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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h trend offers new fashion designs as a formative art with creative spontane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work out fashion design methods whereby fashions can be developed into an art form embracing 
handicraft premium textures, geometric formativeness and traditional beauty so as to satisfy the individualist 
expression desires of modem people who pursue practicality, originality, and beauty of simplicity. This art form 
also allows new images to be expressed. The corresponding methods studied include the abstract space and tech
nique of patchwork that can create artistry and aesthetic functionality into differentiated levels of images, and 
geometric abstraction from Mondrian' works. Fashion designs based on patchwork techniqu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ndrian's works reveal that the patchwork technique using diverse materials is an artistic technique with high 
handicraft value. This technique provides new value to traditional aesthetic materials of clothing, and that Mon
drian's unique designs are very effective in developing new iashion designs because they provide artistry and unique 
effects to modem fashion expression.

Key words: characteristics of Mondrian's works （몬드리안 작품 특성）, fashion design （패션 디자인, patchwork 
technique（패치워크 기법）.

I .서 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상은 끊임없이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상에 대한 관심 

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미를 추구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의상은 일반 조형 예 

술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기능적 측면만이 아닌 새로 

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하 

였고 이에 따라 의상에 다양한 표현 양식을 도입 • 

응용함으로써 미적 기능을 살리고, 창조의 자율성을 

갖는 조형 예술로써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간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 

키면서도 희소가치를 지닌 고품격, 고부가가치의 의 

상을 제작하기 위해, 표현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함으

이 논문은 200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지원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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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재질적인 효과를 증대시킨 독자적인 방법이 나 

타나고 있다. 즉 회화, 조각, 꼴라쥬 뿐만 아니라 자 

수, 비즈장식, 위빙, 퀼팅 등의 수공예적 기법이 도입 

된 고급 의상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표현 모티브로서 

전통적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작 

가의 주관적이며 창의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치워크의 예술적, 미적, 

실용적 가치와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기 

하학적 추상의 미적 특성과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패 

치워크의 면 구성을 몬드리안의 작품에 접목시켜 선 

과 면을 주로 사용한 현대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그 

러므로 패치워크의 추상 공간과 몬드리안의 작품에 

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적인 추상성과 독특한 이미지 

를 통해 수공예적인 고급스러운 질감과 조형성을 발 

견해 내고, 실용성과 독창성, 간결미를 추구하는 현 

대인의 개성적 표현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앞으로 

의상이 전통적인 미를 내재한 예술로서 발전하고 새 

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패치워크의 정의, 

문양, 특성 등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실제 패치워 

크를 이용한 의상을 살펴보았으며, 몬드리안의 생애 

와 독창적인 작품 세계 그리고 그의 작품 특성을 응 

용한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또한 패치워크 기법 

과 몬드리안 작품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 

제작은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치워크 기법의 

조형 적 표현방법을 응용하고 몬드리안의 작품 중 그 

의 작품세계가 가장 잘 표현된 5점의 작품을 토대로 

전체적인 형태의 기하학적 패턴, 의상의 실용성 및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총 5점의 의상을 디자인 • 제 

작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패치워크

패치워크(Patchwork)는 직물의 역사와 함께 수세 

기에 걸쳐 발전해 왔다. 즉 '깁는 행위(Patching)，에서 

시작된 패치워크는 인류가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발생하여, 부족하거나 희귀 

한 옷감의 남은 조각들을 이용해 실용품을 만들거나 

낡은 옷을 수선할 때 쓰는 등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바느질 방법이다. 패치워크는 여러 가지 색깔과 패턴 

을 갖는 조각들을 이어서 바느질하여 패브릭(Fabric) 

이나 퀼트(Quilt)의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패치워크 기법이란 여 

러 개의 작은 헝겊 재료들을 모아서 제작자가 임의대 

로 구성하여 맞붙이거나 접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 

드는 기법을 뜻하며 그 영역은 단순히 실용품이나 장 

식용품 제작의 범위를 벗어나 3차원적인 예술 작품 

을 창조하는 섬유 예술 기법의 하나로까지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패치워크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20세기 추상주의와 기능주의의 환경 속 

