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단추는 의복의 역사에서 입고 벗기 쉬우며 잘 맞는

실루엣 연출을 위한 의복 즉, 신체형태에 맞는 입체적

의복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파스닝(fastening)의

일종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 복식에서 단추는 실용적인 기능성 뿐 아니라

디자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악세서리와 같이 쓰여

의복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적인 용도로서 사용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

적은 크지 않지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주목성으로 인해

의상의 성격을 결정하고 개성을 창출하는데 큰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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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the realm of a button for a decorative purpose through
embossing the effect and gravity of a button in fashion by designing the new ceramic buttons which are
mainly used for decorative function in costume. In order to acquire a motif for the design, I analyzed
several works of Gustav Klimt.

As the result, those feature can be classified into the use of decorative lines, mosaic forms, and
harmony of golden yellow and black, and it can be applied to buttons and clothes design. The sort of
clay used in manufacturing the ceramic buttons was white clay to have high density and to diffuse light
well, and press shaping techniques using plaster mold were employed. The baking was performed in an
electronic kiln at 800˚C for the first time and at 1250˚C for the second time. Based on wearable designs
in 2002/2003 F/W Trend of Interfashion Planning, I made three pieces of dress which could express the
button’s capability of decoration with effect.

<work I> This is expressing a simplified form which shows up in details of <Beethoven frieze> and
yellow and red pink were used to harmonize with golden yellow clothes.

<work II> As an application of shapes of foliage in <Judith I> I transformed its size and form to be
consistent with a jacket and a tube top.

<work III> To accord with golden beige costume, I made a curve, showing up in Klimt’s paintings,
with golden color on a circle shape which was also a main motif in his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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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단추의 기

원을 고찰하고 현대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단추의 디자인을 개발 및 제작하여 복식에서

단추의 효과와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단추의 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세라믹 단추의 디자인 및 제작은 수공예적이고 장

식적인 미감이 주류를 이루는 최근 패션의 흐름을 반

하면서 단추 재료의 사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디자

인의 단추 개발을 가능케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흙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를 지니고 있어 독특

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식성 위주의 단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의 표현 재료를 사용

되었다. 단추디자인의 표현주제로는 의복을 포함한 장

식미술 분야에 향을 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장식성과 관능

성을 함축하는 특유의 표현을 중심으로 형상화하 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류 최

초의 파스닝인 단추의 기원을 고찰하 고, 3장에서는

복식에서 단추가 갖는 목적을 기능적인 역할, 장식적

인 역할, 상징적인 역할로 분류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 다. 4장에서는 장식적인 단추 사용을 중심으로 단

추를 디자인 및 제작하 고 이 단추가 디자인의 포인

트가 되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실제 제작과정

을 다루었다.

연구자료로는 서양복식사와 장식미술, 구스타프 클

림트 관련문헌과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Mode et Mode, Fashion News, Gap 등의 패션잡지와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참고하 다.

II.

단추는 의복의 트임을 여미거나 푸는데 편하게 하

기 위한 기능적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총칭으로1) 재료로는 금속·플라스틱·조개껍

데기·사기·유리·뼈·나무·피혁 등이 사용되며 한

쪽에는 수단추를 달고 다른 한쪽에는 암단추나 단추

구멍을 뚫어서 함께 의복을 고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button’이라는 어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

고, 고대 라틴어인 ‘bottare’나 고대 프랑스어의

‘bouton’에서 유래하 다고 하며, 원뜻은‘bud’로서

새싹이나 봉오리를 뜻한다.2) 단추의 기원은 동서를 막

론하고 역사시대 이전부터라 할 수 있고 단추에 대한

기록은 12세기“chanson de Roland”에‘boton’이라

는 단어로 최초로 등장하 다.3) 고대에 있어서 단추와

유사한 형태의 파스닝은 뼈나 청동에 간단한 구멍이

뚫린 둥근 원반모양의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1865

년 Danish peat bog에서 처음 발견되었다.4)

이러한 역사 이전의 단추들을 선사시대 단추(pre–

historic buttons)라 부르는데5), B.C. 2000년의 것으로 추

정되는 <그림 1>에 제시된 단추에서 볼 수 있듯이 구

멍 뚫린 단순한 구슬형태들이었던 것으로 보아 의복

을 여미는 기능적인 목적보다는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III.

