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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의 조형성에 근거한 샤넬 의상 연구

-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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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of Picasso from 1900‘s to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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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icasso and Chanel were the most famous artists of modern art & fashion area in 20th century. It is well known
that they have deeply influenced to the current fashion and ar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nel's works based on the
aspects of Picasso's from 1900's to 1930's. There are five common, distinct and formative aspects - flatness, geometry, trans-
parency based on multi-perspective, volume, variety of objects. Their works are based on the simplicity which is expressed
by the analyzation, organization, deconstruction influenced by cubism. It is reconfirmed that they gave the general public the
new value - functionality - by using the ready-made materials. Nowadays artists model themselves after Picasso and Chanel
who made attempt to conversion of ideas, the steady style, the long view, the interchange of other fields and pop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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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순수 회화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가 정치, 문화, 경제, 과

학 등과 더불어 복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지금까지의 의상과 회화

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특정 미술 사조의 경향을 중심으로,

또는 특정 시기의 예술 전반의 사고와 기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형태, 실루엣, 색상 등과 같은 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회화와 패션은 한 시대의 미의식은 물론 대중들의 내

면적 욕구 표현의 수단이 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 문화를 표출

하는 대표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복식이 인간의 내

면적인 미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회화와 복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회화란 3차원적 사물을 관

찰하여 2차원이라는 표면에 담아야 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

고, 이에 반해 복식은 실용성과 기능적인 면이 포함된 움직임

을 고려한 조형물이라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회화와

패션은 서로 상이하면서도 대중으로 향하는 공통되고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각 예술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특정

화가의 작품과 동시대의 패션분야의 주요 디자이너의 작품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패션 분야는 물론 예술 전체의 문화 발전

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러 작가들 가운데 샤넬(1883-1971)과 피카소(1881-1973)는

20세기 초 현대의상과 회화분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을 미친 중요한 여러 인물들 중 한 사람들이다. 이 두 거장은

19세기 말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세기 말 현상을 경험하고, 여

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변화와 작품세계에 대한

열정적인 추구를 통해 현대의상과 현대회화의 가장 커다란 전

환점을 가져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샤넬은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샤넬 스타일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고는 현

대복 디자인의 바탕이 되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변화 되고

있다. 피카소 역시 르네상스 이후의 회화에 Cubism을 도입하

고 발전시킴으로, 훗날 표현주의, 다다이즘, 추상주의, 환상주

의, Pop Art, Op Art 등 새로운 미술사조 흐름에 밑거름이 되

었다. 이 두 사람의 정신세계와 작품 성향은 오늘날에도 모든

의상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에게 창조의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피카소와 샤넬 작품들의 연계성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로

는, 샤넬과 비오네의 색감과 동시대의 미술가인 피카소와 마티

스의 색감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Farrel-Beck & Petch, 1984)

와, 1924년 세르즈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 ‘푸른 기차(Le

Train Bleu)’에서 피카소는 무대 막, 샤넬은 무대의상을 맡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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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샤넬은 연극 ‘Antigone’에서 피카소와 함께 의상을 담

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김성은, 1984)가 있다. 피카소나 샤

넬 각각에 관한 연구로는 피카소가 발레극 ‘퍼레이드’에서 그

의 회화 세계를 무대의상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당시 패션 영

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최나영 ·김문

숙, 2001)와, 무용극 ‘푸른기차’, ‘푸치넬라’, ‘삼각모자’, ‘퍼레

이드’ 작품에서의 피카소가 담당한 무용의상 특성에 관한 내용

의 연구(정옥임 ·김경희, 2002)가 있다. 샤넬에 관한 연구로는

샤넬의 작품세계를 기본으로 샤넬스타일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

한 연구(이미숙, 1998), 큐비즘과 1920년대의 샤넬의상의 연관

성을 밝힌 연구(박명희, 1988), 샤넬의 커스튬 주어리에 관한

연구(임경순 ·유송옥, 1997)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진, 도록, 인터넷 등 여러 문헌과 선행연

구 자료를 토대로 피카소의 회화 세계와 샤넬의 의상 작품들에

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를 찾아보고 그 특성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실용적 예술 작품의 의의를 재확인하며,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예술과 의상 디자인이 나가야 할 방향

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첫째 피카소와 샤넬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그들 생

애의 유사성을 찾아보며, 셋째 그들 작품 속에서 보인 조형성

에서의 공통적 요소를 파악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로는 샤넬의 활동이 절정에 달했던

1920년대를 전후로 하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로 하였으

며, 피카소의 경우에도 큐비즘 사조를 받아들였던 1900년경부

터 1930년대에 발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시대적 배경

피카소와 샤넬이 활동하던 시기는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

전하여 인간생활과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 기존의

진리와 인간정신의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가치기준이 등장

한 시기였다. 20세기 초 예술가들은 칸트의 시 ·공간에 대한 철

학적 규명(순수비판이론, 1787)에 이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 ·공간의 개념 전통에 대한 파괴와 변

형의 모습을 받아 들여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공간적 예술을 다루는 조형적 예술은 시 ·공간을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동시성의 연구), 시 ·공간의 유사성을 인

정해야 하며, 이러한 개념들은 회화 부분에서 시간적이기보다

는 이지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이 중심이 되는 입체주의, 구성주

의, 신조형주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 등의

바탕이 되었다(정연자, 1998).

