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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어떤 시대나 지역

을 막론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미적 표현 충동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원시인들은 그들이 자연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과 자의적인 불명료한 상

(象)을 제거하고 싶은 충동을 구체화시키려고 하 다1).

자연 안에서 분리되지 못한 원시인들의 정신구조는 대

상을 비가시적인 세계와 연결시켜 파악하 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재현할 경우 극단적으로

왜곡, 강조,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

었다2). 이러한 비가시적인 세계와 가시적 세계를 연결

해주는 제의적 미술로 추상적 상징형식을 가장 뚜렷하

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면이다.

가면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표현하는 주체에 따라

재료와 형태를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으며,

무용이나 연극, 회화와 같은 예술 장르에서 뿐만 아니

라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자인 감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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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에서 가면의 역할, 상징성, 제작 기법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면의 조형적인 특성에 가치를

두고 가면을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현대

복식의 다양한 표현 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가면을

의상 디자인에 활용함에 있어서 우선 작품의 주제인

가면의 정신적 기조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면에 관한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들을 중심

으로 가면의 기원과 유형, 가면의 조형성 및 상징성

등에 대해 고찰하 다. 모드 에 모드(Mode et Mode),

갭 프레스(Gap Press), 모다인(MODAIN), 패션 뉴스

(Fashion News) 등의 패션 잡지와 퍼스트 뷰(First

View), 동아 TV 등의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중심으

로 1990년 이후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패션 컬렉션

에 활용되고 있는 가면에 대해 분석한 다음, 가면의

표정과 형태, 표현성 등 가면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가치, 구성적 표현 기법을 살려서 3점의 의상을 제작

하 다.

II.

1. 가면의 기원 및 변천

가면은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수렵

대상인 동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장용으로, 후

에는 살생한 동물의 혼을 위로하거나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덜기 위하여 또는 그 주력을 몸에 지니기 위

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

신석기 시대 이래 농경과 목축 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악령에 대항하거나 선령으로부터 주술의 힘

을 빌리기 위해 가면을 사용하 으며, 이 때에 가면은

주술 행위에 등장하는 신령이나 악귀, 동물로 가장하

기 위한 상징물이었다5). 가면은 가장과 주술적 기능뿐

만 아니라 부족의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적의 공격으

로부터 몸을 지키는 한편 악령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는 양면적 기능과 나아가서는 적을 위협하는 힘을 부

여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다.

가면은 원시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문명

이 어느 정도 발달된 시대에서도 신의 세계와 인간과

의 교감의 미디어로서, 각 민족 특유의 것이 사용되었

다. 처음 신과 동격으로서의 가치를 찾고자 사용하

던 가면은 차츰 예능 가면으로 발전하면서 극중 인물

의 특징 묘사 또는 시대의 감정의 표출로서 가면극과

더불어 그 명맥이 이어져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면의 종교적 기능과 신격의 상징성과 같은 신성스러

운 면은 상실되고 예술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가면의 유형

가면은 신성 가면(神聖 假面, holy mask), 벽사 가

면( 邪 假面, demon mask), 의술 가면(醫術 假面,

medicine mask), 추억 가면(追憶 假面, memorial

mask), 장례 가면(掌禮 假面), 토템 가면(totem

mask), 기우 가면(祈雨 假面, rain making mask)과

수렵 가면(狩獵 假面, hunting mask), 전쟁 가면(戰爭

假面, war mask), 입사 가면(入社 假面, initiation

mask), 연극 가면(演劇 假面, drama mask), 무용 가

면(舞踊 假面, dance mask)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나,

그 쓰임새와 기능에 따라 크게 신앙 가면(信仰 假面)과

예능 가면(藝能 假面)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6).

이들은 서로 확연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이며 조화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앙 가면

신앙 가면은 가면을 일정한 장소에 안치해두고 제사

를 지내거나 어떤 소망을 기원할 때, 또는 악귀를 쫓

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을 말한다. 신앙 가면은 크

게 일정한 장소에 안치해두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

는 신성 가면과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 얼굴에 쓰는 벽

사 가면으로 나뉜다.

