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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클레의 회화를 응용한 남성복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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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ainting style has mostly affected the creativity of fashion design. The formative of shape and color shown 
in each painting has close relationship with fashion design. With use of ideas of artists, the fashion designers have made 
clothes having novel and creative designs. Since the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and complex and the men’s life style 
has been changed, the contemporary man expresses himself by fashion and he needs the fashion having emotionality and 
individ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customer’s needs seeking for the individuality of his own, the devel-
opment of much more originative and differentiated cloth design by adapting arts to fashion designs is needed.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aintings of Paul Klee, who is the representative contemporary artist, have been used as man’s dress 
shirts and jean pants. The paintings have been printed by CAD system. As a result of the adaptation of Paul Klee’s paint-
ing to men’s dress shirts and jean pants, a modern and creative design is developed. And also a new and differentiated 
design is achieved freely with use of the CAD system by changing the design, textile, and color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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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션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로 오래 전부터 패션 디자이너       

는 미술사조의 영감을 받아 건축이나 조각, 회화와 같은 예술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롭고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만들      

어왔다. 최근 ‘아이콘’ 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레오나르드 다빈      

치, 산드로 보티첼리, 폴 고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유명화가의        

명작을 그대로 패션 잡화에 담아낸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20세기 초, 폴 뿌아레(Paul Poiret)에서부터 1960년대의 이브생      

로랑을 거쳐 현대까지 예술작품을 의상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장르 중에서도 회화를 의       

상에 도입시켜 활력 있는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를 창출해 왔다.        

1965년 이브생로랑이 발표한 몬드리안 룩은 몬드리안의 작품      

Composition (1925)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여 커다란 화제      

를 불러일으켰다.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화가 파울 클레        

(Paul Klee)는 점, 선, 면, 색, 입체 등 조형적인 요소들을 작품          

에 적절히 표현하여 독특한 조형세계를 펼쳐 나갔다. 상징적인       

문자와 기호, 원시적인 색채로 이루어진 클레의 회화 작품은     

독특하며 창의적이 요소를 중시하는 현대의 패션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작이다. 현대의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칸딘스     

키, 마티스, 미로, 고흐, 피카소, 샤갈 등과 같은 유명화가의 회     

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의상과 패션소품에 응용해 왔지만 파     

울 클레의 회화를 의상과 접목시킨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실정이다.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함에 따라 소     

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남     

성들이 과거와 달리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되면서 감성     

적이고 개성 있는 패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중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진 패션은 실용적,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패션을 주도해 가며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았고, 남성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인 드레스셔     

츠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유롭     

고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레 회화의 형성 배경과 조형적인 특성     

을 알아보고, 자기만의 개성을 찾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패션을 예술에 접목시켜 보다 독창적이     

고 차별화된 의상디자인의 개발에 그 목적을 둔다. 디자인 전     

개는 남성복 드레스셔츠와 진팬츠에 클레의 회화를 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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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테마의 제안과 함께 컴퓨터 CAD를 이용한 다양하고 창        

의적인 남성복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크게 문헌연구와 이를 근거로 한 디자인       

연구개발로 이루어지는데 문헌연구는 미술 및 패션관련서적, 그      

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디자       

인연구개발은 최신유행경향과 관련된 2개의 테마로 나누어 각      

테마별로 드레스셔츠 4작품, 진팬츠 4작품을 Adobe Illustrator      

10과 Photoshop 7.0, Prima vi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으로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파울 클레의 회화

클레 회화의 형성 배경 : 클레는 1879년 12월 18일 독일         

뮌헨부흐제에서 출생하였다. 중조부는 오르간 연주자, 부친 한      

스 클레는 베른의 주립 사범에서 악기와 성악을 가르치는 교사        

였다. 이런 음악적인 분위기속에서 클레는 바이올린 교육을 받       

았고 미술에도 재능을 보여 4살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였다. 11        

살에 베른시 관현악단의 비상근 단원이 되었을 정도로 음악성       

이 뛰어났지만 미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음악가의 길       

을 포기하고 19세에 뮌헨에 있는 하인리치 그리니의 미술학교       

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05년 파리에서 프랑스 인상주의와의 접촉은 그에게 어둡      