1871-1914년경 산업의 발달과 국외의 세력 확장에 따라 현

대사회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1914~1918) 후 사회적인 양상의 급격한 변

화-기술의 발전, 부의 확산, 여성지위의 향상, 여성해방운동, 문

화적 교류증대, 스포츠의 확산 등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

실생활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학과 기술시대의 사상은 유물론적

입장, 독일의 실증주의, 미국의 실용철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이너 뿐 아니라 예술가들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게 된다.

1920년대 패션계에는 재봉틀의 대중화, 인조섬유의 발견, 화

학염료의 개발, 기계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능 패션의 시기를 맞

이하였으며, 예술계는 기존의 예술형식을 부정하는 큐비즘 시

대를 거쳐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경향을 보인

다. 뿐만 아니라 Bauhouse와 같은 기능주의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및 세계 대공항은 패션 디자

이너들의 저조한 활동을 초래하였고, 예술가들 또한 자신의 내

면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샤넬과 피카소는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당 시

대 이후의 패션 및 예술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를 창출하는데 커

다란 기여를 하였다.

3. 샤넬과 피카소 생애의 유사성
 

샤넬은 1883년 프랑스의 쏘모르에서 태어나 12세 때 어머니

가 죽고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아 기술학교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낸다. 1903년 수도원에서 나와 춤과 노래로 생활을 영위하다

가 1905년 애인 Etienne Balson을 만나 1910년 모자가게를 열

게 되고 1911년 영국인 Boy Capel과 동거를 시작한다. 1914년

옷가게를 열면서 본격적인 의상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속옷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편물의 일종으로 투습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트리코트로 스포티

한 의상을 디자인한다. 1916년 Haute Couture에 정식으로 데

뷔하고, 그 동안 여성의 몸의 형태를 드러내는 실루엣에서 인

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흐르는 새로운 실루엣의 져지 의상을 만

들기 시작한다. 이는 당시 사회 활동 진출에 중심이 되는 신여

성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고, Misia Sert(1872~1950)를 통해 당

시 많은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는데, Misia Sert는 파리에 있는

문학 예술인들을 위한 살롱 주인이자 후원자로, Renoire, Jean

Cocteau, Picasso, Diaghileff, Channel 등과 같은 예술가들과

절친한 친구였다.

1919년 Capel이 죽자 1920년경 러시아 망명 귀족 Dmitri

대공과 사랑에 빠짐으로서 러시아 풍의 의상을 발표하고, 1924

년 6월 20일 샹젤리에 극장에서 피카소의 무대 막과 함께 장

콕도의 ‘푸른 기차’의 발레 의상을 제작한다. 1924년 영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Wester Minster공작을 만나 사치성과 단순성의

조화를 알게 되고, 대중을 위한 커스튬쥬어리(costume jewelry)

를 만들기 시작한다. 1924년에 선보였던 향수 ‘샤넬 No.5’는

1929년 세계 최대의 매상고를 올리고 1931년 헐리우드에 진출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군과 사랑에 빠져 잠시 은둔

생활을 하다가 1954년에 재기하여 1회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나

처음엔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이듬해인 55년 미국 달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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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Haute Couture의 정상에 오르

게 된다. 1963년 케네디의 암살 시 재클린의 샤넬 의상 착용과

많은 여배우들의 샤넬 상품 소유는 대중 안에서 그녀의 위력을

재 확인시켰으며 71년에 사망하여 스위스에 묻혔다.

상류사회에서 타락한 여성들 혹은 밑바닥 계급에서 출세한

여성들을 의미하는 드미몽드로서의 샤넬은 자신이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귀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한

것이 평생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으나 남성들이 자신의 후원자

였던 초기와 달리 후기엔 남성들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였다(이

미숙, 1998).

한편 아버지가 미술교사인 피카소는 1881년 남부 마라가에

서 출생하여 15세 남부스페인(지중해지역)에서 대서양쪽인 가

시리아 지방으로 이사한다. 1895년 그는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

교에서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고 입학허가를 받지만 가

난과 비참함을 체험한다. 1901년 바로셀로나에서 개인전을 가

진 후, 프랑스로 이주, 청색시대를 맞이하고, 1907년 ‘아비뇽의

처녀들’ 제작에 몰두하여 1910년 브라크와 더불어 큐비즘의 전

성기를 누린다. ‘빠삐에 꼴레’를 시작으로 종합 큐비즘의 시대

를 열게 되고 1917년 장 콕도와 로마에 가서 ‘퍼레이드’의 무

대 장치와 의상을 제작하고 1918년 Olga와 결혼한다. 그는 ‘삼

각모자 1919’, ‘안티곤 1923’, ‘푸른 기차 1924’의 무대장치와

의상을 담당하면서 샤넬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1925년 브

르통을 만나 초현실주의에 접근하게 된다. 1925년 올가와 이별

후 스페인,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

을 한다.