1. 기능적 역할

인체가 움직이는 생명체임을 감안할 때, 단추와 관

련된 의복에서의 기능성이란 입고 벗는 행위의 효과

적인 수행이라 볼 수 있으며 단추는 단추구멍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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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one, Ancient Near East (BUTTONS, p.22)



가장 기본적인 파스닝으로 의복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중요성을 갖는다. 단추의 기능적 역할은 크게 의복의

착·탈 기능과 실루엣을 형성하고 고정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의복의 착·탈 기능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파스닝으로 본격적으로 사용

된 것은 13세기의 일로, 의복에 고정된 단추의 등장은

옷을 입을 때마다 핀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켰으

며 인체에 맞는 실루엣의 연출을 가능하게 하 다. 일

반적으로 단추는 구멍에 의해 고정되는 구멍식 단추

와 뒤쪽에 고리(shank)가 부착되어 고정되는 뒷고리식

단추가 있으며, 여미어 채우는 구조로는 단추구멍

(button hole)식, 고리(clip)식, 스냅식(snap)식이 있다.

이 중 스냅(snap)은 흔히‘똑딱단추’라 불리우는 것으

로 스냅 파스너(snap fastener)의 준말이며, 19세기 후

반 신체에 꼭끼는 S자형 실루엣을 완벽하게 형성하

던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되는 정도가 강

하고 실루엣 형성이 용이하며, 의복의 겉에서는 보이

지 않아 매우 단순한 디자인의 의상이나 장식용 단추

의 부착 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복의 착·탈을 위해 사용되는 단추는 주로 트임

이 생기는 앞중심이나 뒷중심, 목 주변, 옆선, 스커트

나 바지의 트임 부분, 소매의 커프스를 중심으로 부착

된다. 단추의 이러한 기능성은 특히 작업복, 어린이복,

노인복, 장애인복 등의 제작 시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또한 단추는 의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지

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기성복의 획일화된 사이

즈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커프스

와 하의의 허리 단에 달린 단추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 실루엣 형성 기능

단추는 의복의 여밈과 외관을 형성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향을 미친다. 특

히, 현대 패션에서는 실루엣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

하고 있으므로 단추의 실루엣 형성 기능은 의복의 기

능을 위한 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복식의 조형미에도

큰 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의복의 실루엣은 단추

의 수와 크기에 향을 미치며, 여미는 정도에 따라 새

로운 실루엣을 연출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의상과

착용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

그림 2>에서 보여지는 의상은 비구조적인 디자인

(unconstructed design)에서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단추의 예로,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처리된 면을 따라

단추도 어깨선에서 팔꿈치까지 사선으로 달려 있어 독

특한 구조를 형성시키며 동시에 여밈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의 단추의 기능적 역할은 크

게 의복의 착·탈과 실루엣 형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장식적 역할

의복의 장식을 통한 조형의지는 신체보다 더욱 길

어 보이게 하려는 수직적인 조형이나, 더욱 넓게 확대

시켜 보이려는 면적 확대의 조형, 특정한 부위를 강조

하려는 부분 장식 등으로 개인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유행의 창조와 소멸에 향을 끼쳐왔다. 특

히, 현대 패션 디자인이 단순화·기능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신축성 소재가 발달하면서 단추는 가장 기본

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장식적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1) 위치와 간격

의복에 두 개 이상의 단추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추

사이의 간격과 위치에 따라 의복의 길이와 폭이 다르

게 보이며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착용자의 키나 체형

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단추의 반복 사용은 시선을 집중시켜 강조의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며 의상의 분

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싱 여밈의 의상은 더블 여밈의 의상보다 착장자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는 더블 여밈이 두 줄 단

추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폭을 확대되어 보이게 하

고 수직선을 강조하는 싱 여밈에 비해 면적을 강조

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크기와 형태

의상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단추의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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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은‘강조’에 있다. 강조는 디자인 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잘 된 디자인일수록 강조점

이 뚜렷하며 적절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 단추는 의

복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강조점이 되어 의

복의 장식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세련되고 인상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장식적인 효과에 중점

을 두고 사용되는 단추는 과장된 크기의 것이 많은데,

의복 제작 시에는 의복의 각 부분의 크기에 대한 단추

의 상대적인 크기, 즉 규모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의 의상은 마치 중세의 쉬

르꼬(surcoat)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화려한 모양과

색감의 단추가 덧대어진 앞단 위에 위치하여 장식적

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

추의 크기를 작게 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그림 4>의 경우처럼 많은 양의 단추가 장식적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크기나 색상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소재와의 조화

단추가 의복에 부착될 때에는 소재의 색상, 질감, 두

께를 고려해야만 의복과의 조화가 가능하다. 즉, 일반

적으로 소재가 두꺼운 경우에는 크기가 큰 단추를, 소

재가 얇거나 부드러운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가벼운

단추를 선택해야 효과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싸개 단추는 보통 의상의 소재와 같은 것을 사용하므

로 가장 안정적으로 의복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깔끔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수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단추는 헤링본 소재의 의

상과 조화되는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의상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상징적 역할