신성 가면은 신성한 대상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기능

을 하며, 부족의 수호신이나 토템 등을 상징하는 것으

로7), 혼 가면, 데드 마스크, 혼의 탈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반면에, 벽사 가면은 잡귀나 악귀를 몰아내고 부

족에 다가올 불행을 예방하며 성년식에 참가할 자를 보

호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용도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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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이집트의 미라 가면으로, 인간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사후에 얻고

자 하는 신과 같은 형태로, 육체가 썩어 없어지면 육

체를 대신해 혼의 부활에 필요한 육체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림 2>는 결혼식 또는 높은 서

열에 있던 사람들의 장례식 등에 의복과 함께 사용된

가면이다. 얼굴 전체가 비슷한 반원의 기하학적인 도

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복잡한 구성에도 불구하

고 대칭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은 중앙 아프리카의 베퀄(Bakwele) 지역에

서 성인식이나 장례식에 주로 사용하는 가면으로, 단

순화된 심장형 얼굴 모양에 머리 위의 두 뿔이 양옆으

로 연장되어 턱 밑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림 4>는 장

례식에 사용된 방상씨 탈이다. 일반적으로 나무, 짚,

종이로 만들어진 방상씨 탈은 장례가 끝난 후 무덤 근

처에 묻거나 불에 태워졌으며,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춤을 추며 잡귀를 쫓아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성 가면과 벽사 가면을 포함하는 신앙

가면은 악마를 쫓기 위해 그 형상을 그로테스크하고

심하게 왜곡시키며, 위협적이면서도 신비스런 모습을

지닌다.

2) 예능 가면

예능 가면은 종교적 행사에서 신과 동격으로서의 가

치를 갖고자 사용하 던 신앙 가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춤과 연극이 가미되면서 점차 예능 가면으로 변

모하 다는 이론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설로 인정되

어 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능 가면은 무용을 하거나 연

극할 때에 또는 축제 등에 사용되는 가면으로, 주술적

인 목적보다 미적 측면에서 예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원시시대에 주술의 하나로 요

구되면서 사용되었던 가면은 차츰 오락성을 띤 가무와

극(劇)을 통하여 실용적인 목적으로 예용화(藝用化)되

었다8). 이러한 예능 가면에는 무용 가면(舞踊 假面)과

연극 가면(演劇 假面)이 있다.

<그림 5>는 19세기 일본의 축제에서 사용된 시시 가

면이다. 적색과 검은색 옻칠이 되어 있고, 눈과 눈썹,

이에는 금박이 되어 있으며 혀와 턱이 움직이고 다채

로운 색의 머리카락이 달려 있다. <그림 6>은 자이르

펜데족의 나무 가면으로, 공연 중에 다른 가면을 흉내

내는 가면이다. <그림 7>은 일명‘과부탈’이라고 하는

부네 탈로 탈놀이에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8>은 현대의 축제에서 사용되는 가면으로,

스위스 북서쪽에 위치한 바젤의 파스나흐트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가면이다.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기묘한

동물 가면을 쓰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거리 행진

을 한다.

3. 가면의 조형적 특성

가면의 생명은 풍토, 역사,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의지가 수용되면서 표출될 때 얻어지는 것으

로9), 토템이나 제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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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라가면,

「마스크」

<그림 2>  Teke, Disc-Shaped

Mask, 「The art of
african masks」

<그림 3>  Heart-Shaped

Mask, 「The art of
african masks」

<그림 4>  방상씨 탈, 「탈」



재, 색채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

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사는 지

역의 한계로 인한 동물들의 토템이나 기후에 따른 생

활 양식, 부족마다의 전통에 따른 관례적인 양식, 신앙

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1) 형태

가면의 형태는 얼굴을 가리는 정도에 의해 전신가면

및 전면 가면, 3/4 가면, 반 가면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사회에서 가면을 사용한 이래 특히 신화적인 무

용을 하는 경우는 물, 불, 또는 짐승 등의 형태를 모방

한 전신 가면을 사용하 으며10), 이러한 가면의 형태

는 점차 얼굴 부분을 가리는 전면 가면의 형태로 변화

했다. 반 가면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내놓은 형태

로, 대부분 코를 강조하거나 턱을 강조하여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졌다. 반 가면은 무용의 통일감을

강조하기 위한 소품으로 17세기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

작하 다11)고 한다.