1937년 스페인의 내란을 폭로하는 ‘Guernica’를 제작 1946년

에 발표하고 2차 대전 독일 침공 후 파리로 이주하여 같은 해

Francoise Gilot를 만난다. 1951년 ‘한국의 학살’을 제작, 발표

하여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묘사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1953년에 질로와 이별, 1956년 Jacklin과 동거 61년에 결혼,

이후 뉴욕에서 80세 개인전을 연다. 1970년 바르셀로나에 피카

소 미술관을 개관한 후 파리에서 90세 회고전을 개최하고

1973년 92세 나이로 사망, 남부 프랑스 무쟁에 묻힌다. 그는

“그림은 파괴의 집적(集積)이다. 나는 그린다. 그리고 늘 그것

을 파괴한다”고 말하여 언제나 새로움을 보여준 새로운 예술사

상을 창조해 내었다(이인숙, 1987).

이처럼 굶주림과 불우한 시절을 보낸 샤넬과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그들을 강한 의지

를 지닌 현실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애 동안 함께 한 많은 이들에게서의 영향과 후원과 지지를

받았으며, 그 시대의 분위기와의 접촉과 체험, 그들의 사고방식

과 살아가는 방법이나 갖가지 사건 등은 그들이 다양한 작품세

계를 창출해 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4. 피카소와 샤넬 작품에서의 조형성

4.1. 평면성

큐비즘은 대부분 1907년에서 1916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종합 큐비즘 시대 이후에도 큐비즘의 경향을 지닌 작품들

이 계속 발표되었다. 큐비즘의 특징인 표현의 단순함, 새로운

공간 감각, 극도로 억제된 고전적인 기법 등의 사용은 피카소

의 작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입체적인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일점 원근 화법이라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탈피로 전개

되었고, 이는 모든 회화적 대상을 다양한 의미로 전달하고자하

는 욕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는 색채에 의해 표현된 입체

감이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시각적으로 관찰된 세

부사항들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려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큐비

즘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전후에 발표한 작품

들인 ‘Nu Assie 1906’, ‘Femme Nue Assie 1908 Fig. 1’,

‘Two Nude 1909’, ‘해변에서 탈의실 문을 여는 여인 1928

Fig. 2’, ‘안락의자에 앉은 여인 1929’, ‘꿈 1932’ 등의 작품에

서는 원근법이 무시된 평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피카소의 작

품 ‘Femme Nue Assie(Fig. 1)’는 앉은 나부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앉아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남자인

지 여자인지 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Two Nude’에서는 동정이나 슬픔 같은 감성은 드러나 있지 않

Fig. 1. ‘Femme Nue Assie’ Fig. 2. ‘해변에서 탈의실 문을
여는 여인’

 Fig. 3.슈미즈드레스  Fig. 4.평평한 코르셋  Fig. 5. ‘Little black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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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움직임도 없이 두 형상의 평정과 중량감 그리고 질서

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해변에서 탈의실을 문 여인 1928’

에서는 모습이 사람인지 아닌지 조차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해

변에서 탈의실 문을 여는 여인’이나 ‘꿈’은 여성의 누드를 표

현하고 있으나 여성의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보다는 인체

의 모습을 왜곡하여 평면적이고 단순화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명암법, 음영법, 투시법, 구도법 등과 같

은 회화의 고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회화세계를 탐

구하는 다양한 표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샤넬은 “멋이란 단순함, 소박함에서 출발 한다”, “참된 문화

는 쓸데없는 위선과 허식을 제거하듯 모드란 화려한 가식적 아

름다움에서 시작하여 단순함에서 끝난다”, “단순성은 모든 진

정한 엘레강스의 핵심이다”(이미숙, 1998)라고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미의 형태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녀는 단순함을 이상적

인 아름다움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의상철학은 바우하우스의 간

결성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그녀는 불필요한 것을 조금도 허

용하지 않는 단순함을 통해 대중적 사치를 실천하였는데 이러

한 단순미는 1920년대의 작품들과 자신의 스타일을 반복 재해

석 한 1960년대 중반의 작품들에서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미

니멀리즘의 특징이 반영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작품

에서 보여 진다. 그녀는 성장하는 동안 보아왔던 레이스나 리

본장식, 여성의 몸매 강조, 과장하는 곡선적이며 입체적인 실루

엣에서 벗어나, 직사각형의 평평한 원통형의 실루엣을 창출하

였는데 이러한 그녀의 직선적인 실루엣은 여성 인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곡선을 보여주는 가슴, 허리, 엉덩이 선을 강조하지