복식이 모든 사회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등의 거

의 모든 분야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집단 등

을 상징하듯이 단추 또한 의복과 더불어 고대부터 현

재까지 다양한 시대적 의미와 인간의 내면과 생활상

을 담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1) 심미성의 표현

단추는 재료, 색상, 문양, 형태 등을 통해 개인의 미

에 대한 안목을 드러내며 이것은 일종의 심미성의 상

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의 성격과

색상, 소재, 형태와 맞는 단추를 선택하여 부착하는 것

은 개인의 미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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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ristian Dior, Fashion News,

’00 S/S p.49

<그림 3>  Chanel, mode et mode, ’91

S/S p.80

<그림 4>  Romeo Glgli, mode et mode,

’95 S/S p.35



2) 부와 신분의 상징

단추는 사용자의 신분을 상징하고 개인의 품위, 격

식 표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단추의 상징적 의

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주로 재료와 문양

을 통해 표현되어져 왔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단추는 손으로 세공되었으므로 고가 고, 재화의 일종

으로 인식되어 착용자의 높은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를 표현하 다. 그 예로 프랑스의 프랑세스 1세

(Francis I, 1515-1547)는 상의에 달린 13,600개의 금단

추를 달아 자신의 신분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었으며,6)

엘리자베스 1세도 금과 진주를 비롯한 보석을 이용한

많은 수의 단추를 의복과 장갑, 신발 등에 달았다. 단

추에 사용된 문양은 주로 그림이나 부조의 형태로 단

추에 표현되었는데 그 예로 14세기경 귀족들의 의복

단추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유니폼의 단추는 소속된 집단과 개

인의 명예와 권위, 품계를 상징하여 타인으로부터 존

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유니폼의 특성상 착용자가 이를

인식하고 언행에 제약을 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

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의 패션에서는 디자이나 브랜

드의 이니셜(initial)을 이용한 단추를 사용하여 그들의

디자인 철학과 명성을 상징하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6>에 제시된 의상에서는 크리스챤 디올의

이니셜인‘CD’를 직조한 소재의 브라(bra)에 매치된

가죽 코트의 도금 이니셜 단추가 장식적 효과와 더불

어 브랜드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역사적 사건의 기록

단추에 그려진 그림의 주제는 그 시대의 정치적 혁

명, 취임식, 기념식이나 세계의 사건, 정치적 풍자에서

부터 동화, 시, 음악, 풍속, 대유행의 기념, 개인의 이야

기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이것은 각

시대를 반 하는 역사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역사적

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건축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징적인 단추들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

건들을 기억하게 하고 문화상품으로 자국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대통령의 취임

식, 에펠탑(Eiffel Tower)(그림 7), 자유의 여신상, 런던

브릿지(London bridge)를 상징한 단추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또한 인물을 나타내는 단추는 존경의 상징과

함께 그 시대의 의상의 형태와 헤어스타일 등 패션의

유행경향을 전달하여 준다는 특성이 있다.

위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추는 의복에 부착

되는 구성·디자인의 요소로의 역할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생활 모습과 주변의 상황을 내포하는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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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Yuki Torii, mode et

mode, ’94/’95 F/W p.58

<그림 6>  Christian Dior, mode et

mode, ’00/’01 F/W p.68

<그림 7>  에펠탑 기념 단추, French, late 19th

(BUTTONS, p.83)



화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1.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의 장식적 특징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는 19세기말에 낙후된

오스트리아 미술계에서 활동하 던 화가로, 세기말적

현상이 만연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꿈과 환상, 신비로

운 에로티시즘(eroticism)과 죽음, 신화와 전설을 장식

적인 곡선과 세련된 색채로 형상화하여 아르누보의

유기적 조형성을 잘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의 회화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미술사조인 인상

주의와 이집트 벽화, 그리스 도기화, 모자이크, 19세기

말 유럽의 미술가들에게 향을 끼쳤던 일본미술에

향을 받았다. 클림트의 회화는 주로 관능적인 이미지

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인과 신화에 근거한 이야기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하 다. 화면상에서는 투

시도법이 배제된 평면성과 아라베스크(Arabesque)7) 문

양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곡선들을 사용하여 화

려함과 리듬감를 표현하 다. 또한 황금색와 검정색을

주조 색으로 하여 빨강과 노랑, 파랑, 흰색 등의 색상

을 점묘법과 모자이크, 꼴라쥬 기법 등을 통해 표현함

으로써 깊이 있고 풍부한 특유의 화면을 구성하 다.