이러한 가면은 지역마다 전통에 따른 관례적인 양식

과 다신교적인 신앙 체계로 인해 종류와 모양이 다양

하며 양식적 차이가 크다. 가면은 주술적인 힘을 발휘

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표현에 있어

서 그 모양을 일상적 비례 관계보다 강화 또는 약화하

거나 불균형, 부조화의 상태로 변화시켜 발전하 으며,

일상적 비례 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부조화적 형태를

갖기까지 변형되어온 가면은 색, 형, 선 등의 면에서

과장되고 왜곡되어진 것이다12). 앞에서 살펴본 신앙

가면과 예능 가면은 대부분 전면 가면의 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미적 특성을 강조하는 예능 가면보다는 신

앙 가면이 불균형, 부조화, 비례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2) 소재

가면은 재료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제작 방법이나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가면에 사용된 소재는 크게 나

무(木製)와 종이(紙製)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 얼굴이

나 머리 등에 착용하던 대부분의 가면들은 나무, 풀,

종이, 진흙, 뼈, 조류의 털 등의 쉽게 부식되는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면을 찾기가 매우 어렵

다13). 따라서 고대 문헌이나 역사 이전의 벽화에 기록

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면의 소재를 유추해 낼 수 있을

뿐이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여러 가

지 소재로 제작된 가면에 토템과 관련된 자연물을 장

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자연물들의 직접적인

이식(移植)은 정령의 존재에 대한 염원으로 커다란 힘

을 갖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제

작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가면들이 실용화되면서 전통

가면이 지녔던 조형미가 결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색채

가면에서 보여지는 색채는 가면이 처음에 주술제의

(呪術祭儀)에 사용되었던 만큼 상징적 의미에 따라 색

이 정해졌다. 가면에서 주조를 이루는 색은 적색, 갈

색, 흰색의 3가지 색이다. 적색은 가면의 색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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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시시 가면,

「마스크」

<그림 6>  자이르 펜데족의

가면, 「마스크」

<그림 7>  하회탈 부

네, 「탈」

<그림 8>  스위스 바젤의 축제

가면, 「환희와 열정의

지구촌 축제 기행」



흔한 색으로, 주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색의 의미를

가지며 생명의 색인 동시에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공

격적인 색으로 통용된다14). 따라서 적색은 전체적으로

채색되지 않고, 부분적인 문양과 더불어 가면의 특정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갈색은 땅의

상징과 더불어 가면의 재료로 목제가 많이 쓰 기 때

문에 대부분의 가면이 띠고 있는 색이다. 무채색인 흰

색은 흑색과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색을 구분하는 색

인 동시에 근원이 되는 색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빛과

어둠을 의미한다. 그 밖에 청색은 자연물에 관련된 신

성한 색으로, 창조, 생식, 생명, 희망 등 움직이는 능동

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의 풍요를 뜻한다.

4. 가면의 상징성

가면은 다른 조형물과는 달리 신앙적 목적을 기원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 시각적 효과보다

는 정신적 혼(魂)이 요구되었다15). 고대에 있어서 상징

은 전적으로 원시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연유된 것으로

원시 사회에서 상징은 주술적 신앙이나 토템에 따라서

선택되었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을 현실로 재현 가능

하다고 믿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면은 전체 혹은 부분적으

로 그 형태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특징을 보이며, 적

색, 갈색, 흰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토템과 관련된 자연

물이 장식으로 부착되었다. 가면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다양한 조형적 특징들은 원시 사고 체계 즉, 가면에