않은 평면적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의상에 있어서 직선적이며

평면적인 실루엣은 그녀가 평생 지켜왔던 단순미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샤넬의 의상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 예로 1916년의 슈미즈 드레스

Fig. 3, 1918년 실크 져지 의상을 착용한 세실 로렐, 1921년

인체를 압박하지 않는 코르셋 Fig. 4 등은 볼륨감이 없는 평평

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되어있다. 1922년 보그지에 발표된

투피스는 옆선에 단추가 달린 스커트와 블라우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일한 장식인 허리 벨트는 실제로 허리를 강조하지 않

은 넉넉한 여유분을 보이고 있으며, 1926년에 보그지에 발표된

‘Little black dress Fig. 5’에서도 가슴이나 허리, 엉덩이 등을

강조하지 않은 평면적 형태와 실루엣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샤넬과 피카소의 평면성은 익숙해온 개념이나 관습, 사회적

규범 등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 분출의 표현이며, 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신 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끊임없는 시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4.2. 기하학적 조형성

큐비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표현

하는 고전적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자연 형태를 기하학적인 형

태로 분석하여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큐비즘 시대의 작품들은 인물 뿐 아니라 배경이나 사물의 형태

들을 사각형, 삼각형 혹은 원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

며 피카소 역시 대상을 최대한으로 분해하여 수많은 단면들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여러 점 제작하였다. 피카소는 대상을 해체

시키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직선을 도입한 것 외에도 사물이

나 인물의 불연속적인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세련된 절단기법을

구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오르타의 공장 1908’에서는 모

든 대상이 직선의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되어 있고,

‘볼라르의 초상 1909’은 선과 면으로 구성된 격자망으로 형태

를 해체시킨 모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벌거벗은 여

인, 나는 에바를 사랑해 1912’와 ‘기타를 가지고 있는 여인

1911-1914초’, ‘세음악사 1914, Fig. 6’ 등에서도 실체를 기하

학적인 요소로 분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들은 앞으로 피카소

가 지향하게 될 종합 큐비즘을 예견해 준다. 그는 작품 ‘어릿

광대 1925’, ‘거울 앞의 소녀 1932’, ‘노란벨트 1937’에서도

기하학적인 선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간이나 사물의 이미

지 분해와 재구성은 자유로움에 근거하는 새로운 접근형태로,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조형성의 풍부한 근거와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사물의 기본 형태를

재 조직화함으로써 영원불변하는 내면성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단순성, 기능성, 실용성을 추구했던 샤넬은 인체를 감싸고 있

는 의복의 요소들을 분해하여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의 기하학적

인 모양으로 통합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샤넬의 의상

에서 보여 지는 기하학적 조형성은 구조에 의한 것과 문양이나

장식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에 의한 기하학적 조형성

의 대표적인 예로는 1920년에 발표한 슬라브 룩 드레스 Fig.

7와 메디치 칼라가 있는 원피스 Fig. 8가 있다. 슬라브 룩 드

레스는 직사각형 넥크라인과 삼각형 형태의 소매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에 발표된 메디치

칼라가 있는 원피스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주머니, 가슴 중앙부

표 1. 평면성의 피카소와 샤넬 작품

피카소 샤넬

연도 작품명 특징 연도 의상 특징

1906
1908
1909
1928
1929
1932

Nu Assie
Femme Nue Assie
Two Nude

해변에서 탈의실 문을 여는 여인
안락의자에 앉은 여인 
꿈

-단순함
-탈 입체감
-탈 고전적 기법
-새로운 공간감
-납작하고 평평한 표현

1916
1918

1921
1922
1926

슈미즈 드레스
세실로렐의 실크 져지 의상 
평평한 콜셋
투피스(보그지)
Little black dress(보그지)

-단순함
-인체의 곡선 탈피
-납작하고 평평한 표현
-직선적·원통형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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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직사각형과 이중효과의 치마에서 보여진 직사각형의 구조

적 특징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그래픽 문양의 소재를 이용함으

로써 기하학적인 입체들의 집합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1923년에 발표한 러시아 자수가 있는 원피스 Fig. 9는 요크와

허리선의 분해와 재결합, 사각형의 칼라 등 직사각형 구성을 보

여주고 있으며 사각형의 칼라와, 직선 문양의 소재를 도입함으

로서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기하학적 문양

이나 장식의 특징을 지닌 작품으로는, 1919년에 발표한 모터코

트의 칼라와 커프스 그리고 앞여밈의 트리밍 장식에 직선을 응

용한 기하학적 문양 사용, 1922년 러시아풍 코트와 ‘안티고네’