그의 작품의 이러한 특성은 비엔나 분리파8)를 탄생

시켰으며 에곤 쉴레(Egon chiele, 1890-1918), 오스카

코코슈카(Oskar Kokoschka, 1886-1980) 등의 화가와

현대 장식미술에 많은 향을 주었다. 또한 클림트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의상, 그릇, 직물에 이르는‘모든

예술의 통합’을 추구하는 아르누보의 이상에 따라 순

수미술과 공예사이에 위치하여 스토클레 궁의 벽화장

식을 하 으며, 의상에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재단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장식적 조형의

지를 표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단추의 디자인 모티브로 클림트 회

화의 장식적 문양을 중심으로 전개하 으므로, 이 장

에서는 클림트 회화를‘장식적 표현’이라는 범위에 한

정시켜 형태, 색채, 구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그 결과 각각 장식적 곡선의 사용, 모자이크식

구성, 황금색과 검정색의 사용이라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장식적 곡선

아르누보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이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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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생명의 나무>의 세부, 1905-

1909 (KLIMT, p.120)

<그림 9>  <처녀>, 1912-1913 (KLIMT, p.89)

<그림 10>  <성취>, 1905-1909 (KLIMT,

p.119)



으로, 해초나 식물의 넝쿨 따위를 연상시키는 길고 감

각적인 선의 자연미와 소용돌이를 이루는 동선(動線)

들의 다이나믹(dynamic)한 리듬감이 특징이다.

클림트는 소용돌이 문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

연적인 곡선들을 다양하게 회화에 응용함으로써 성의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감미로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화

면을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로 만들어 신비감을 자아

내고 있다(그림 8). 이러한 특징은 비단 화면의 배경을

장식하는 패턴에서 뿐 아니라 인체를 분절하거나 화

면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클림트 회

화에서 보여지는 형태상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도 화면 구도에서부터, 인물,

의상, 배경 등이 모두 구형에 가까운 곡선적인 형태들

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톤이 일찍이‘정신’을 구형에 비유하여 설명하

듯이, 원(圓 또는 球)은 자아개념의 상징으로 인간

대 자연의 교섭을 포함하여 모든 각도에서 보는 혼

의 총체를 상징한다9). 그리고 반복적으로 원을 형성하

는 아라베스크 무늬는 고금을 막론하고 태양, 꿈, 우주

등을 상징하며, 클림트 회화에서도 역시 환상의 세계

를 상징한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패

턴의 반복은 리듬감을 형성하고, 면의 단조로움을 극

복하면서 작품의 주된 장식적 표현 방법으로 등장하

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주로 구상과 추상이 동일한

장식 위에서 혼합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클림트 회

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모자이크 방식

클림트는 스토클레 궁(Palais Stoclet)의 벽화10)를 제

작하면서부터 모자이크11) 방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다. ‘연속적인 사각형’과 사각형의 분할인

‘삼각형’의 기하학적 패턴들은 이집트 벽화, 그리스

도기화의 요소들에서 감을 얻은 것으로 인물의 의

상과 배경을 평면적으로 분할하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표현되어 잘 살려진 윤곽선으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

는 여인상과는 대조를 이루며 클림트 특유의 장식성

의 근간을 구성하게 된다(그림 13). 또한 클림트는 모

자이크식 색면의 구성을 주로 동양의 족자처럼 위·

아래로 길게 구성된 수직적인 화폭에 표현함으로써

곡선적인 모티브가 주류를 이루었던 종래의 아르누보

양식에 직선적·평면적 경향을 첨가한 독자적인 양식

을 구축하 다.

사각형은 일상적인 사물의 형태를 분할하여 나아가

면 얻을 수 있는 순수한 형태로, 클림트는 이러한 반

복적 사각형의 패턴을 회화 뿐 아니라 벽장식과 같은

건축이나, 공예, 책의 삽화 등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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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스토클레 궁의 장식벽화,

1905-1909 (KLIMT, p.117)

<그림 12>  <아텔 블로흐바우어 I>의

세부, 1907 (KLIMT, p.12)

<그림 13>  <프리차 리들러>의 세부,

1906 (KLIMT, p.7)



도 하 다. <그림 11>는 스토클레 궁의 장식벽화의 일

부분으로 꼬리를 무는 소용돌이 무늬와 정사각형, 직

사각형, 삼각형의 형태들이 모여 새로운 패턴을 형성

하며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2>

에서는 삼각형과 삼각 형태로 변형된 눈동자가 여인

의 의상과 머리장식에 사용되어 현대적 감각의 장식

적 화려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3) 황금색과 검정색의 사용

클림트 회화에서 황금색의 사용은 금세공사 던 아

버지의 향과 비잔틴 예술의 향으로 유화에 실제

금분을 사용하 다. 이는 현실로부터의 자유로운 환상

과 신비를 표현하는 그의 화풍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징주의 시인인 보들레르12)