내재된 상징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면에 내재된 상징성을 주술

성, 유희성, 가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술성(呪術性)

원시인들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강한 창조성의 근원

을 주술에 두고 있으며, 신화,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

은 주술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삶을 위한 인간의 본

능은 주술을 낳게 하 으며, 자연에 대한 의미부여를

관념으로 체계화할 수 없었던 원시인들에게 신의 대체

물은 곧 신 자체 고, 종족 보존에 대한 욕망과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주술적 의미의 상(象)을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16). 주술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실현된 하나의 실용적인 기술이며, 원시인들은

가면이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멀리한

다고 믿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악령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때 신이나 동물을 모방하거나

상징하는 가면을 얼굴에 쓰고 주술을 행하 다.

가면은 풍요를 기원하고 자연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악귀를 퇴치하고, 적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

기 위한 주술적인 의례와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초

자연적인 힘을 인간의 현실 세계에 실제화시키는 역할

을 하 다.

<그림 9>는 자이르 툼바 부근의 마쿠타에서 만들어

진 가면으로, 남성의 가입 의례 절차 또는 공동체를

대표한 장례식에 사용되었다. <그림 10>은 아프리카

가봉 푸누(punu)족의 나무 가면으로, 가봉 남부의 장

례식 행사와 관련이 있으며 죽은 자의 모습을 새긴 가

면이다. <그림 11>은 쿠바 Ngady Amwaash 나무 가

면으로, 삼각형의 문양이 적색과 노란색, 백색, 검은색

으로 채색되었고, 중요한 제사 때 남자들이 썼던 가면

이다.

2) 유희성(遊戱性)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유희란

감각적이며 동물적 불안정성의 자연적 표현이라 했다.

진지하지 않으며 오락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갖는 유

희는 현실에서 도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유

희의 즐거움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

가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다17).

가면의 유희성은 무용 가면이나 연극 가면에서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주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던 가면은 점차 연극

이나 무용과 같은 예술에서 오락적인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면서 유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

었다.

가면의 세계는 현실의 또 다른 양상과 현실 자체의

보존, 또는 양자 사이를 오가는 성격을 모두 포함하며,

인간 내면 세계에 억제된 감성의 표현으로 형성되어져

가면을 통한 강한 인상, 충격이 여러 유형의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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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면서 연희자들이 즐길 수 있게끔 또 다른 형태

의 감동과 흥미를 유발시켜준다. 가면을 쓰고 축제를

즐기는 동안 동질적 생활을 위하는 사람들은 이상이

나 이해가 공유되는 성격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며, 극복된 꿈을 현실적으로 구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2>는 단 족(族)의 Gle Mu 가면으로 의상과

함께 축제에서 사용된 가면이다. <그림 13>은 파푸아

뉴기니 연안의 엘레마족이 사용한 타원형의 가면으로,

춤을 출 때에 주로 사용하 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

고 의식에 축제 분위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그

림 14>는 하회 별신굿에 등장하는 주지 탈로 주지는

굿 판의 잡귀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형상

을 상상한 사람들의 희롱의 우상물이다.

3) 가장성(假裝性)

인간은 근원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해 환

상을 꿈꾸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가장하고 모의(模擬)

하는 충동을 지닌다. 인간은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음으로써 일상 생활로부터 잠시 자신의 정체와 혼

을 해방시킨다18).

가면의 제의를 통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경험

하면서, 가면을 쓴 자와 신화를 동화시켰으며, 이러한

원시인들의 무의식 세계는 원시 가면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적 세계(靈界)와 육체의 세계(肉界)를 자연스

럽게 결합시켰다. 가면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숙하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에너지

와 신비한 적인 힘을 의인화하며, 자신을 숨기는 동

시에 가면의 보호 아래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성

격을 갖는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가면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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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프리카의 나무가면, 