고 밝음의 빛의 효과에 대한 방법적 탐구에 대한 충동을 일으         

켰으며 렘브란트, 고야, 세잔, 브라크, 피카소의 예술을 접하면       

서 회화에서 현대적 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1910년 스위스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11년 칸딘스키,      

마르크, 마케와 사귀어, 이듬해 1912년의 <청기사(靑騎士)> 제      

2회전에 참가하였으며 야블렌스키, 컴펜 동크, 가브리엘 묀터,      

한스 아르프, 들로네 등과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1914년 마케,        

무아이예와 함께 튀니지를 여행하면서 수채화로 많은 풍물을      

그렸고, 튀니지 궁전과 남프랑스 밤하늘에서 강렬한 색채적 감       

동을 통한 이치를 초월하는 체험과, 같은 해 1차 대전 경험으         

로 눈 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피안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회         

화신념을 굳혀, 이때부터 색채에 눈을 뜨고 새로운 창조세계로       

들어갔다. 그 뒤 색채화로 바뀌었으나, 기성화법의 모방이 아닌       

여러 가지 혼합기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선과 형, 투         

명한 색조의 음악적 톤 문제가 결합되어 사물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진실을 포착하기에 이르렀다(http://     

www.pohangart.com/moogi007).

1920년 건축가인 발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바우하우스에 교      

사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그의 천재적인 논        

리성에 더욱 체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클레 예술의 완성을 보        

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에서 그의 미술교육은 건축과 그 기본원칙들을 예      

로 들어 형태 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켜주는 것이었다. 클레는        

자신의 수업에서 건축적인 사고의 훈련에 역점을 두었다. 1925       

년 바우하우스가 데우사로 이전되고 공업과 기술 분야에서 차     

지하는 예술가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지자 수업은 합리     

적인 내용으로 국한되고 그의 창작에서도 기하학적인 구조의     

형성원리가 중심적으로 부각된다. 

1931년 클레는 뒤셀도르프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지만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그는 가택수사     

를 받게 되고 미술 아카데미에서 해고당한다. 그 후 1937년 클     

레의 작품 102점이 몰수되었고 그가 퇴폐예술가로 추방당할 때     

까지 12년간의 독일생활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뜻 깊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해고당하고 독     

일을 떠나 스위스 베른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1940년 6월 29     

일 무랄토 로카르노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사망한다. 

클레는 평생 칸딘스키와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추상에     

물들지 않았으며 20세기 전반을 관류하는 여러 미술 경향이나     

학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분파에도 분류할 수 없는 매     

우 독특한 세계를 이루어 나갔다(조정옥, 1996). 클레는 화가로     

서 음악가, 이론가, 시인, 철학자,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교사로     

서 많은 평론과 제안, 그리고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작가였다.

클레 회화의 조형적 특성 : 현대 미술의 선구자 중 한 사람     

인 파울 클레가 활동하였던 20세기 초반은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는 시     

기였으며 기존의 도덕과 철학이 흔들리던 때였다. 미술에서도     

사상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조형 예술이 급격한 변화를 보     

였으나 클레는 20세기 전반을 관류하는 여러 미술 경향이나 학     

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어떤 분파에도 분류할 수 없는 매     

우 독특한 세계를 이루어 나갔다. 파울 클레는 현대 미술의 구     

상적 경향에서 볼 때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상도, 극단적인 추     

상도 아닌 조형예술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확고한 조형정신을     

쌓고 끊임없는 창조를 거쳐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었다     

(정금희, 2001).

클레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박     

은정, 2002) Table 1과 같다. 첫째는 선과 색채의 특성에서 클     

레는 작품에서 선을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로 생각하여 유회적     

양상으로 내면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인상주의 그림의     

영향을 받아 빛을 화면에 끌어들여 형태를 더욱 부각시키는 색     

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 회색의 밤으로부터 나     

타난(1938)(Table 1-a), 가엾은 천사(1939)(Table 1-b), 번영하는     

항구(1938)(Table 1-c) 등이 선과 색채의 특성을 잘 표현한 작     

품이다. 