에서 현대 감각에 맞는 예술 작품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산업 발달에 의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섬 

유 및 직물의 가공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패치워크 작품도 보다 용이하게 제작되고 디자인 또 

한 자유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서 그 성격도 변하여 실용을 주목적으로 하던 경향이 

점차 장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 패치워크의 문양

패치워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을 단순화시키면서 예술성을 가미한 형태로 변형되 

어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문양으로 발달해 오고 있 

다. 패치워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 복합된 문양은 규칙적인 질서를 지니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지며, 이러한 기하학적 문양의 가치 

는 20세기의 기하학적인 추상주의 미술이 대두되면 

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패치워크의 문양으로는, 

장방형, 사선형, 육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삼각 

형, 다이아몬드형, 장사방형, 조개껍질형, 수직형, 수 

평형 등이 있는데(표 1), 이것들은 패치워크에 있어 

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면 구성으로 이렇듯 단순한 문 

양의 패치워크 구성방법도 있으나 다양한 크기, 형 

태, 패브릭의 조합과 거기에 장식적 효과가 더해진 

복합된 문양의 구성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2).

1) 황지연, "패치워크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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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치워크의 문양에 따른 분류

종류 특징 문양 종류 특징 문양

정방형

같은 크기의 정방형이 모 

여서 이룩된 형대로 동일 

한 크기의 방향이 반복됨 

으로써 오는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색채 혹은 문양 

으로써 대비시킴.

______

사선 형

이등변 삼각형이 질서, 

정연하게 모여서 사선을 

이루도록 배치.

蠢灣

육각형

패치워크에 있어서 전통적 

인 문양.

중심의 하나의 육각형과 

그 주의에 여섯 개의 육각 

형이 놓임으로써 만들어지 

는 별(Star) 모티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기계적인 것이나 손작업 

에의한것둘다매우유 

용한 형태이며, 큰 면적 

을 신속하게 완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문양.

驚樂?聲遂쩌驚^渗孳懋

ru
삼각형

삼각형의 수평 구성, 별 모 

양의 구성 또는 육각형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태와의 

조합이 용이한 문양.
籲泌綸參^簸窈^鹼綴编

다이어몬드형

대조적인 천으로 다양한 

연출을 하기에 좋은 문양 

이며, 이등변 삼각형이 

두개, 혹은 네 개가 모여 

다이아몬드 형을 이룸.

w：；-:..

二 

會* 기"

장사방형

장사방형에는 평행사변형 

과 사다리꼴 문양이 있음. 

모든 형태에 가장 적합한 

문양으로 심플하여 손바느 

질뿐만 아니라 기계에 의 

한 바느질도 가능.

조개껍질형

전통적 패턴으로 이들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진 

문양이 가장 보편적이나 

디자인이 어렵고 완성하 

는 데 보다 큰 기술 필요.

*嬴壊。賢蜃

A

수직 형

수직선을 이용한 문양으로 

수직으로 내려온 선을 위 

주로 간격을 크고, 작게 나 

누어 긴 방향을 반복.

수평 형

다양한 크기의 방형 등이 

옆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 

으며 중심이 없는 것이 

특징.

Ma
패치워크를 이어 붙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 

면, 패치워크 문양의 기본 블록을 서로 규칙적으로 

이어 전체적 문양을 만드는 '피스 패치워크(Pieced 

Patchwork)，와 서로 다른 형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조 

각들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덧붙여 나가거나 연속적 

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어플라이드 패치워크(Applied 
Patchwork)',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라 

이프 형태의 연속 무늬가 생기게 만드는 '쎄미놀 패 

치워크(Seminole Patchwork)', 평면의 패치워크 문양 

에 입체적인 표면 효과를 더해 주기 위해 플리츠와 

터크 등을 사용하는，플리트 패치워크(Pleated Patch- 

work)'로 나눌 수 있다(표 2).

2) 패치워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치워크 

는 최근에는 문화 수준의 향상과 독특한 개성을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실용성, 장식성을 더욱 중 

요시 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고적인 

경향을 띄는 의상에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김윤희, "패치워크기법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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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패치워크 연결 방법에 따른 분류

종류 특징 문양 종류 특징 문양

피스 

패치워크

패치워크 문양의 기본 

블록을 규칙적으로 이어 

붙임.