「마스크」

<그림 10>  가봉 푸누족의 가면, 

「마스크」

<그림 11>  Kuba, 나무가면, 

「The art of african Mask」

<그림 12>  Dan Gle Mu Mask,

「The art of african
Mask」

<그림 13>  파푸아뉴기니 에하

로 가면, 「마스크」

<그림 14>  주지, 「해학과 익살의 탈」



내는 대상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며, 가면이나 분장으

로 인해 신분이나 남녀의 성별은 은폐되고,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즉, 가면이 상징하

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림 15>는 북아메리카의 나무 가면으로, 겨울 의

식에서 특정한 가문의 전통과 관계가 있는 동물이나

정령을 나타낸 가면이다. <그림 16>은 AD 1200~1519

년 미스텍·아스텍족의 비의 신을 묘사한 터키옥 모자

이크 가면으로, 터키옥 가면들은 반신반인이었던 사제

들이 입었던 예복의 일부 다. <그림 17>은 가봉 크웰

레(Kwele)족의 나무 가면으로, 마법의 파괴적인 측면

에 대항하기 위해 벌이는 의식에서 신비한 적인 힘

을 의인화하기 위해 사용한 가면이다.

III.

1. 의상 디자인에 활용된 가면

1) 액세서리에 활용된 가면

인간은 금속이나 돌을 자유롭게 다루기 이전에 물

낟알, 조가비로 만든 단순한 모양의 구슬로 치장하

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19)고 한다. 그리고 사회

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이 강조되어 장신구를

착용하여 부를 상징하고 신분을 나타내는데 가치를 두

게 되면서 그 형태는 정교하고 화려하게 변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액세서리는

패션 코디네이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세

계적인 디자이너들 대부분이 그들의 컬렉션에 의상과

액세서리를 코디네이트시켜 발표하고 있으며20), 가면

역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장식의 목적으로 의상의

일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가면 자체를 얼굴에

으로서 의상의 분위기와 특성을 살려주거나 모자, 장

식 핀 등에 이용함으로서 장신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액세서리로서 사용된 가면은 반 가면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 라스형, 투구형, 모자형, 부채형 등

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소재는 의상과 동

일한 직물이나 가죽, 깃털, 금속, 보석, 레이스 등이 주

로 쓰이며, 색채는 가면 본래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경우보다 의상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가 주로 사용

되었다. 패션 컬렉션에서 액세서리로 활용된 가면은

형태, 소재, 색채의 측면에서 특별한 상징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기보다는 의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부수

적인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8>은 엠마누엘 웅가로(Emanuel Ungaro)의

’95 F/W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반 가면(Half-mask)

으로,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가면이다. <그림 19>는 알

렉산더 맥퀸(Alexander Mc Queen)의 ’96 F/W 컬

렉션에서 볼 수 있으며, 끈을 이용하여 얼굴에 착되

도록 착용하 다.

<그림 20>은 ’98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엠

마누엘 웅가로가 발표한 의상으로, 상의와 같은 소재

를 사용하여 만든 단순한 형태의 반 가면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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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북아메리카의 나무

가면, 「마스크」

<그림 16>  미스텍·아스텍족

의 가면, 「마스크」

<그림 17>  가봉 크웰레족의 가면,

「마스크」



21>은 알렉산더 맥퀸의 2000년 F/W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투구 형태의 전면 가면

(Full face mask)이다.

<그림 22>는 월터 반 바이렌던크(Walter Van

Beirendonck)의 2000년 맨즈 웨어 컬렉션에서 발표

된 것으로 실을 엮어 만든 얼굴 전체를 감싸는 전면

가면이다. <그림 23>은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가면으로, 동물의 형상

이 그대로 가면에 표현되었다. <그림 24>는 필립 트레

이시(Philip Treacy)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가면으

로, 나비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한 쪽 눈만을 가리는

반 가면이다. <그림 25>는 크리스티앙 라크로와

(Christian Lacroix)의 ’02/’03 F/W 오트 쿠튀르 컬

렉션에서 볼 수 있는 가면으로, 보석과 깃털 장식 등

이 의상의 화려함을 부각시켜준다.