(Baudelaire Charles-pierre, 1821-1867)가‘데카당스

(Decadence)13)’란 말을 자주색과 황금색에 비유하며

그 개념을‘아름답게 죽어가는 예술’로 정의14)하 듯

이, 클림트의 회화에서 사용된 황금색은 현실을 초월

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표

현한다. <그림 14>은 클림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키스(kiss)로 금색이 갖는 장식적 화려함이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그림 15>에서는 묵시록에 쓰

여진 지식의 나무와 죽음의 상징인 검은 새를 황금색

바탕에 그려 넣어 찬란한 금색이 갖는 신비함을 죽음

이라는 어둠의 느낌으로 유도하여 보들레르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클림트의 회화에서 나타난 검정색은 장식화의 장엄

한 분위기 조성과 인간의 번뇌, 퇴폐적인 관능성의 상

징으로 나타나며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하 던 일

본 미술의 향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학부회화’인

<철학>과 <의학>, <법학>의 주제는 인간의 죽음과 삶에

대한 고독과 고통이며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흑

색으로 표현된 강렬함으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클림트 회화에서 황금색과 검정색은 강렬한

대비효과로 환상과 퇴폐적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요소

로 작용하여 데카당스를 표현하고 있다.

2. 단추디자인 계획과 의상작품제작 및 개발

1) 제작의도 및 방법

최근의 의상 디자인에서는 실루엣이나 색상, 소재

등 의상 자체의 디자인 변형 뿐 아니라 디테일과 악세

서리가 의상의 미와 성격을 좌우하고 디자인에 다양한

개성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독창

적인 아이디어와 인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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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키스>, 1907-1909 (KLIMT,

p.12)

<그림 15>  <주디트와 홀로페른 I>,

1901 (KLIMT, p.76)

<그림 16>  <철학>, 1899-1907 (KLIMT,

p.47)



적이고 수공예적 디자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수공예적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시대적 감성에 부

응하는 디자인 감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소재와 표현

기법의 개발을 특징으로 하며, 실용성과 예술적 가치

를 겸비한 고부가가치의 복식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일

종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

근의 단추는 의상의 미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어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표현

되는‘악세사리적 단추’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상에서 단추가 갖는 장식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의상과 조화를 이루는

세라믹 단추 3 세트를 제작하 다. 단추의 디자인 주제

로는 구스타프 클림트 회화 중 다양한 장식적인 곡선

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 으며, 조형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의상과의 조화를 위해 요소들을 축소, 확대, 삭제,

첨가, 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작품의 색상은 클

림트의 회화의 특성 중 하나인 황금색과 검정색을 중

심으로 화려함을 상징하는 빨강색과 노랑색, 신비함을

상징하는 파랑색, 흰색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다. 단추의 재료로는 자연적이며 수공예적 미감을

느낄 수 있는 흙 중 입자의 도가 높고 발색이 좋은

백자토를 동일한 형태의 반복제작이 용이한 석고틀에

압축성형15)하 다. 또한 클림트의 화려한 색상을 표현

하기 위해 색화장토를 사용하 으며 광택과 견고함을

위해 투명유16)를 시유17)한 후 1250℃의 전기가마에서

소성18)하 다. 황금색의 발색을 위해서는 액체상태의

삼벌19)용 금을 사용하여 800℃에서 삼벌하 다.

의상은 인터패션 플래닝(Interfashion Planning)의

2002/2003 F/W Trend를 토대로 단추의 장식성이 효

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하면서

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전개하 다. 의상 디자인은 총

3점이며 원피스 드레스와 볼레로 자켓의 앙상블과 탑

(top), 자켓과 바지로 구성된 쓰리피스, 코트와 스커트

로 구성된 투피스로 제작하 으며 단추와의 조화를

위해 퀼팅과 주름, 장식 단추구멍 등의 기법을 사용하

다. 의상의 소재로는 세라믹 단추의 은은한 광택을

고려하여 실크류를 사용하 고, 소재의 색상은 골드

(gold), 블랙(black), 금빛 베이지(beige)로 이는 황금색

과 검정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클림트의 회화의 특성

에 기인한 것이다. 의상의 여밈 측면에서는 실제 단추

구멍을 통한 여밈과 여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벌려 놓

은 경우, 장식적인 용도의 단추를 위해 스냅단추로 여

미는 경우로 제작하여 의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단추의 역할을 제시하려 하 다.