%* b Z
어플라이드 

패치워크

서로 다른 형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을 일정한 형 

식에 의해 덧붙여 나가거나 

연속적으로 연결.

撃%衬 

fell
監蓋薛 g胡

쎄 미놀 

패치워크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 

들을 이어 스트라이프 

형태의 연속무늬가 생기 

게 연결.

플리트 

패치워크

플리츠와 터크 등을 사용하 

여 입체감이 생기게 이어 붙 

임.

— —— -
1 1

패치워크의 기본적 면 구성에는 직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장사방형 등이 있으며 그 중 직사각형 

의 형태가 반복되는 구성을 하고 있는〈그림 D은 색 

상의 명도 차이를 이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는 시각 

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방형의 패턴을 반 

복하여 표현한〈그림 2〉는 차분하면서도 화사한 여 

러 색채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그림 3〉은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 

라이프 형태의 연속 무늬가 생기는 것에 중점을 둔 

쎄미놀 패치워크를 의상의 끝자락에 사용하고 있으 

며,〈그림 4〉는 사각형 모양의 패치워크를 의상에 

접목시켜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5〉는 각기 다른 크기의 육각형 가죽으로 독

〈그림 1> 제2회 대한민국 

전통 의상 공모전 최우수 

상작.

〈그림 2〉패치워크 원 

피스 패션신문 114호 p. 
12.

〈그림 3> 저|2회 대한민국 〈그림 4> 홍은주 2002 
전통의상 공모전 대상작. 년 S/S 서울 컬렉션.

특한 형태의 패치워크 문양을 창조하였으며, 좌 • 우 

대칭 형태로 패치워크를 표현한〈그림 6〉은 스웨이 

드 소재를 사용하였다.

2.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세계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본명은 피터 코 

르넬리스 몬드리안(Pieter Comelis Mondriaan)으로, 몬 

드리안은 1872년 3월 7일,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경향의 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피터 코르넬리스 몬 

드리안 1세(Pieter Comelis Mondriaan, 1839~1915)와 

코크(Kok) 태생인 조한나 크리스티나 몬드리안(Jo

hanna Christina Mondriaan, 1839~1905) 사이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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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패치워크 스커 

트 패션신문 20이년 11월 

26일 p. 19.

〈그림 6> 패치워크 자 

켓 파리, 런던 91-92 f/w 
컬렉션지 P- 225.

째로 태어났다". 엄격한 도덕성과 부권이 강한 정통 

적인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자라난 몬드리안은 

1886년경부터 아버지와 화가인 삼촌 프리츠 몬드리 

안(Fritz Mondriaan, 1853〜1932)의 도움으로 화가로 

서의 훈련을 시작하여 1917년 반 데르 렉(Bart van der 
Leek), 반 되스부르흐(van Doesburg), 빌모스 후스자 

흐(Vilmos Huszar)와 함께 데 스틸(De Stijl)을 조직令하 

고 잡지도 간행하였다. 1918년, 데 스틸 첫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몬드리안은 마름모형 구성을 하기 시작 

하여 신조형주의를 창시, 순수 추상을 지향하는 유력 

한 작가로 발돋움하였다. 1922년 그의 친구들인 페테 

르 알마(Peter Alma), 우드(J.J.P. Oud) 등이 스테더레 

이크 미술관에서 그의 회고전을 조직했으며, 다음 해 

에는 레옹스 로상베르 화랑에서 데 스틸 전시회를 열 

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1944년 3월 1일 72세의 나이 

로 머레이힐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1) 작가의 예술세계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들은 인습적인 형식에도 불 

구하고 거기에는 독특하고 개성적이며 본질적인 특 

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으며, 네덜란드 미술 양식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헤이그파적인 색조를 띠고 있었 

다. 해가 지날수록 몬드리안의 작품들은 형 태들의 단 

순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색채들의 단순한 대조에 의 

해 강화되어 있는 긴장감과 웅대함의 특징을 보여준 

다.