2) 가면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가면은 의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의 액세서리

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변형되어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의 패션 컬렉션 의상

에도 활용되고 있다.

컬렉션에 활용된 가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면은 장

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며, 형태,

소재, 색채의 측면에서 특별한 상징의 의미를 내포하

고 있지는 않았다. 가면을 의상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는 의상에 포인트를 주기 위한 코사지로 활용되거나,

아플리케, 비즈 장식, 프린팅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고,

가면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디자인보다는 사람의 얼

굴 모습이나 입체주의 기법에 의해 그 형태를 분해하

거나 단순화시켜 장식을 하거나 프린트하여 표현한 예

가 많았다. 또한 의상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면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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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Emanuel Ungaro,

’95 F/W, 「www.

firstview.com」

<그림 19>  Alexander McQueen,

’96 F/W, 「www.

firstview.com」

<그림 20>  Emanuel Ungaro,

’98 S/S, 「Mode

et Mode N.302」

<그림 21>  Alexander McQueen,

’00 F/W, 「www.

firstview.com」

<그림 22>  Walter Van

Beirendonck, ’00 S/S,

「www.firstview.com」

<그림 23>  Christian Dior, ’00-

’01 F/W, 「Mode et

Mode N.312」

<그림 24>  Philip Treacy, ’03

S/S Haute Couture,

「Gap Press V.9」

<그림 25>  Christian Lacroix,

’02-’03 F/W,

「Gap Press V.46」



한 문양 등의 장식적 요소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

체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 26>은 파코 라반(Paco Rabanne)이 ’90

S/S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발표한 의상으로, 원피

스의 절개선마다 파이핑을 하고, 가면을 상체의 중앙

부분에 부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27>은 디오

르의 ’91/’92 프레타 포르테 작품으로, 재킷의 뒷면에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가면의 형태가 프린트되어

있다. <그림 28>은 ’93/’94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

에서 루이 페로(Louis Feraud)가 발표한 의상으로, 다

양한 색상의 비즈를 사용하여 가면의 형태를 유머러스

하게 표현하 다.

<그림 29, 30>은 세라딘과 바지리에브(Seredin &

Vasiliev)의 ’01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 작품으로,

<그림 29>는 여인의 조각상을 깃털과 함께 사용하 으

며, <그림 30>은 커다란 가면을 얼굴에 쓰고 같은 소

재를 의복처럼 온 몸에 감아 표현하 는데, 여기에서

전면 가면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활용된 가면의 형

태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은

’01/’02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도 가면을 활용

하 는데,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의 어릿광대 가면을

의상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에 부착하 다(그림 31).

<그림 32>는 ’02/’03 F/W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쟝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이 선보인 작품으로, 가면의 형태를 단순

화시켜 표현하 으며, <그림 33>은 지아니 베르사체

(Gianni Versace)가 발표한 작품으로, 가면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이나 직선의 기하학적 무늬를 복식에

장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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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eredin & Vasiliev,

’01 S/S, 「Mode

et Mode N.314」

<그림 31>  Seredin & Vasiliev,

’01-’02 F/W,

「Fashion News」

<그림 32>  Castelbajac, ’02

-’03 F/W, 「Gap

press V.44」

<그림 33>  Gianni Versace,

’90, 「Collezioni」

<그림 26>  Paco Rabanne,

’90 S/S, 「Mode

et Mode N.270」

<그림 27>  Christian Dior, ’91-

’92 F/W, 「Mode

et Mode N.275」

<그림 28>  Louisferaud, ’93-

’94 F/W, 「Mode

et Mode N.284」

<그림 29>  Seredin & Vasiliev, ’01

S/S Haute  Couture,

「Mode et Mode N.314」



IV.