2) 단추 디자인 계획과 작품제작

<단추 I>

클림트는 대학 장식화를 그리던 때인 1902년 4월

15일 제 4회「분리파 전시회」를 맞이하여 <베토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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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베토벤 프리즈>,

1902 (KLIMT, p.64)

<그림 18>  <베토벤 프리즈>의 세부, 1902

(KLIMT, p.64)

<그림 19>  <단추 I>의 도식화

→ →



리즈> (그림 17)를 제작하 다. <베토벤 벽화>는 일곱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폭은 24m이며 각

패널의 높이는 2.2m이다. 벽화는 <적의 세력들>, <행복

에의 갈망>, <시에서 위안을 찾는 행복에의 갈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금기사>는 왼쪽 패

널인 <적의 세력들> 안에 그려진 것으로 빈 미술사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그문트 폰 티롤 대공을 위해

1485년에 제작된 갑옷을 묘사한 것이다.20)

<단추 I>의 세라믹 단추는 바로 이 <황금 기사> 중

황금 기사의 갑옷 세부에서 나타나는 형태(그림 18)를

단순화하여 표현하 는데, 갑옷을 구성하고 있는 가늘

고 긴 곡선을 형태적인 면에 응용하 고 황금색과 패

인 듯한 질감으로 표면을 처리하 다.

<단추 II>

전설적 도상을 다룬 <주디트와 홀로페른> (그림 20)

은 금속액자 속에 들어 있는데, 바탕(양식화된 사과나

무 장식)과 목의 장식, 그리고 의복 장식의 세련미는

클림트 회화의 장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주디트는 마

음을 구현하기 위해 적장 홀로페른을 유혹한 다음 그

의 머리를 잘라 버린 성서의 여주인공으로, 1901년에

제작된 <주디트와 홀로페른 I>은 정면으로 포즈를 취

한 모델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유행에

따라 모델이 달고 있는 목장식에서 알 수 있듯이 클림

트는 동시대 여인의 초상에 관심을 기울 고 구체적

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려 하 다.

<단추 II>의 세라믹 단추는 <주디트 I> 중 나뭇잎의

형태를(그림 21) 응용한 것으로 단순한 형태와 질감의

나뭇가지와 작은 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나뭇잎의 대

조적인 느낌을 살려 디자인하 고, 색상은 황금색과 붉

은 색, 검정색을 사용하여 <주디트와 홀로페른 I>에서

느껴지는 화려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표현하 다.

<단추 III>

<생명의 나무>(그림 24)는 스토클레 저택 벽화를 위

한 밑그림 중 하나로 매우 장식적인 모자이크 벽화이

다. 총 아홉 면으로 이루어진 벽화는 양식화된 모티브

(생명의 나무)와 추상적, 구상적 모티브가 혼합되어 있

어 곡선과 직선, 추상과 구상의 혼합을 즐겨 사용했던

클림트의 작품 경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모

자이크 기법은 클림트가 1903년 라벤나 여행중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그의 작품

을 구성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단추 III>의 세라믹 단추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타

나는 아라베스크 문양을(그림 25) 응용하 다. 형태는

원형이며 흰색 바탕에 짙은 금색으로 장식적인 곡선

을 표현하여 <생명의 나무>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원

형에 가까운 곡선의 느낌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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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디트와 홀로

페른 I>, 1901

(KLIMT, p.76)

<그림 21>  <주디트와 홀로페

른 I>의 세부, 1901

(KLIMT, p.76)

<그림 22>  <단추 II>의 도식화 <그림 23>  <단추 II>의 도식화

→ →



<의상에 응용된 작품 I>

세라믹 단추는 백자토에 압축기법으로 성형하 으

며, 노랑색과 붉은빛의 핑크색의 색화장토를 겹쳐지도

록 붓 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나타

내려 하 다. 시유는 투명유를 사용하 고, 소성은 800

℃에서 초벌 한 후 1,250℃에서 재벌하 다. 또한, 세

라믹 단추의 방향을 자켓의 퀼팅의 방향과 반대 방향

으로 부착하여 변화 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의상은 2002/2003 F/W Trend에서는 나타나는 중국

풍을 응용하 다. 의상의 소재는 황금색의 수직실크로

클림트의 회화에서 느껴지는 동양적이고 화려한 분위

기를 강조하 으며, 수직선을 강조하는 H형 실루엣으

로 클림트의 회화에서 느껴지는 수직으로 긴 화폭의

느낌을 형상화하 다. 구성은 원피스 드레스(one-piece

dress)에 차이니스 칼라(Chinese collar)의 볼레로 자켓

(bolero jaket)으로, 볼레로 자켓은 퀼팅 처리를 하여

F/W 시즌에 알맞은 안락함과 동양적인 섬세함을 표현

하 으며, 자켓의 여밈은 스냅단추로 처리하여 외관으

로는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세라믹 단추만 보이도록

하 다.

<의상에 응용된 작품 II>

<작품 II>의 세라믹 단추는 백자토에 골을 내어 잎맥

의 느낌을 살렸으며, 붉은 색 화장토를 칠한 위에 골

드유로 음 을 주었다. 시유는 투명유를 사용하 으며,

초벌은 800℃에서, 재벌은 1,250℃에서 소성하 다.