직선, 직각, 삼원색(빨강, 노랑, 파랑), 삼무 채색 

(흰색, 회색, 검정색)의 엄격한 제한 속에서 작업하면 

서 피에트 몬드리안은 개성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이 

고, 작품의 외형적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모방할 수 

없으며 또한 20세기 회화, 조각, 건축, 응용미술 등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회화 양식을 창조하였다? 몬 

드리안은 추상 미술의 선구자이자 확립자로서 객관 

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회화 방식을 새로운 조형 즉 

신조형주의라 불렀으며 동시에 그는 그의 예술이 인 

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해 주는 등대 구실을 

하길 원했다.

몬드리안은 나무들, 교회 정면들, 집들 등의 풍부 

하고 다양한 자연 형태들을 회화적 기호들로 된 구조 

즉 하나의 공식적인 표시들로 나타내었으며, 그가 추 

구하는 것은 원칙들을 따라 작품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다양성을 간단한 기호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을 몬드리안은 모색하고 있었으며 몬드리안의 작품 

은 그 내적인 응집력 때문에 인상적이었으며 그로부 

터 생겨나는 발전을 위한 추진력 때문에 더더욱 인상 

적이었다. 이 추진력은 다름 아닌 '항상 더 멀리'가고 

자 하는 욕구인 것이다. 몬드리안은 더욱 더 회화 방 

식을 순화시키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삭제하여 사물 

들의 본질과 그 상호관계의 연관성에 대해 추구하였 

는데“ 그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들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김미애, "몬드리안의 회화에 나타난 미학사상-1912년 이후 작품 중심으로” (대구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4), p. 3.
4) 로즈마리 램버트, 20세기의 미술, (애경산업사', 1996), p. 38.
5) 김진식, “몬드리안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 - 신조형주의 • 데스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16.
6) 한스 야페, 몬드리안, (서울 : 중앙일보사, 1991), p. 9.
7)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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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1921년, 캔버스에 유채, 40x40cm / 뉴욕, 오시닝, 

하버트 M. 로스쉴드부부 소장）

몬드리안 자신이 목표로 세웠던 새롭고 개성적인 

양식의 발견은 이 작품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며, 이 

작품으로 몬드리안은 고전적인 평형 상태와 완전한 

확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은 선적인 구조 즉 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선들은 

이전 작품에서 보다 훨씬 더 넓어졌으며, 일률적으로 

무연탄 색깔인 짙은 청회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 

한 색채는 그 선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조의 밝은 

회청색뿐 아니라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들과 대조 

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하며, 무엇보다도 3원색과 

같은 영역을 차지하는 검정색 면과 대조를 이룬 것처 

럼 보여진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작품 이후의 작품들 

에서 왼쪽의 빨간색 영역이 전체 구성에 대해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그림 7）.

（2）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1921년, 캔버스에 유채, 39x34cm / 헤이그, 시립 

미술관, S.B.슬라이페르 소장품）

이 작품부터 몬드리안의 색채의 범위는 3원색으 

로 결정되었다. 몬드리안이 1921년에 자신의 경험에 

의해 도달하게 된 결정들은 첫 번째, 조형 매체는 3원 

색과 3무채색으로 된 평면 혹은 사각 프리즘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조형 수단의 크기와 색채는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가치를 지니는 등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구성은 무채색의 정사각형과 작은 색 

면들에 의해,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힘의 중심을 이루고 있 

는 횐색 영역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정사각형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시각상으로는 정사각형의 효과를 

내고 있다. 면들의 세분화는 대규모로 되어 있으며, 

색채의 조화는 더욱 단정하며 더욱 단순화 되었다 9 

그림 8）.

（3）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1930년, 캔버스에 유채, 50x50cm / 뉴욕, 아먼드 

P. 바르토스 부부 소장）

■111一IMI1J
〈그림 7> 빨강, 노랑, 파랑 

의 구성 1, Piet Mondrian, 
Hans L. C. Jaffe, p. 105.