둘째, 클레의 회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호와 상     

징으로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은 형상들을 기호화하여 한 화     

면에 묶어 놓음으로서 의미를 단순화, 축소시켜 놀랄만한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갖게 되었다. 클레의 기호언어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자연적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잡아 올리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기호와 상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는 루세른     

근방의 공원(1938)(Table 1-d), 전설의 나일강(1937)(Table 1-e),     

달콤하면서 쓰디쓴 섬(1938)(Table 1-f), 붉은 조끼(Table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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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불(1940)(Table 1-h) 등이 있다. 

셋째는 아동화적 특성이다. 아동화에 나타나 있는 창조적인      

꿈, 관념, 공상과 그 이상의 것 들이 클레의 작품 속에 환상,          

기호, 그리고 점묘 등으로 나타나 있다. 클레의 창조적 조형성        

에 나타난 선적인 요소의 순수한 표현과 환상성 등은 아동화의        

기본적인 표현을 교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사고하      

고 창작한 작품 속에서 찾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집(1918)(Table 1-i), 노란새가 있는 풍경(1923)(Table     

1-j), 꽃의 소녀(1940)(Table 1-k), 인형극(1923)(Table 1-l) 등의      

작품이 이에 속한다. 

넷째, 원시 미술적 특성에서 클레가 원시미술의 기호학적 문       

양들, 여러 기호들, 반복과 고저, 리듬감으로 자신의 작품에 적        

절히 표현함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펼쳐 나       

갔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원시적인 요소는 원시인과 같은 창        

조의 세계에서 혹은 신비롭고 이상적인 우주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레몬과 수확(1937)(Table 1-m), 화려한 사람들      

(1939)(Table 1-n), 실물보다 큰 장미들(1938)(Table 1-o), 근위      

병과 수탉이 있는 풍경(1919)(Table 1-p) 등의 작품이 있다. 

2.2. Jean의 기원 및 역사

Jean의 기원 : 진의 어원은 이탈리아 제노비세 방언에서 찾        

을 수 있는데 genes(불)로서 이탈리아 제노아지방의 직물을 가       

리킨다. 중세이후 영국에서 ‘Serge de cotton’의 질과 가격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였는데 원산지에 따라 제니스 지방의     

‘Serge de cotton’를 ‘Jean’ 또는 ‘Jeane’라고 불렀다고 하며     

이것이 후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과 같     

이 쓰이는 데님의 기원은 고대 직물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생     

산되는 님스(Nimes)라는 능직의 면직물로 보고 있다. 이것을     

‘La serge de Nime’이라고 불렀으며 이후 미국식 표기로 바뀌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님으로 표기하게 되었다(이순홍·홍     

순화, 2000). 

데님은 인디고 청색 경사와 미표백 위사를 사용하여 표면은     

청색, 이면은 백색을 나타내며 두껍고 질긴 특성을 지녔는데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1860년 이후 리바이 스트라우스     

(Levi Strauss)는 바지를 제조할 수 있는 직물을 특별히 데님이     

라 명명하면서 진과 데님은 별개의 용도를 가진 직물로 간주되     

었다. 그 후 블루 데님(Blue Denim)이 진즈(Jeans)로 전이 된     

것은 19세기 후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표백하지 않은 파란실     

로 짜여진 데님을 선보이면서 부터이다. 공식적으로 진즈란 이     

름이 직물에서 바지로 뜻이 전이된 것은 20세기 중반기(1925-     

1950년대)로 오늘날 진즈라고 하면 데님지로 만든 바지, 작업     

복 바지 또는 오버올즈(Overalls)를 말한다(최진경, 2003).