<작품 II>의 의상은 2002/2003 F/W Trend 중 하나

인 보헤미안(Bohemian) 스타일을 클림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에로틱한 분위기와 결합시킨 작품으로, 복식

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요소의 하나인 시스루

(see-through) 소재를 통해 표현하 다. 구성은 자켓과

탑, 팬츠로 탑에는 클림트 회화의 특징인 아르누보의

느낌을 주는 곡선들을 금사로 자수를 놓았는데, 이는

클림트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황금색과 검정색의 대비

와 아르누보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조화가 주는 아름

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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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생명의 나무>의 세부,

1905-1909 (KLIMT, p.120)

<그림 25>  <생명의 나무> 의 세부,

1905-1909 (KLIMT, p.120)

<그림 26>  <단추 III> 의 도식화

→ →

<그림 27>  <작품 I> <그림 28> <작품 I의 세부>



자켓에 부착된 단추와 탑에 부착된 단추는 여밈을

위해서가 아닌 순수한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데, 이러한 방법은 현대 복식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

식단추의 악세서리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탑에 부착된 단추는 자켓에 부착된 단추와 전체적인

형태에 통일감을 주었고, 클림트의 회화에서 여인을

상징으로 등장하 던 꽃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하

다.

<의상에 응용된 작품 III>

<작품 III>의 세라믹 단추에 사용된 흙의 종류는 백

자토이며, 어두운 브라운(brown)색을 위해 골드유를

사용하 다. 소성은 800℃에서 초벌 후 1,250℃에서 재

벌하 으며, 황금색의 발색은 삼벌용 금을 이용하여

800℃ 가마에서 삼벌하 다.

의상은 2002/2003 F/W Trend 트렌드 중 하나인 17

세기 풍의 남성 코트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허리선

은 약간 들어가고 도련은 후레어지게 하 다. 또한 턴

백 커프스와 넓은 라펠에 장식의 목적으로 금사를 사

용한 단추구멍으로 장식하 으며, 코트의 앞단은 코트

와 동일한 색상의 실제 단추 구멍을 사용하여 여밈을

처리하 다. 소재로는 금사가 섞인 베이지색의 울실크

를 사용하여 단추에 사용된 황금색과 조화를 이루어

클림트 회화의 특성이 표현되도록 하 다.

V.  

현대 의상디자인은 의상의 개성을 통한 차별화와

조형적 표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단추 또한 복식을 장

식하는 디자인 요소의 하나로 의상의 다양한 조형적

표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추가 갖는

장식적 효과를 의상에 응용하기 위해 최근의 패션에

서 보여지는 장식적이고 수공예적 경향을 바탕으로

세라믹 단추를 개발, 제작함으로써 기능과 장식이 조

화를 이루는 세라믹 단추 디자인의 개발을 전개하

다. 본 연구에서 단추의 기원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에

서의 역할과 표현을 분석,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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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작품 II> <그림 30>  <작품 II의 세부> <그림 31>  <작품 II의 세부>

<그림 32>  <작품 III> <그림 33>  <작품 III의 세부>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의복에서 단추의 역할은 기능적인 역할, 장식

적인 역할, 상징적인 역할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특

히, 장식적인 역할의 단추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성

때문에 의복 디자인에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효

과를 발휘하며, 단추의 위치와 간격·크기와 형태의

조절과 소재와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실루엣의 연출

과 함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최근의 패션 경향에서는 단추 자체에 새로운

소재나 기법을 이용하거나 단추를 하나의 디자인 요

소로 사용하여 창의적인 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상

의 조형미를 부각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여

러 디자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

추의 장식적 사용은 단순화·기능화의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는 현대패션에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

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며, 무한한 표

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세라믹 단추는 독특한 질감으로 기존의 단추

의 재료와는 차별되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투명유, 색화장토와 삼벌용 금 등

을 사용한 결과 의상에서 단추가 갖는 장식성을 효과

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 의상에서 장식적 역할

로 사용되는 단추를 디자인 및 제작하는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작이 용이한 흙

을 표현재료로 사용하 으나, 소재의 특성상 무게감이

있고, 깨지기 쉬우며, 세탁이 용이하지 못한 제한점과

얇은 소재에는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화려한 문양과 색채를 이용한 뛰어난 조형과

인간의 내면을 함축하는 상징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

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장식적 표현’에 한정지

어 형태와 구성, 색채 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장

식적인 곡선의 사용, 모자이크식 구성, 황금색과 검정

색의 사용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단추와 의상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제작된 작품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작품 I>의 세라믹 단추는 <황금 기사>의 세부형태