〈그림 8>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Piet Mon
drian, Hans L. C. Jaffe, 
p. 107.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려하고 원색적인 

빨강이 차지하는 큰 면적은 이 작품의 주조로서 강한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것과 색의 사용을 완전히 피했 

고 대신 굵기가 다른 선들의 대조로 그 구성의 특성 

과 균형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9）.

（4） 노란 선들의 구성

（1933년, 캔버스에 유채, 대각선의 길이 Hl cm / 
헤이그, 시립 미술관）

이 작품은 과거와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뿐 아니 

라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몬드리안의 모든 작품 중 

캔버스 안에서 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유일한 작 

품이라 알려져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그의 파리 시절 중 그린 마지막 작품에 해 

당하며, 여전히 마름모 안에서 조차 수평적-수직적 

대립에 따른 근본적 정확성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검정색을 배제함으로써 미래를 지향 

하고 있는데 이는 1941년 이후의 작품들을 예고하고 

있으며 마름모 형태이자 검정색이 들어있지 않은 몬 

드리안의 최후작〈빅토리 부기-우기〉까지 그 관련성 

을 갖는다（그림 10）.

（5）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

（1936년, 캔버스에 유채, 119x58 cm / 뒤셀도르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미술관）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작품들 중 다시 손질하지 

않은 유일한 것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색면들을 첨 

가하고 검정 선들을 다소 보강하여 외양이 본질적으 

로 변했으며, 몬드리안의 모든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

-675



148 패치워크 기出과 몬드리안의 작품 특성을 응용한 패선 디자인 연구 복식문화연구

〈그림 9> 빨강, 파랑, 노 

랑의 구성, http://cgfa.sun- 
site.dk/mondrian

〈그림 10〉노란 선들의 

구성 Pi이 Mondrian, 
L. C. Jaffe, p. 115.

Hans

〈그림 11> 파랑과 환 

색의 수직 구성 Piet 
Mondrian, Hans L. C. Ja
ffe, p. 118.

징을 가지고 있다. 즉 높이가 폭의 두 배가 되는 구성 

체계와 두 개의 수직선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다. 이 작품에서 수직적인 강조（몬드리안에게 있어서 

는 남성의 상징）는 수평적인 강조（여성의 상징）보다 

우세 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작품은 수정을 가하지 

않아 짤막하긴 하나 몬드리안의 발전과정 중 본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그림 11）.

2） 현대 속의 몬드리안 작품

추상 미술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무한한 표현의 자 

유를 누리게 하였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나타 

내는데 적합한 양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젊 

은 작가들이 몬드리안의 영향으로 추상 활동을 시작 

하여 기하학적 추상주의에 의거한 자연과학에 가까 

운 미술 경향에 영향을 주었다2

몬드리안의 독특한 작품들은 현재 여러 방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기하학적 추상 

작품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대 속에 자리잡고 있는 작 

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현대의 운송 수단인 차 중 캐딜락의 로 

고를 몬드리안 작품을 응용하여 단순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개발한 것으로 로고의 특징 

인 심플함과 상징성을 모두 살렸다. 고급스러운 차의 

로고 중앙에 사용될 만큼 몬드리안의 작품은 현대에 

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현대 주방에서 사 

용되는 앞치마와 뜨거운 냄비나 그릇을 잡을 수 있는 

것 등을 디자인할 때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몬 

드리안의 작품을 사용하였다（그림 13）. 주방은 밝은

〈그림 12> 캐딜락 로고, 현대속의 몬드리안, 김형진 

p. 79.

〈그림 13〉주방용품, 현 

대속의 몬드리안, 김형진, 

p. 89.

8） 김형진, 현대 속의 몬드리안, （서울: 한솜미디어, 2003）, p. 23.

〈그림 14〉신발, 현대속 

의 몬드리안, 김형진,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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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시계, 현대속 〈그림 16> 가방 현대속 

의 몬드리안, 김형진, P- 의 몬드리안, 김형진, P- 

95. 97.