 진 팬츠의 역사 : 진 팬츠의 역사는 미국의 청바지회사 리     

바이스의 역사이기도 하다. 1847년 독일 바바리아 출신의 리바     

이 스트라우스가 미국의 엘도라도에서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투박한 갈색 천막을 이용해 질긴 ‘리바이의 바지’(Levi’s     

Pant’s)를 만들어 팔면서 진 팬츠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리바이     

스(Levi’s)라는 상표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60년부터 텐트 천 대신에 ‘인디고     

(indigo)’라는 푸른 염료로 물들인 데님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실용적인 진을 위해 품질과 디자인 연구를 계속하여     

1873년에는 잘 터지는 바지 주머니솔기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     

고정나사인 구리리벳(rivet)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오늘날에     

도 구리리벳은 리바이스 진품임을 표시하는 상징이며 1922년     

에는 허리띠 고리를 고안해 냈고 1954년에는 처음으로 지퍼 달     

린 바지를 내놨다. 독수리 날개를 의미하는 아치 모양의 뒷주     

머니 박음질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류상표로 등록되었고     

말 2마리가 그려져 있는 가죽 패치는 2마리의 말이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http://news.naver.com/news). 

초기의 오버올즈가 지금과 비슷한 진 형태를 갖춘 것은     

1930년대부터다. 그 전에는 멜빵 매는 스타일의 바지였는데 30     

년대 말경 벨트 고리가 부착된 형태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블루     

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블루진은 고가여서 목장 경영     

자들이 성공의 표시로 즐겨 입다가 1950년대 세계대전에서 승     

리한 미국이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시대로 넘어가면서     

블루진은 일상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영화나 TV의 영향     

으로 서부영화 액션 드라마 등에서 제임스 딘, 엘비스 프레슬     

리 말론 브란도 등 1950년대 청춘스타들이 청바지를 입고 나     

오면서 대중들에게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Table 1. 클레회화의 조형적 특성

조형적 특성 클레작품

선과 색채: 선을 기

본적인 모티브로 생

각하여 유회적 양상

으로 내면세계를 다

양하게 표현

   

기호와 상징: 현실

적으로 어울리지 않

은 형상들을 기호화

하여 한 화면에 묶

어 놓음으로서 의미

를 단순화하고 축소

시킵.

   

아동화적 특성: 아

동화에 나타나 있는 

창조적인 꿈, 관념, 

공상, 또는 그 이상

의 것들이 환상, 기

호, 점묘 등으로 나

타남

   

원시 미술적 특성: 

원시미술의 기호학

적 문양들, 반복과 

고저, 리듬감 등을 

작품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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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진 팬츠는 미국서부개척시대에 탄생하여 오늘날까     

지 히피문화의 대변자로, 청년문화의 자유와 반항의 표현으로,      

반기성문화의 상징으로, 여성들에게는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여성 지위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진패션은 실용적,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패션을 주도해 가       

며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2.3. Shirt의 기원 및 종류 

셔츠의 기원은 BC 21년 로마시대의 튜닉의 일종인 스브그       

리(피부에 직접 닿는 의상)로 거의 변화 없이 기본적인 T자형        

으로 이어지다 14C경 노르만 지방의 한 귀족에 의해서 Neck        

Band가 발명되었다. 이는 목 부분의 보강, 개선이라는데 의미       

가 있으며 추운 기후에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목 부분을         

감싸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셔츠의 어원은 스킨디나비아어인 스키르티(Skyrta = 짧은 옷)      

가 100년 후 영어로 스키르트(Scyrte)로 변한 뒤 1530년경       

‘shirt’로 되었으며 ‘짧은 상의’라는 뜻이었다(http://kin.naver.    

com/browse). 현재의 드레스 셔츠는 19세기 기본 스타일이 완       

성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흔히 사용하는 와이셔츠란 흰 셔츠란 뜻이며, 영어의 화이트 셔        

츠(white shirt)의 와음(訛音)으로 디자인은 앞트기가 있고 셔츠      

소매로 된 긴 소매와 스탠드분(分)이 있는 셔츠칼라, 싱글 또는        

더블의 커프스가 달린다. 이 중에서 칼라와 커프스의 형은 유        

행과 취향에 따라서 다소 변화한다. 칼라는 칼라의 표준형인 레        

귤러 칼라로부터 칼라 끝이 짧거나 길게도 되고 끝을 둥글리기        

도 하며, 칼라 버튼으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도 만든다.         

