형태구성을 보인다. 따라서 형 

식주의 예술의상은 복식 형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모호한 형태의 변형을 통해 완성과 미완성, 미와 추 

의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 

상형태의 변형을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서 균형체계 

의 파괴와 착장방식의 변형, 비정형적인 배열 등으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비대칭 원리를 이용한 균형 

체계가 파괴된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균형과 대칭에 

서 벗어나 새로운 생동감과 극단적인 변화를 준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0년 F/W 컬렉션 

에서 평면적인 종이 의상의 형태를 통해 전통성의 

거부와 착장의 논리를 부정하는 형태파괴로서 미와 

추의 개념을 해체하였다(그림 10). 또한 알렉산더 멕 

퀸은 자연물인 잔디를 드레스의 형태로 변화시켜 시 

공을 초월한 소재를 통해 형태파괴를 시도하였다(그 

림 11). 기존의 복식 소재와는 다른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는 디자인의 역동성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각적 

변화를 통해 형태의 변형을 가시화 한다.〈그림 12〉 

는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의 1997년 S/S 컬렉 

션으로 인체의 왜곡을 통한 비정형적인 형태는 미와 

추의 경계가 모호한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이 자유로운 형태의 시각적 충격효과를 통해 조형성 

을 추구하는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인간의 내면적 감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즉흥적인 조형성과 다양성 

의 제시로 인해 자유로운 형태 미학을 추구한다.

4) 공간 확장 (Space Extension)

공간확장은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운동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은 개방적인 

평면형태를 가지며 그 내부의 핵을 중심으로 3차원 

의 방향, 혹은 보다 많은 차원으로 나가려는 물리적 

상황을 말한다3가. 따라서 내부는 외부로 확장하고 중 

심공간은 주변으로 보내져 공간 역할은 더욱 확장된 

다. 또한 투명성을 통한 공간의 자유로운 상호 관입 

은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단순한 

대칭성 대신 형태와 공간의 긴장된 상호작용으로 닫 

힌 형태를 대신하여 주변 환경으로의 역동적 확장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공간 개념의 변화로 인해 절대 

적인 공간에서 상대적인 공간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상대적인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인간의 척도 

를 만들기 위해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되고 여기서 

〈그림 10〉J. Galliano, 
2000 F/W Collection.

〈그림 11〉A. Mcqueen, 
2001 S/S Collection

〈그림 12〉R. Kawakubo,
1997 S/S Collection

34) 정현식, “De Sfijl의 공간확장 개념이 유럽 합리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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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간으로 뻗어가기 위해 공간 확장을 시도한다.

오스카 슐렘머(Oskar Schlemmer)는 바우하우스의 

공연 예술의상으로서 공간에 대한 인간의 신체 변화 

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추상적 

으로 기계화된 운동 공간의 조형적 확장을 의미한다. 

슐렘머가 디자인한 3방향으로의 인간의 공간적 확장 

은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하려는 3차원의 역동적인 

운동 공간을 시도하며 인체의 조형적 움직임을 통해 

표현의 매체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그림 13).〈그림 

14〉는 뮈글러(T. Mu이er)의 Chimere evening ensemble 

로 사이보그(Cyborg)의 반인반수에서 나타나는 하이 

테크 형태는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며, 기계에 의 

한 신체 변형의 기능확장은 신체의 연장을 유도하여 

환상적인 인공미의 혼성(Hybrid)으로 인해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와 같이 공간 확장에 따른 현대 사회의 사이버 

환경은 디지털 미학의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하면서 

신체에 기술을 도입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신체개념 

을 확립시켰다. 즉, 신체 영역에서 확장된 공간은 신 

체와 기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창 

조하며 실재와 가상세계를 통해 시공간의 영역을 확 

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 확장 개념의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모든 경계의 내파(Implosion)와 전자 테 

크노 기술에 의해 확장된 신체를 중심으로 탈 육체 

화(post-corporeality)를 시도하며 디지털 신체의 새로 

운 기계 합성물을 제시한다.〈그림 15〉는 지방시 

(Givenchy)가 디자인한 전자회로가 연결된 의상으로 

서 기능확장과 공간확장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기계 

와 유기적 신체와의 결합은 전자적 • 내적 정체성과 

비인간적인 형태로서 가시화되며 기계적인 중성적 

이미지는 정체성을 교란시켜 공간으로의 확장을 유 

도한다.