느낌의 깔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몬드리 

안 작품의 깔끔한 선처리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원색을 사용하여 기존의 깨끗함만을 추구하던 흰색 

주방용품의 이미지를 벗어나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주방용품을 보여 주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과 상품의 결합을 원하고 이 

러한 신개념의 제품들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 

을 수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신발（그림 14）, 시 

계（그림 15）, 가방（그림 16）, 스카프（그림 17）, 에어컨 

（그림 18）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현대 우리의 생 

활에서 없으면 불편한 필수용품들로 몬드리안의 기 

하학적인 예술작품과 현대 사회에서 상품으로 판매 

되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계하여 상품의 고급스러 

움과 동시에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 주었 

다.〈그림 19〉는 몬드리안의 특징을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편집 디자인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보기 편 

하고 한 눈에 들어오게 구성하였다•

몬드리안의 추상이 상품으로 변화하여 성공한 유 

명한 사례로 바로 몬드리안（그림 20）이 있다. 이는 프 

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 

랑의 유명 작품 중 하나이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을 그의 패션에 응용하여 하나의 패턴을 만든 것 

으로 1965년에 이브 생 로랑이 디자이너로서 처음 히 

트시킨 의상이었다.

몬드리안의 구성적 이미지는 이브 생 로랑뿐 아니 

라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들의 디자인 테마

9） Ibid., p. 85.

〈그림 18〉에어컨, 

현대속의 몬드안,

김형진, p. Hl-

〈그림 19> 편집 디자인, 현 

대속의 몬드리안, 김형진, 

p. 133.
〈그림 20〉몬드리안 

룩, http://blog.naver.com/ 
apex320.

로 응용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응용되고 있 

다'）.

3.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 특성 분석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매우 유사하다. 화려한 색상과 더불어 기하학 

적인 문양 또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패치워크는 남은 천의 자투리를 잇기 위한 조각들 

이 결합된 구성으로 상징성과 규칙성을 지니고 있으 

며, 대부분의 패치워크는 직선을 위주로 쓰는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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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패턴의 구성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면 구성은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 

며 현대적 예술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패치워크는 

그 기하학적 문양만으로도 장식적이며 미적 효과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지만 색채의 세련된 이용으로 

인해 패치워크의 미적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각 조 

각들이 이어 붙여졌을 때 생기는 형태는 모두 기하학 

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하학적 형태는 규칙적 

이며 단순, 명쾌한 감각을 준다.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라는 이론을 전개시켜 면 

구성과 삼원색, 삼무채색의 가장 순수한 미적 요소로 

일관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색채와 수평 • 수직 

선이라는 미적 요소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용함으로 

써 절정미에 도달하고자 하였고 형태와 공간 구성에 

의해 확립되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었다. 그의 작품은 두 가지 순수한 조형 요소인 형태 

와 색채가 하나로 이루어져 함께 리듬감을 만들어 내 

고 있으며 색채와 형태는 어느 하나 소흘해짐이 없이 

조화로운 리듬감을 표현해 내고 있다•

또한, 몬드리안 작품은 다양한 방향의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슷한 크기의 방형이 

반복되면서 이를 구성하고 있고 수직선과 수평선만 

이 아니라 사선으로도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 특성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패턴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원색을 사용하거나 문양을 대비시키 

며 그 색채의 배치로 단조로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둘째, 방형, 색, 모양 등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조화와 대비 등으로 인해 작품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해 준다.

셋째, 수직 • 수평선이 지니는 엄격함, 고용함, 안 

정감과 함께 활동성이 서로 조화됨으로 현대적인 조 

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확성, 추상성을 함께 추구하 

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작품들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무게감을 균등하게 느낄 수 있는 시 

각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수직으로 내려온 선을 위주로 간격을 크 

고 작게 나누어 긴 직선을 반복하여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사용된 수평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성을 지니기 위해서 구성되 

어 있다.