커프스에도 더블이나 싱글의 부착된 것에서부터 커프스 버튼으      

로 맞췄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신사복 상의 밑에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칼라와       

소매부리는 겉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길게 착용한       

다. 보통 1 cm 정도가 나오게 착용하는 것이 정식이며 옷감은         

면브로드가 대부분이고, 직사(織絲)의 굵기에 따라서 60, 80,      

100, 120번수로 부르며, 견과 같은 촉감의 200번수도 사용된다.       

그 밖에 마 ·견 ·모 ·화학섬유의 혼방직 등이 쓰인다. 셔         

츠는 디자인과 용도에 따라 폴로셔츠, 커터셔츠, 오픈셔츠, 아       

이비셔츠, 알로하 셔츠, 러프라이더 셔츠, 셔츠웨이스트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셔츠의 칼라 모양에 따라서는 레귤라 칼라, 와        

이드 스프레드 칼라, 버튼 다운 칼라, 탭 칼라, 핀 칼라, 크레          

릭 칼라로 분류한다(http://blog.hanafos.com/beauty365/267).

3. 회화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

패션의 창의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미술양식으로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패션과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패션디자이너들은 예술가들의 아이디      

어를 이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복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현       

상을 두고 의상학자들은 한 시대의 의상스타일은 동시대 혹은       

전시대의 미술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경화, 1997).

특히 예술 장르 중 회화를 의상에 도입시켜 활력 있는 디자     

인의 모티브를 창출시키려는 시도를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하     

고 있다. 오늘날 의상은 회화나 조각, 음악, 건축, 문학과 같은     

예술분야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본다(김혜린, 1999). 20세기 초,     

폴 뿌아레, 마들렌느 비오네, 엘자 스키아빠렐리에서부터 1960     

년대의 이브생로랑을 거쳐 현대까지 예술 작품을 의상에 접목     

시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1965년 파리 컬렉션     

에서 이브생로랑이 발표한 몬드리안 룩은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방하여 만든 의상으로 수평선, 수직선, 정     

방형, 장방형의 형태와 공간 구성에 의한 것으로 이브 생 로랑     

이 처음 시도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Fig. 1).

1966년에 제작된 옵아트프린트의 수영복은 옵아트의 대표적     

인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의 작품을 응용한 것이며(Fig. 2) 지아     

니 베르사체가 1990년에 발표한 드레스에 반복적으로 프린트되     

어 있는 마릴린 몬로의 얼굴은 팝아트(Pop Art)의 작가인 앤디     

워홀의 작품(Fig. 3)으로 앤디 워홀은 영화배우와 같은 유명인들     

(마릴린 몬로,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테일러)과 그 외의 공     

적인물(재키 케네디, 워홀 자신 등)들을 대상으로 판화기법 가운     

데 하나인 실크 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 ‘열네송이의 해바라기’는 많은 디     

자이너들이 의상에 모티브로 사용해 왔다. 1980년에는 이브 생     

로랑의 작품에, 그리고 최근의 남자 드레스 셔츠(Yezac)에도 그     

의 회화가 응용되고 있다(Fig. 4). 최근에는 ‘아이콘’ 이라는 브     

랜드에서 세계적인 유명화가의 명작을 그대로 패션 잡화에 담     

아낸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Fig. 5는 에드가 드가의 발레     

리나 작품을 가방과 구두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이다. Fig. 6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Jacqueline Hancher이 재킷에 응용한 경우     

이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예술 장르 중 회화를 의상 디자인의 모     

티브로 활용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창출시키려는 시도     

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클레 회화를 응용한 남성복 디자인 개발

4.1. 디자인 의도 

최근 21세기 남성 트렌드는 새로운 남성상을 표현하는 ‘메     

트로섹슈얼’로 대표된다. 1990년대 중반 영국의 작가 마크 심     

슨이 새로운 타입의 남성종족으로 붙여준 용어인 메트로섹슈얼     

은 세련된 미적 감각과 교양을 지닌 도시 남성을 뜻하며 과거     

힘으로 대표되었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들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기꺼이 여성스러움을 받아들이려는 열     

망을 가진 것으로 설명 된다(정부효, 2003). 

2004년 제일기획의 조사에 의하면 ‘양성형 그룹 - Mr.     