무대의상에서의 기하학적 문양, 1929년에 발표된 모자와 스카

프의 직선을 응용한 기하학적인 문양 Fig. 10, 그리고 Chalotte

Seeling(2000)의 저서 Fashion p.102의 샤넬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사진(1920년대 추정)에서 벽돌 벽면처럼 직사각형이 엇갈

려 배열되어 있거나 혹은 마름모의 형태를 겹쳐 기하학적 형태

를 강조한 져지수트가 보여 진다. 이외에도 직사각형 문양의 소

재를 바이어스 방향과 결합한 체크드레스(1928) Fig. 11에서도

기하학적 문양 활용을 엿 볼 수 있다. 샤넬은 1920년대 대부분

Fig. 6.세음악사 Fig. 7.슬라브룩 블라우스 Fig. 8.메디치칼라 원피스

Fig. 9.러시아자수원피스 Fig. 10.모자와 스카프 Fig. 11.체크드레스

표 2. 기하학적 조형성의 피카소와 샤넬 작품

피카소 샤넬

연도 작품명 특징 연도 의상 특징

1908
1909
1912

1911~14
1914
1925
1932
1937

오르타공장

볼라르 초상
벌거벗은 여인, 나는 애바를
사랑해

기타를 치고 있는 여인
세음악가

어릿광대

거울 앞의 소녀
노란벨트

-3차원 물체를 2차원적으로 
묘사

-대상을 분해, 해체, 재구성
-많은 기하학적 단면으로
표현

1919
1920
1920
1920
1922
1923
1927
1928
1929
1930

모터코트

슬라브룩 블라우스
메디치칼라 원피스
러시아 풍 튜닉
러시아자수 원피스
‘안티고네’ 무대의상
구슬장식 드레스
체크드레스

모자와 스카프 
‘오이디푸스’ 무대의상

-의복의 요소를 분해, 재구성
-기하학적 구조
-기하학적 문양의 소재
-기하학적 형태의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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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디자이너들처럼 장식자체를 위한 드레스를 제작하지

않고 기하학적 문양의 장식-러시아풍의 튜닉과 스커트에서의

십자가와 마름모장식(1920), 직사각형과 삼각형과 기하학 형태

의 구슬장식 드레스(1927) 등-을 의상에 응용하였다. 이 외에도

1937년 연극 ‘오이디푸스’에서는 넓고 긴 끈 형태의 소재를 배

우들의 몸에 감싸는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모양의

무대의상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샤넬의 의상은 1920년대 여성

해방운동과 더불어 신여성을 위한 의상디자인을 창출하는 모티

브가 되었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합리성과 기능성 강조된

디자인으로 당시 많은 여성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샤넬과 피카소의 분해와 재구성을 통한 기하학적이면서도 직

선적인 작품세계는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재창조를 통한 자유로움의 표현이었으며, 이는 당시 주류를 이

루었던 사실주의적인 회화와 장식적인 의상에서 벗어나고자 하

는 자유로운 정신세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정

신세계는 세기말 현상과 우울하고 궁핍했던 어린 시절을 통한

반사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기존개념으로부터 탈

피하고자 했던 노력의 한 면모이기도 하고, 과잉장식에서 벗어

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사고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3. 다시점(多視點)에 입각한 투명성

형태는 상호간의 시각적인 파괴 없이도 서로 침투하거나 침

투되므로, 형태에는 투명성이 부여된다. 투명성이란 시각적 특

성 그 이상의 넓은 공간질서를 함축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분

명한 느낌을 주지 않아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투명이라는 개념은 가변적인

시각에 입각한 논리이며 이러한 측면은 시점의 복수화를 특징

으로 하는 큐비즘 경향과 부합된다. 큐비즘은 대상과 대상을 중

복시켜 평평하게 재조립함으로서 윤곽들이 서로 상호침투 혹은

교차하게 만드는 ‘윤곽의 배합’ 뿐 아니라 한 장의 캠퍼스(2차

원) 위에 많은 시간(4차원)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동시성’이라

는 개념도 함유하고 있다(정연자, 1998). 즉, 공간이 중첩되는

기하학적인 면들로 분해됨으로써 인물, 환경, 배경이 모두 서로

통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이인숙, 1987).

분석 큐비즘 시대의 피카소 작품들은 주제보다 그 방법에 중

요성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보는 방법을 이용해 모든

면을 한 평면에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채택, 확대시켜 나갔

다.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다시점에서, 해체

된 대상이 여러 가지 작은 면들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어 화면

은 더욱더 평면적이고 추상의 미묘한 균형을 이루게 만들었다.

1912년부터의 회화 작품들은 분석 큐비즘 시대의 회화보다 단

순해졌으며, 시각적 관찰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개념에

의지하여 그림의 대상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제한된 시각자료나 우연한 관찰자의 독단적인 시점의 한계를

초월하는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종합 큐비즘 시대를 열게 된다

(한스야페, 1991). ‘아비뇽의 아가씨들’ 이후 많은 작품들은 이

러한 다시점의 개념으로 그려졌는데 그 예로는 ‘칸바일러의 초

상 1910, Fig. 12’, ‘클라리넷 연주가 1911’, ‘만돌린을 든 여

인 1925’, ‘화실 1928’ 등 다수가 있다. 