1. 디자인 기획

본 연구의 디자인 기획 의도는 가면을 무한한 창작

가능성을 지닌 표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의상에

적용시킴으로써 예술성과 실용성 그리고 표현성을 겸

비한 의상 디자인의 표현 역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최근 패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나 복고 분

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로맨티시즘 또한 강조되

고 있다. 이러한 패션 경향을 반 하여“Romantic-

Primitive”를 디자인 컨셉으로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가면 전통의 중심지라고 알려진 아프리카와 의식을 중

시하며 가면을 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손꼽는 아메리

카의 가면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 다. 설정된

가면의 조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재구성한 모티브

를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사용해서 현대적인 감각의

텍스타일을 개발하여 블라우스, 팬츠, 탑, 스커트, 원피

스로 완성하 다. 소재와 색상은 디자인 컨셉에 맞도

록 실크, 폴리 시폰, 시폰, 데님 소재를 사용하 고, 색

상은 로맨틱하면서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오렌지 컬러

와 연베이지, 브라운, 그린, 바이올렛을 사용하 다.

2. 작품 제작

1) 의상 디자인 I

높은 신분의 특정한 여성을 나타낸 아메리카 서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오리나무 가면<그림 34>를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 다. 변형되지 않은 가면의

형태를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실크 소재에

표현하고, 프린팅 된 가면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해체

하 다. 이렇게 해체된 형태를 오렌지 색상의 실크 시

폰 소재의 블라우스와 데님 팬츠에 일정한 형식없이

자유롭게 아플리케 하 다. 상의의 블라우스 형태는

두겹으로 이루어진 비대칭 슬리브의 오프 숄더 블라우

스이고, 하의는 오렌지 빛이 도는 짙은 청색의 데님

소재를 이용하여 벨 보텀즈 라인의 팬츠를 제작하고

팬츠의 옆선과 밑단의 올을 풀어 프린지 장식을 하

다(그림 35).

2) 의상 디자인 II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사용되는 장례식 가면<그림

36>을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 다. 형태를 변

형하지 않은 가면을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

다. 가면의 형태를 가죽 소재에 표현함에 있어 가죽

공예기법을 이용하 으며, 브라운과 그린을 사용하여

채색하 다. 이렇게 표현된 가면을 상의로 활용하 으

며, 탑의 형태로 등 부분에서 여미도록 디자인하 다.

하의는 바이어스 재단의 플레어 스커트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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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디자인 I의 실물 의상

<그림 34>  디자인 I의 모티브



그린의 실크 시폰 소재를 사용한 플레어 스커트는 오

렌지 색, 녹색 빛이 도는 회색 등의 다양한 색상의 조

각천을 부착하여 장식적 효과를 주었다(그림 37).

3) 의상 디자인 III

콩고 루바족의 키프웨베(kifwebe)가면<그림 38>을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백 리스 원피스

(back-less one-piece dress)를 제작하 다(그림

39). 키프웨베 가면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는 곡

선을 사용하여 가면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이를 다양

한 크기로 변형한 모티브를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폴리 시폰 소재에 표현하 다. 바이올렛을

주 색상으로 사용하 으며, 다양한 크기로 변형된 모

티브에는 오렌지, 브라운, 그린을 사용하 다. 원피스

상의 부분의 깊은 슬릿과 비대칭 슬리브, 스커트 부분

의 깊은 슬릿과 비대칭 라인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

었다.

이상의 작품 제작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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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디자인 II의 실물 의상 <그림 39>  디자인 III의 실물 의상

<그림 36>  디자인 II의 모티브 <그림 38>  디자인 III의 모티브



V.

이상으로 다문화주의하에서 원시 조형 요소들의 다

양한 미적 가치가 중요시됨에 따라 가면의 예술적 특

성을 현대 의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원시 가면의

기원과 종류 및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하여 고찰하 다.