IV. 결 론

20세기 초 형식주의 예술은 이전까지 모방론에 

의해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오며 외부세계에 대한 재 

현으로 이해되어 온 예술을 외부세계로부터 독립한 

자율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N주하며 예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형식주의는 작품이 

지닌 주관적인 호소력의 원천이 내용보다 형식에 있 

다고 보는 미술연구 방법으로, 평론적인 이러한 태 

도는 예술작품의 구조와 그 형식적 수단이 어떤 비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형식주의 예술은 각자의 의도나 이념 

적 태도, 사회 문화적 요소 등을 모두 배제하고 내용 

과 무관하게 형식 자체 만으로도 미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형태를 분해하 

〈그림 13〉O. Schlemmer, 
Stabetanz, 1927 (Kreibig).

《그림 14〉T. Mugler, 
1997 海 Collection.

〈그림 15〉Givenchy, 
1999 F/W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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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구성함으로써 구속된 공간을 확장으로 전환하 

고, 다양한 해석과 모호성을 통해 3차원적 인간 주변 

의 움직임과 동시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20세기 

예술사조의 고찰을 통해 패션과 아트와의 만남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형식주의 예술의상의 미적 가치를 

동시성, 기하 미학, 형태파괴, 공간 확장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그 내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고찰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동시성(Simultaneity)에 의한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연속이 아닌 동시적인 것으로, 같은 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전환 없이 시각화한 

다. 즉, 전통적인 3차원적 공간 속에 '시간이라는 새 

로운 차원을 가미함으로서 4차원적 공간개념을 표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형식주의 예술의상에서의 동 

시성은 빛으로부터 획득한 조형세계의 본질을 시공 

간 속에서 동시적으로 미학적인 경험의 지속을 표현 

하며, 연속성에 의한 주관적인 내적 표현요소를 새 

로운 차원의 대상으로 시각화한다.

기하미학(Geometrical Aesthetics)에 의한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순수한 공간 느낌의 세계에 절대적인 완 

전함을 추구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추상을 구성한다. 

즉, 수직 • 수평의 조화, 비대칭 원리의 채택 등 형태 

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 추의 속성을 미의 영역으로 

도입시킨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보여준다. 따라 

서 형식주의 예술의상에서의 기하미학은 명확한 색 

채분할의 조형적 리듬감과 창조적인 에너지로서 기 

하학적 구성의 생동감 있는 조화를 창조한다.

형태파괴(Deformation)에 의한 형식주의 예술의상 

은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동감과 극단직 

인 변화를 준다. 이러한 형태는 의상의 변형을 가시 

와 하는 방법으로서 균형체계의 파괴와 착장방식의 

변형, 비정형적인 배열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형 

시주의 예술의상에 나타나는 불규치한 형태파괴는 

차용자의 작장방시에 의해 의상이 완견되는 미완성 

의 볼화실성 원리른 제시하며 개방된 공간구성에 의 

헤 불확정적 인 형태-砂성읍 보인다.

공간와장(Space Extension)에 의한 형식주의 예순 

의상은 상대적인 공간개념의 변화로 인해 내부에시 

외부로의 절대적인 3차원적 공간확장을 시도한다. 

따라서 형식주의 예술의상에 나타나는 공간확장은 

모든 경계의 내파(implosion)와 전자테크노 기술에 

의해 확장된 신체를 중심으로 탈 육체화(post-cor

poreality) 를 시도하며, 신체변형의 기능확장을 통해 

디지털 신체의 새로운 사이보그(Cyborg)를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예술의상의 한 범주인 형식주의 예 

술의상의 미적 가치를 통해 인체를 위한 예술, 인체 

를 위한 의상, 인체의 이미지를 살린 조형작업의 한 

분야로서 예술의상의 미학적 담론을 고찰하였다. 즉 

형식주의 예술의상은 인체를 예술의 매개체로 하여 

3차원적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감상의 대상으로서 예 

술의 개념과 인체를 감싼다는 의상의 기능성이 접목 

되어 이루어진 새로운 장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의 

상에 대한 제한된 의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상을 예술로서 인정하는 이러한 예술의 

상은 작가의 예술감각이 담긴 움직 이는 조각과도 같 

은 전위적인 조형표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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