여섯째, 패턴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닌 것들도 있지만 많은 작품들이 명확한 규칙성은 

배제되어 있다. 크기와 색상이 다른 여러 조각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나 무질서한 느낌을 전혀 안 주 

는 것은 계산된 질서의 미보다 한 층 더 높은 감각으 

로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법칙 

에 의한 것은 아니다.

m. 작품 제작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의상에서, 현대 의상 디자인의 독특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표 

현 기법으로 색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과 세련미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의상 디자 

인의 모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 

리안의 회화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조형적 특성과 면 구성을 잘 표현한 총 5점의 의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실용성, 독창성 및 개성 

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하나뿐인 수공예 

의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나아가 예술성 부여를 위한 

회화와 의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 의상 

예술의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작품 제작 방법

패치워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첫째 

방법으로, 소재는 다양한 색상의 스웨이드 천을 사용 

하였고 색상은 기계 염색된 여러 색으로 재봉틀을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 둘째 방법은 패치워크의 소재를 

옥사로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천연 염색하여 표현하 

였다. 사용된 소재의 색상은 몬드리안 작품의 주색인 

3원색과 무채색으로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수공 

예의 느낌을 살려 감침질과 홈질로 제작하고 실은 견 

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몬드리안이 사용하는 색상 

중 작품에 사용되지 않은 검정색선의 부분은 조각 천 

을 이어가는 도중 시접처리를 하는 기법에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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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공간으로 대처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의상의 색상과 패치워크의 색상을 적절히 조 

화시켰으며,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패치워크를 의상의 포인트로 하고 패치워크를 사용 

한 부분 이외의 의상은 단색의 스웨이드 소재 또는 

천연 염색한 옥사를 사용하여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작품의 실 

루엣은 패치워크 기법의 기하학적인 면 구성과 조화 

를 이루도록 현대 감각에 맞게 개성적이며 감각적으 

로 여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표 3）.

2. 작품 설명

1） 작품 I
몬드리안의 작품 중 캔버스 안에서 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인 “노란 선들의 구성”을 

패턴화하여 조끼 앞면의 하단 부분에 3개를 점층적 

으로 크게 하여 진한 파랑색의 삼베 천과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조끼 뒷면은 진한 파랑색의 스웨이드를 사 

용하여 의상의 앞부분의 패턴에 시선이 가도록 포인 

트를 주었다.

조끼 안에는 진한 파랑색의 스웨이드와 여러 색과 

여러 소재로 만든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크로스 탑과 

랩 스커트를 제작하였다. 크로스 탑과 랩 스커트의 

패치워크에서는 각기 다른 조각 천들을 배치하여 구 

성하였는데 사각형의 크기 변화에 따른 조합으로 흥 

미롭고 정교한 패턴을 연출하였다.

또한 의상 전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패 

치워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에 비해 독 

특하면서도 장식적인 마무리를 연출하였다. 패치워 

크를 응용한 기하학적 문양의 패턴 반복과 강조에 중 

점을 두고 색상의 변화 및 조화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의상을 디자인하였다（그림 21）.

2） 작품 II
몬드리안의 작품 중 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흰 

색 영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를 응용한 패치워크를 의상의 상의 앞면에 

좌 • 우 대칭이 되게 디자인하였다.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와 비슷한 공간 배치 

및 형태로 상의에 사용될 패치워크를 만들고, 공간 

배치를 많이 변화시켜 하의에 사용될 패치워크를 만 

들어 상의와 하의의 의상 포인트로 이용하였다. 하의 

의 허리 패치워크 부분의 좌 • 우를 균등하게 하지 않 

고 사선의 느낌을 내어 반듯한 느낌의 사각형 패치워 

크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으며, 전체적 

으로 의상의 뒷면은 동전의 앞 • 뒷면처럼 다른 느낌 

이 들도록 앞면의 화려함과 복잡함의 반대 이미지로 

단순하게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즉 의상의 뒷면보다는 앞면으로 시선이 집 

중되는 효과를 강조하였다. 탑과 롱 스커트의 배합으 

로 만들어진 의상이므로 시선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 

여 허리에 두께가 조금 있는 벨트를 제작하여 시선을 

중앙으로 이끄는 강조 역할을 하게 하였다（그림 22）.

3） 작품 III
화려하고 원색적인 빨강이 차지하는 면적이 큰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응용하여 상의에 좌 • 우 대칭으로 넣어 평형상태를 

이루도록 하였다. 하의의 패치워크는 완성된 형태가 

사각형 모양의 패치워크가 아닌 사선 모양의 패치워 

크로 제작하여 자유로우면서도 유연해 보이는 장식 

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사선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 

도록 유도하였다.