의상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투명과

불투명의 중첩으로 입면이 형성되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

호관입과 면과 면의 상호침투를 느낄 수 있다는 개념 뿐 아니

라 여러 겹으로 된 의복에서 한 장의 천이 앞에 있고 또 다른

천이 뒤에 가려져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

라 겹쳐진 곳의 뒷부분에도 또 한 장의 천이 있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포함된다(정연자, 1998).

이러한 개념은 레이어드 룩, 시스루소재의 활용 등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샤넬은 일찍부터 이러한 레이어드 룩을 좋아하여

스스로도 여러 개의 의상을 겹쳐 입곤 하였다. 1928년 웨스트

민스터와 함께 찍은 사진 Fig. 13에서, 샤넬은 사진 속에서 남

자 양복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레이어드 룩을 스스로 실천하였

으며, 그 외에도 샤넬이 디자인한 두 겹의 카디건을 입고 있는

안무가 니진스키의 모습에서도 다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투명성을 보여준 그녀의 작품으로는 1920년에 발표한 Fig. 14

의 ‘가짜 크리놀린’과 ‘매머룩 소매 드레스’, Fig. 15의 ‘조세핀

Fig. 12.다시점의 칸바일러의 초상 Fig. 13.레이어드 룩의 샤넬(左) Fig. 14.샤넬의 가짜 크리놀린 Fig. 15.조세핀 풍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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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드레스’(1926), 1928년 보그지에 발표한 쉬폰 드레스, 1935

년 sequin과 tule의 소재로 만들어진 ‘샤넬의상을 입고 있는 세

실’ 등이 있는데 이 드레스들은 겉감의 소재를 투명한 소재로

선택함으로서 안에 입은 드레스나 인체가 겉감을 통해 비치고

있어 시점의 복수화와 동시성이라는 큐비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짜 크리놀린’은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재미있는 모양을 창안해 냄으로서 보그지에서

“샤넬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극찬을 받았으며(이미숙,

1998), ‘조세핀 풍 드레스’는 Josephine Baker에게서 영감을 얻

은 드레스로 당시 할렘가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Josephine

Baker가 19세의 나이로 파리의 무대에서 누드로 등장하여 센

세이션을 일으켰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입체주의의 다시점에 입각한 투명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철학 뿐 아니라 조형예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시간과 공간은 서로가 서로를 규

정지으면서 상호 의존을 통해서만이 의의가 있다는 개념이다.

조형 예술은 작품 감상자와 작품 간의 심리적 시간성, 작품자

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시간과 공간, 혹은 작가와 작품의 관

계에서 일차적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창조행위 등, 시간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분리 할 수

없다. Bruno Zevisms은 공간과 시간을 수렴한 수학이나 아인

슈타인의 동시성개념의 공헌이 없었다면 큐비즘이나 신조형주

의, 구성주의, 미래주의와 같은 후예들은 출현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하였다(정연자, 1998).

이러한 이론은 피카소를 비롯한 큐비스트들이 대상을 분석,

해체,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 관입할

수 있는 즉, 공존성과 동시성이 표현된작품의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의상에 있어서 투명한 소재의 응용, 레이어드 룩으로 표

현되어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 뿐 아니라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존재감 즉 중첩되는 기하학적인 면들의 분해와 재

구성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4. 양감

양감(volume)이란 시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量)의 감각으

로, 무엇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부피나 무게의 느낌, 즉 묵직

하거나 두툼한 중량감을 의미한다. 양감은 표현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체적하고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양감은 피카소와 샤넬의 작품세계에서 공

통적으로 보여 지는 특징 중 하나로 부피를 표현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였다.

1924년 6월에 상영되었던 ‘푸른 기차’는 발레와 곡예, 풍자,

그리고 팬터마임이 혼합된 무용극으로, 물결치는 해변에서 여

름휴가 동안에 펼쳐지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무

용은 디아길레프단, 샤넬은 무대의상, 피카소는 무대막(장진만,

1991), 그리고 큐비스트 인 Henrie Lauren이 무대장치를 담당

하였다. 이 작품의 무대막으로 사용되었던 피카소의 ‘질주 1922

Fig. 16’는 둔중하고 육중한 원통형의 양감으로 표현된 두 여

인이 무게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게 춤을 추며 질주하는 원통형

과 운동감이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양감이 중점으로 표현된

피카소의 작품으로는 ‘우물가의 세여인 1921 Fig. 17’, ‘모자

1922’, ‘앉은 여자 1923’, ‘돌 던지는 소녀 1931’, ‘해변의 연

인들 1931’ 등이 있다. 작품 ‘질주’, ‘우물가의 세여인’, ‘모자’

에서 발견되는 의상은 육중한 인체의 특징을 살리는 그리스풍

의 여유 있는 드레스라는 공통점이 발견되다. 