Beauty와 Ms. Strong’은 조사 대상 남성의 57.3%, 여성의     

66.7%나 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통적 성역할 개념의 변화,     

메트로섹슈얼, Mr. Beauty 트렌드는 단순한 패드현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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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사회 전반의 변화 흐름이다. 옷 입기가 더 이상 여성         

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소외되었던 남성 소비자       

들을 브랜드의 주요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        

팅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http://www.samsungdesign. net).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최근의 남성복 트렌드를 반영한 테       

마를 2개로 선정하여 클레의 회화를 남성복의 진 팬츠와 드레        

스 셔츠에 프린팅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클레의 회화 중 남성        

복의 진 팬츠와 드레스 셔츠에 접목 가능한 회화를 13점 선정         

하여 2개의 테마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테마별 디자인      

구성은 Table 2와 같다.

4.2. CAD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 전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분야는 점차      

적으로 고기능화, 자동화, 컴퓨터화, 인공지능화 되어 가고 있       

다. 컴퓨터는 정보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자동차, 건축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주요 구성요소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그       

응용 범위도 확장되어 섬유 패션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즉 제작기간 단축화, 효과의 극대화, 비용절감, 디자인의 차        

별화 등으로 경쟁력을 꾀하고자 수작업에만 의존해 왔던 디자       

이너들은 컴퓨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CAD의 활용 범위도      

다양화되었다. CAD란 설계자동화 시스템으로 디자인 시스템     

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작업을 화면상에서 할 수 있도록        

편집, 스캔, 리피트, 컬러웨이, 저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섬유 관련 CAD 장비의 국내 활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단순디자인, 컬러웨이용으로부터 선염, 자카드     

등의 직물 설계 및 생산 날염 원단의 디자인을 비롯하여 제도,     

제판 작업의 자동화 및 니트, 편직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범위가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의 디자인 연구는 컴퓨터 디자인 시스템의 Adove Illustrator     

10, Photoshop 7.0, Prima vi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     

스케치, 컬러웨이, 텍스타일 제작, 문양 프린트 등의 작업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및 텍스타일을 표현하였다. 

 

4.3. 디자인 전개

테마 I은 ‘Retro Urban’으로 차가운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     

과 추억으로 기억되는 레트로 노스탈지아 감성과 1950, 1960     

년대의 복고적 디자인 감성을 도회적이며 메트로섹슈얼의 감각     

과 조화를 이뤄 세련되고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테마 I     

에 응용한 클레의 회화는 ‘언젠가 회색의 밤으로부터 나타난’     

‘가엾은 천사’ ‘번영하는 항구’ ‘루세른 근방의 공원’으로 기     

호와 상징으로 표현된 회화가 복고적이며 도회적인 남성복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칼라는 그레이쉬한 파스텔칼     

라로 gray, reddish orange, lime yellow, apple green, plastic     

pink, blue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프로패셔널한 이미지를 연출하     

였다. 팬츠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데님 소재의 칼라진을 사용하     

였으며 실루엣은 skinny tight형으로 메트로섹슈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텍스타일 CAD 시스템의 texture mapping     

기법을 응용하여 진 소재의 느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남성 정     

장의 전통 스타일인 드레스 셔츠는 실키 가공한 면 소재로 품     

위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클레의 회화     

   

Fig. 1. Composition(1925), Piet Mondrian  

 Yves Saint Laurent, 몬드리안 룩(1965). 

Fig. 2. Victor Vasarely 회고전, 런던 로버트  

 샌델손 갤러리(2003) 옵아트형 수영복(1966). 

Fig. 3. Marliyn from Ten Marliyn(1967), Andy      

 Warhol Gianni Versace(1990).

   

Fig. 4. Vase with Fourteen Sunflowers(1888), 

 Vincent Van Gogh Yves Saint Laurent(1980),

 YEZAC(2005).

Fig. 5. Frieze of Dancer(1873), Edgar Degas

 ICON(2005).