가면은 처음에는 수렵을 하기 위한 가장의 역할에서

차츰 풍년을 기원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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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면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제작 기법

디자인 모티브 아이템 형 태 소 재 색 상 기 법 실물의상

두 겹으로

이루어진 오렌지, 텍스타일

블라우스 비대칭 실크 시폰 브라운, 프린팅,

형태의 오프 그린 아플리케

디자인 숄더 블라우스

I

아메리카의

오리나무 가면
프린지

데님,
오렌지 빛이

스톤 워싱,
팬츠 장식의 벨

실크 시폰
도는 짙은

아플리케
보텀즈 팬츠 청색

탑 탑 가죽, 메탈 브라운, 그린 가죽 공예

디자인

II

페루의
조각천이 그린,

장례식 가면 스커트
장식된

실크 시폰
오렌지,

플레어 회색 빛이

스커트 도는 녹색

깊은 슬릿이

들어간 비대칭 바이올렛,

디자인 슬리브의 상의와 그린, 텍스타일

III
원피스

비대칭 라인의
폴리 시폰

오렌지, 프린팅

스커트가 연결된 브라운
콩고의

원피스
키프웨베 가면

디자인 모티브 아이템 형 태 소 재 색 상 기 법 실물의상



을 띠었지만, 가면이 춤과 연극에 사용되면서 가면의

종교적 기능과 신격의 상징성과 같은 신성스러운 면은

상실되고 예술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면의 조형성을 형태, 소재,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술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면의 형태는 전체 혹은 부분

적으로 왜곡이나 과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

며, 나무, 금속, 돌, 종이, 진흙, 동물 가죽, 뼈, 식물의

잎, 줄기, 조류의 털, 조개, 상아, 산호 등 생활 주변에

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연물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주술제의에 사용되는 만큼 상징적 의미에 따라 색이

정해졌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상은 적색, 갈

색, 흰색이었다. 적색은 주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색

으로, 특정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사

용되었고, 나무가 재료로 많이 쓰 기 때문에 갈색 또

한 가면의 주조색이었으며, 흰색은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색으로 가면에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가면의 상징성을 고찰한 결과, 크게 주술성, 유희성,

가장성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즉 다른 조형물과는 달

리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 던 가면은 풍요를 기원하

고, 악귀를 퇴치하고, 적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기 위

한 주술성, 무용이나 연극에서 사용된 가면에서 그 성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희성, 자신을 숨기는 동

시에 가면의 보호 아래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성이 내

재되어 있다.

현대 패션 컬렉션에 활용되고 있는 가면을 액세서리

와 의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액세서리에 활용된

가면은 주로 반 가면의 형태로 선 라스형, 투구형, 모

자형, 부채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었으며, 가

면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면은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

었고 포인트를 주기 위한 코사지로 활용되거나, 아플리

케, 비즈 장식, 프린팅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가면

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디자인보다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입체주의 기법에 의해 그 형태를 분해하거나

단순화시켜 장식을 하거나 프린트하여 표현한 예가 많

았다. 또한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면

은 형태, 소재, 색채의 측면에서 특별한 상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단순한 형태에 소재와 색채

면에서는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상과 동일한

소재나 조화되는 색상을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Romantic -

Primitive”라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3벌의 의상을

디자인하 다. 첫 번째 의상은 아메리카 서북 해안 지

역의 오리나무 가면을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실크

소재에 표현하고, 표현된 형태를 해체한 다음, 이를 아

플리케 기법을 사용하여 의복에 장식하 다. 두 번째

의상은 페루의 장례식 가면의 형태적인 특성과 장식적

요소를 가죽 공예 기법으로 표현하 다. 세 번째 의상

은 콩고 루바족의 나무 가면의 곡선미를 살려 재구성

한 모티브를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직물에

표현하고, 비대칭 라인의 원피스를 제작하 다. 이렇게

디자인된 3점의 의상을 통해 가면의 원시성과 의복의

현대성을 절충해 보고자 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가면은 인간의 꿈, 열망, 무의

식의 세계를 표출하며, 특히 다문화주의가 중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 속에서 다각적인 재창조 작업을 통

해 새로운 차원의 조형 예술로서의 의상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단편적인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현대 복

식의 다양한 표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

상 디자인의 역 개발 및 확대를 모색하며, 미흡하나

마 가면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다각적인 재창조

작업을 통해서 가면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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