양감이 잘 표현된 샤넬의 작품은 주로 스포츠 룩에서 발견

되는데, 당시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였던 경향에서 벗어나 여성

들도 남성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이를 위해서는 인체 움

직임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이 요구되었

다. 샤넬은 1923년에 여성을 위한 스포츠 웨어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무대의상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때 그녀가 즐

겨 사용했던 소재 져지는 노르만 어부들의 옷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그 동안 속옷이나 양말류의 소재로만 사용해 왔

던 것을 다트나 여유분을 주지 않아도 인체에 잘 맞는 활동적

이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겉옷에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양감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져지를 발견하여 인체를 해

방하고 허리선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였다.”는

그녀의 말처럼(이미숙, 1998) 져지는 신축성이라는 새로운 특

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스포츠 혁명에 부응됨으로써 더욱더

많은 인기를 갖게 되었다. 

‘푸른기차’의 무대의상(Fig. 18)은 활동성이 강조되는 원통형

의 실루엣에 소매와 상의의 단 부분을 줄무늬로 디자인하여 단

순함속에서도 두툼하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 무대 막과 조화

를 이루고 있다. 양감을 느낄 수 있는 샤넬의 또 다른 작품으

로는 롤링보드 져지 수트 Fig. 19(1916년), 져지 수트 Fig. 20

(1917년)와 골프 수트, 아이스 스케이팅에 착용했던 져지 스포

표 3. 투명성의 피카소와 샤넬 작품

피카소 샤넬

연도 작품명 특징 연도 의상 특징

1908
1909
1910
1911
1925
1928

오르타의 공장
페르낭드의 초상
칸바일러의 초상
클라리넷연주가

만돌린을 든 여인
화실

-시점의 복수화
-대상과 대상의 중복 및 재결합
-공간감
-공존과 동시성
-추상적 이미지

1920
1920
1928
1920’s
1928
1935

가짜 크리놀린
매머룩 소매 드레스
레이어드룩의 샤넬
레이어드룩의 니진스키
쉬폰 드레스(보그지)
샤넬의상을 입은 세실

-공간감
-투명과 불투명 의 중첩
-시점의 복수화 
-동시성
-layered look

-시스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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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수트 Fig. 21(1920년대), 요트를 즐기고 있는 샤넬의 의상

(1928 Fig. 22), 1928년 하이커 스타일 등이 있는데, 이 의상

들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흡수하는 원통형 실루엣, 폭이 넓

거나 주름진 스커트, 엉덩이를 덮는 상의 길이 등으로 부피감

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피카소와 샤넬은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그

들이 상류층을 위한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동등하고 자유로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세계 즉,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작품은 혁신적이지

만 전통적 본질에 기저를 둔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이며, 움직임

에 방해되지 않는 넉넉한 부피감으로 표현되어 또 다른 변화의

결과가 되었다. 

4.5. 오브제의 다양성

피카소는 회화자체에서 다양한 모습 뿐 아니라 판화, 도자

기, 조각, 삽화, 포스터, 무대의상과 무대장치 등 다양한 영역

에서 다양한 재료를 응용한 작품들을 제작, 발표하였다. 그는

물감이 중심이 되었던 회화에 종이, 헝겊, 파라핀, 악보, 신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꼴라쥬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그 예로

종이를 이용한 작품 ‘기타 1913’와 ‘만돌린과 클라리넷 1913’,

모래와 뒤집게(absinth spoon)를 이용한 ‘Glass of Absinth

Fig. 16. ‘질주’ Fig. 17.우물가의 세여인 Fig. 18. ‘푸른기차’ 의상

Fig. 19.롤링보드에서의 져지수트 Fig. 20.져지수트 Fig. 21.스케이팅 수트 Fig. 22.요트를 즐기고 있는 샤넬 

표 4. 양감의 피카소와 샤넬 작품

피카소 샤넬

연도 작품명 특징 연도 의상 특징

1921
1922
1922
1923
1931
1931

우물가의 세여인
질주

모자

앉은 여인
돌던지는 소녀
해변의 연인들

-부피감
-무게감
-원통형의 양감

1916
1920‘s
1924
1928
1928
1920's

져지 수트
아이스스케이팅 수트
‘푸른기차’ 무대의상
요트에서의 샤넬
하이커 스타일
골프 수트

-부피감
-편안함
-넉넉함
-져지의 사용
-원통형실루엣
-스포츠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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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Glass 1913’와 ‘Glass, Newspaper, and Dice 1914,

Fig. 23’ 시리즈 등이 있다. 이처럼 그는 대상의 재현을 위해

예술과 실체 사이의 이원성과 어떤 재료가 가장 좋은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

게 알리고자 하였다. 