를 단순화한 것이다. 색상은 황금색 수직실크로 제작

된 중국풍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노랑

색과 붉은 핑크빛 화장토를 사용하 으며, 표면 효과

는 자켓의 퀼팅의 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작품 II>는 <주디트 I>의 나뭇잎 형태를 용용하여 디

자인된 세라믹 단추와 검정색 시스루 소재로 제작된

의상으로 구성되었다. 세라믹 단추의 색상을 위해서는

붉은 색 화장토와 골드유를 사용하 으며, 의상 중 탑

에는 클림트 회화의 특징인 장식적인 곡선들을 금사

로 자수를 놓아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검정색과 황

금색의 대비 효과를 강조하 다.

<작품 III>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타나는 아라베스

크 문양을 응용한 세라믹 단추가 17세기 풍의 남성 코

트의 디자인을 응용한 의상과 함께 구성되었다. 세라

믹 단추는 골드유와 삼벌용 금을 통해 황금색을 나타

내었으며, 코트에는 금사를 이용한 단추구멍을 사용하

여 17세기 남자 코트의 장식적 효과를 응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추를 이용한 의상 디자인 개

발이 현대 패션에서 단추에 대한 장식적 가치를 재인

식하고 창조적 표현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이며, 더불어 의상의 장식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공예적 기법에 대한 연구에도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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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라비아풍(風)이라는 뜻으로서, 이슬람교 사원

의 벽면장식이나 공예품의 장식에서 볼 수 있

는 아라비아 무늬를 일컫는 것으로 아르누보

양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문자·식물·기하학

적인 모티프가 어울려서 교차된 곡선들이 가운

데로 융합되어가는 환상적인 무늬로 후에 그리

스도교 미술에도 응용되었다.

8) Secession: 라틴어의 동사 secede(분리하다)를

어원으로 분리파로 번역한다. 19세기 말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회화, 건축, 공예운동

이며, 1892년 최초의 창설로 슈투크, 프리츠, 우

데 등이 주체가 되었던 것이 뭔헨 분리파이다.

9) 김진화, Gusrav Klimt의 회화에 나타난 기호적

상징성 고찰, 세종대학교, 1990, p. 23.

10) 벨기에 브리쉘에 있는 궁으로 클림트와 호프만

등의 빈 분리파 예술가들이 참여해 그들의 꿈인

‘총체예술’로서의 종합적인 집단예술을 이 궁의

인테리어 및 장식 디자인 과정에서 선보 다.

11) 여러 가지 색상의 돌·유리조각, 도편(陶片)들을

사용하여 이것을 평면에 접착시켜 무늬나 그림

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회화, 공예, 건축 등

에서 표면의 장식성을 나타내는 미술방식이다.

12) 프랑스의 시인으로 E. A. 포의 지적 세계에 감

동하여 낭만파의 구폐(舊弊)에서 벗어나 명석한

분석력과 논리,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 심리의

심층을 탐구하고, 고도이 비평정신을 추상적인

관능과 음악성이 넘치는 시에 결부시켰으며, 베

를렌, 랭보, 말라르베 등의 상징파 시인들 에게

큰 향을 끼쳤다. 주요저서로는 <악의 꽃 Les

Fleurs du Mal>이 있다.

13) 퇴폐주의를 일컫는 말로, 19세기말의 시대적 분

위기 속에서 프랑스에서 유럽 각국으로 퍼져

퇴폐적이고 관능적인 예술 경향으로 뒤에 상징

주의로 발전하 다.

14) 젝 스펙트, 프로이드 예술미학, 신문수 역, 풀빛

출판사, 1981, p. 31.

15) 도자성형기법 중 동일한 형태를 반복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형체를 석고로 뜬 후 마른 석고

틀에 흙을 눌러 압력을 가하면서 형태를 떠내

어 복제하는 방식이다.

16) 유약의 일종으로 유리화되어 태토가 보이므로

초벌구이한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사용한

경우에 광택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17) 施釉: 도자 제품에 유약을 바르는 것으로, 시유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초벌구이한 도자물을 유

약에 담그거나 붓는 것이다.

18) 燒成, firing: 조합(調合)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

성물질(硬化性物質)을 만드는 조작을 말하며, 주

로 초벌구이가마에서 가열(800~900℃) 한 후

유약을 칠하여 재벌구이(1,300~1,500℃)를 한다.

19) 재벌 후 700~800℃에서 한번 더 소성하는 것

으로, 저화도 안료나 금을 발색제로 이용할 수

있다.

20) 게르베르 프로들 저, KLIMT, 정진국·이은진

역, 서울: 열화당, 1991, p. 62.

(2003년 2월 21일 접수, 2003년 5월 24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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