Fig. 6. Blue nude ⅳ(1952), Henri Matisse

 Jacqueline Han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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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텍스타일로 개발하여 드레스 셔츠나 팬츠의 일부분으로 활       

용하기도 하였고 완성된 셔츠나 팬츠위에 art & craft one        

point print 기법으로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테마 I에 사용한 CAD 기법을 살펴보면, Adove Illustrator       

프로그램으로 드레스 셔츠와 팬츠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Photoshop과 Prima vision 프로그램에서 texture mapping과     

weaving mode를 이용하여 텍스타일을 제작하였다. 그 위에     

color way 작업을 한 후 클레의 회화를 모티브로 구성하여 프     

린트 효과를 내었다. Table 3-a의 드레스 셔츠는 입체감있는 면     

소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plain 조직으로 texture mapping을 한     

후 클레의 회화 ‘루세른 근방의 공원’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셔     

츠 앞 가슴부분에 프린트하였다. Table 3-b는 white solid 셔츠     

Table 2. 테마별 디자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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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하학적인 스트라이프 무늬를 4방향 배열로 배치하고 클       

레의 회화 ‘번영하는 항구’의 모티브를 셔츠 앞판 왼쪽에 프린        

트하여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Table 3-c의 셔츠 디자       

인은 다이아몬드 조직으로 texture mapping을 한 후 클레 회화        

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셔츠 앞판 오른쪽에 프린트하고 칼라와       

커프스부분에는 배색 처리하였다. Table 3-d는 광택 있는 실크       

소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satin 조직으로 텍스타일을 만들고 셔       

츠 뒤판 중앙에 클레 회화를 원 포인트 기법으로 배치하였다.        

팬츠는 데님 효과가 나는 twill 조직을 이용하여 texture       

mapping을 한 후 다양한 컬러베리에이션으로 color jean을 표       

현하였고 클레의 회화를 팬츠의 일부분에 프린트하였다(Table     

3-e,f,g). Table 3-h의 팬츠는 세련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표현       

하기 위하여 바지폭이 넓은 통바지를 스케치하였고 stripe 조직       

으로 repeat하여 텍스타일을 제작한 후 클레의 회화 ‘달콤하면       

서도 쓰디쓴 섬’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프린트하였다

테마 II는 ‘New Alternative’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성 중시의 새로운 브르조아 소비자들은 모든 사회적 고정관     

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환경, 라이프스타일, 예술, 패     

션 등을 재창조하는 동시에 건강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     

을 담아낼 수 있는 개성적인 멋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친     

환경적이며 타임리스 웨어처럼 격식과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클레의 회화는 ‘붉은 조끼’ ‘실     

물보다 큰 장미들’ ‘달콤하면서 쓰디쓴 섬’ ‘죽음과 불’ ‘전설     

의 나일강’ ‘화려한 사람들’로 원시적이며 화려한 색채의 회화     

를 빈티지한 진 팬츠와 컬러풀한 드레스 셔츠에 적용하였다. 

칼라는 개성을 중시하면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     

는 브르조아 보헤미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드레스 셔     

츠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칼라로 sky blue, violet, khaki, red,     

grassy green을 사용하였다. 진 팬츠는 인디고 블루 칼라와 다     

크 잉키 블루 칼라로 만들어 전통적인 진 패션을 연출하였고     

빈티지한 느낌과 낡은 데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올풀기, 덧칠하     

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비비드 컬러의 화려한 드레스 셔     

츠와 빈티지한 인디고 진 팬츠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패션     

Table 3. 테마 I의 디자인 구성

테마 I: Retro Urban

드레스 셔츠: 클레 회화의 원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레스 셔츠의 칼라는 그레이쉬(grayish)한 파스텔 칼라를 사용하였고 소재    

는 실키 가공한 면과 도비실크를 사용하여 복고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진 팬츠:  실루엣은 skinny tight형이며 소재는 pink, yellow, blue 등과 같은 칼라 데님을 사용하여 메트로섹슈얼 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팬츠위에 art & craft one point print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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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테마 II에 사용한 CAD 기법을 살펴보면, Table 4-a의 셔츠        

디자인은 dot 무늬를 전방향 배열로 배치하여 texture mapping       

을 한 후 red color를 입히고 클레의 회화 ‘화려한 사람들’의         

모티브를 셔츠 뒤판 중앙에 원 포인트 기법으로 프린트하였다.       