또, 상의와 하의의 서로 다른 느낌의 패치워크는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화하여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 

운 현대와 고전의 만남인 퓨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고자 하였다（그림 23）.

4） 작품 IV
몬드리안의 작품 중 수직적 인 요소의 우세를 느꼈 

던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을 응용하여 수평선을 

2개 더 추가한 패턴을 구성함으로써 수직과 수평의 

힘을 균등하게 분배하려 하였다•

패치워크는 의상의 실루엣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 않고 제한된 의상 내의 공간에서 조형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다. 즉 하나의 부조물로써 의상 

에 붙여짐으로써 독특한 입체적 질감을 표현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의상은 분홍색의 심플한 원피스에 패 

치워크로 만든 허리 앞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어 명쾌 

한 시각적 효과와 입체적 효과를 더해 주었다.

원피스의 소재는 무지의 스웨이드를 사용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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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제작표

작품명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

구성 재료 방법 패턴 이미지

작품 1

크로스 탑 

랩 스커트 

조끼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조각천

노란선들의 구성

작품 2

口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탑

롱 스커트 

벨트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조각천

작품 3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작품 5

작품 4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탑 

슬랙스 

벨트

원피스 

허리 앞 

장식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조각천

옥사 

삼베 견사

조각천

슬리 브

리스 티 옥사

슬랙스 삼베 견사

허리 앞 조각천

장식

감침질 

홈질

감침질 

홈질

감침질 

홈질

감침질 

흠질

감침질 

홈질

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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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작품 1.

〈그림 25〉작품 5.〈그림 24> 작품 4.

.K

1
0金麴避

〈그림 22〉작품 2. 〈그림 23〉작품 3.

정감, 통일성을 주었으며 기하학적인 직선과 다양한 조각 천으로 만든 허리 앞 장식이 원피스의 주조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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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루게 하여 산뜻함과 예술성을 함께 주었다 

(그림 24).

5) 작품 V
부드러운 이미지의 베이지 색 스웨이드와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색상의 패치워크를 사용하여 생동감 

을 나타내고 심플한 스웨이드 소재와 화려한 패치워 

크로 인하여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패치워크는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을 응용 • 디자인하여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였다. 허 

리 앞 장식은 모자이크 특성을 적절히 보여주는 패턴 

으로 똑같은 패턴을 5번 반복하여 연결하고 비슷한 

크기와 형태의 천들의 반복으로 생긴 단조로움과 지 

루함을 색채와 문양으로 대비시켰다(그림 25).

IV. 결 론

인류의 직물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패치워크는 

보호 • 보온의 목적 에서 출발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해 왔 

다. 패치워크가 갖고 있는 실용성에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고 여기에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방법이 예술 

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패치워크의 표현 양 

식과 재료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이는 의상에 응 

용됨으로써 의상의 창작 형식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 

을 가져오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상 작품들과 차별된 색다른 

미적 이미지를 살린 세련된 의상 디자인을 하기 위 

해, 현대인들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용 

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표현을 위한 패치워크 기법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몬드리안 작품의 기하학적 구성 

을 연결시켜 의상을 연구 • 디자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과 색상의 변화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 

를 이루는 패치워크의 문양은 의상 표현의 주체가 되 

어 세련된 의상을 디자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디자인이 가능하게 해 주었 

다.

둘째, 패치워크와 몬드리안 작품의 기학학적인 면 

분할은 현대 의상 표현에서 다른 작품과는 달리 차별 

화되어 보이면서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퓨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산뜻함과 예술성을 지닌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셋째, 의상 디자인의 소재로 천연염색한 옥사와 

스웨이드 함께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인 감각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패치워크 기법이 수공예 

적 • 고부가가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으로써 

의상의 전통적인 미학적 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 

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몬드 

리안과 같은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현대 의상 개발 

에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몬드리안의 특징적 문양 분석 결과를 패치 

워크 기법으로 표현하면 현대 의상에서 표현의 예술 

성과 함께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 

로 그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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