Table 4-b는 캐주얼 셔츠의 원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 스트라        

이프의 실제 원단을 스캔으로 받아 repeat하여 텍스타일로 제       

작하였고 color는 원단자체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감을      

표현하였다. Table 4-c는 diamond 조직으로 texture mapping을      

하였고 Table 4-d는 plain 조직에 엠보싱효과가 있는 텍스타일       

로 만들어 입체감 있는 셔츠를 표현하였다. Table 4-e의 팬츠는        

클레의 회화 ‘전설의 나일강’에서 얻은 모티브를 repeat하여 진       

팬츠의 텍스타일로 만들었고 낡은 데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CAD의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끝 올풀기, 빛바랜 느낌 등을 추        

가하였다. 일정 크기의 모티브를 repeat하여 텍스타일로 만들      

때는 프레임이 잘 맞아야 하는 데 CAD 작업을 통해 정확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Table 4-f는 블루진의 데님효과를 내        

기 위하여 twill 조직을 이용하여 texture mapping을 하였고     

CAD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낡고 구멍뚫린 느낌을 표현하     

였다. Table 4-g와 Table 4-h는 진 팬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님의 실제 원단을 스캔받아 repeat하여 텍스타일로 제작하였     

고 color는 원단자체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팬츠위에 클레     

의 회화를 모티브로 사용하여 프린트하였고 워싱 효과와 빈티     

지한 느낌이 나도록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여 진 팬츠를 사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각 테마별로 드레스 셔츠 4점, 팬츠 4점을     

디자인하였고 테마I, 테마 II의 디자인 구성은 Table 3, Table     

4와 같다.

5. 결 론 

패션과 예술은 상호의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다른 표현 방법과 조형개념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발전해 왔     

다. 예술의 한 영역인 회화와 의상디자인의 접목은 끊임없이 시     

도되어 왔고 개성적이며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Table 4. 테마 II의 디자인 구성

테마 II: New Alternative

드레스 셔츠: red, sky blue, violet, khaki와 같은 화려하고 강렬한 칼라로 건강하고 자유로움을 연출하였으며 소재는 dot와 stripe     

가 있는 면 소재를 사용하였다. 셔츠의 앞 가슴부분, 주머니, 등판과 같이 다양한 위치에 클레의 회화를 프린트 배치하여 새     

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진 팬츠: 인디고 블루 데님과 블루 데님을 사용한 전통적인 진 팬츠 소재에 빈티지하면서 낡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올풀                 

기, 덧칠하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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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조형성은 의상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의상디      

자인의 창의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미술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파울 클          

레의 회화를 남성복 드레스 셔츠와 진 팬츠에 응용하여 패션        

테마의 제안과 함께 컴퓨터 CAD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       

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남성복 디자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울 클레 회화의 형성 배경과 조형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현대 회화가 의상에 미친 영향과 현        

대 회화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한 클레 회화를 접목시킬 아이템으로 선정한 남성복 드레스 셔        

츠와 진 팬츠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2개의 테마를 선정하였으며 각 테마별로 드레스       

셔츠 4작품, 진팬츠 4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적인 디자인의 창출을 위해 현대 회화가 의상디자       

인 발상의 모티브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징적인 문자와 기호 등 조형적인 요소들을 작품에       

표현한 클레의 회화가 남성복의 dress shirt와 접목되어 현대적       

이며 창의적인 디자인이 창출되었다. 

셋째, 원시적인 색채로 이루어진 클레의 회화가 다양한 색상       

의 진팬츠에 적용되어 원색과의 대비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진팬츠 패션을 표현하였다. 

넷째, 디자인 캐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텍스타일       

개발, 컬러 웨이를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변화시켜 볼 수 있었        

고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최근 미술사조와 패션의 연계성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 회화를 의상 및 패션관련 용품     

에 응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클레의 회화를 응용한 드레스 셔츠와 진     

팬츠의 디자인 개발은 고부가가치 상품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리라 사료되며 아직까지 패션과 접목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응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     

상 디자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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