편안함, 넉넉함, 실용성, 기능성에 그 기초를 둔 직선적이고

원통형 실루엣의 샤넬 의상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Haute

Couture에서 사용해왔던 견이나 비로드를 배재하고 소박한 소

재인 져지와 트위드를 도입하였으며, 그 동안 속옷에만 이용되

어 왔던 신축성이 있는 트리코트로 스포츠 웨어를 제작하였다

(이미숙, 1998). 또 샤넬은 직물을 계속 연구하였고 금단추와

브레이드의 개발, Cloche모자, two-tone pumps구두, 가방, 향수,

화장, 목걸이, 귀걸이, 팔찌, 1950년대 유행한 Camelia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재료를 자신의 작품을 도입시켜

토털 패션을 기업화하였다. 또 그녀는 ‘쥬어리는 부를 과시하

기보다는 차라리 장식을 위해 착용해야 한다’(임경순, 1997)는

생각으로 진품 쥬어리를 복사하여 진짜와 가짜를 섞어 만든 여

러 줄로 된 목걸이를 만들었다. 사진 Fig. 24는 자신이 디자인

한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샤넬로, 그녀는 보석을 부의 상징인

사치품의 개념에서 대중들이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인조보석에

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현대 액세서리의 개념으로 전환, 도

입시킴으로써 보석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단순한 사물의 의미

로 전환시켰다. 사진에서 샤넬은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혼

합한 목걸이와 크리스털을 깎아 상감기법으로 장식하여 광을

낸 상아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연극 ‘오이디푸스 왕’의

한 장면인 사진(Fig. 25) 속의 여성은 실타래를 엮은 목걸이와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의복이나 액세서리 재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왔던 다양한 재료의 적용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의 이질적 재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창출, 상

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재료나 주변의 여러 오브제들의 새

로운 도입과 적용 등은 ‘재현적 의미’와 ‘존재의 의미’로 재료

자체의 개별적 가치보다는 단순한 사물의 개념으로 전환된 새

로운 조형적 이미지(이인숙, 1987)의 시도이며, 피카소에게는

‘무엇을 그리는 가’ 보다 ‘어떻게 그리는 가’를, 샤넬에게는 ‘무

엇을 입는 가’보다 ‘어떻게 입는 가’의 중요성과 저가치 물질

들의 새로운 가치 부여를 의미한다. 

샤넬과 피카소의 타고난 변덕, 전위정신, 변화와 파괴의 필

연성은 그들 성격의 바탕을 이루었고, 그 성격은 모든 영역에

서 놀라운 창조력으로 발휘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지

니고 있는 강한 의지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능성 개

발에 대한 집념의 결과는 자신의 작품들을 단 하나의 재료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재료 사용의 결과로

Fig. 23. ‘Glass, Newspaper, and Dice’ 
꼴라쥬기법

Fig. 24.자신이 디자인한 쥬어리를 착용하고
 있는 샤넬 1928

Fig. 25. ‘오이디푸스 왕’ 1937

표 5. 다양한 오브제의 피카소와 샤넬 작품

피카소 샤넬

연도 작품명 특징 연도 의상 특징

1912
1912~3
1913
1913
1913
1913
1914

바이올린과 악보
술병, 술잔, 바이올린
기타

만돌린과 클라리넷
Glass of Absnich
Glass
Glass, Newspaper, and Dice

-‘어떻게 그리는가’에 초첨
-이질적 재료 도입
-사물에 새로운 의미 부여
-표현의 자유

1910년~
1928

1928
1937
1937

져지와 트위드의 사용
진짜와 가짜 진주를 섞은
목걸이

가짜보석 팔찌
실타래 목걸이
실타래 벨트

-‘어떻게 입는가’에 초점
-트리코트직 사용
-가짜보석의 가치화
(현대액세서리 개념)
-다양한 물체의 액세서리화
-Tot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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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9세기 이후 시작된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과 물질이 동일

시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시의 문명은 창

작의 소재가 되었고, 현실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용모와 가치

를 새롭게 재인식함으로서 선택된 오브제가 독립적이고 이질적

인 새로운 의미를 가진 물체로 구체화되었다. 샤넬은 복제품을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녀는 피카소와 더불어 기성품의 성격

이 강한 요소들을 그들의 의상과 작품에 이용함으로써 특정 계

층 안에서의 그들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5. 요약 및 결론

수많은 사회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은 20세기를 대중생산과

대중소비의 시대로 여겼으며 이에 영향을 입어 대중들도 그들

의 사고를 새롭게 받아들였다. 피카소, 콕도, 스트라빈스키 등

과 친구로 지냈던 샤넬은 단순히 패션디자이너로서 뿐 아니라

당시 예술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Laver, 1985), 20

세기 이후의 예술사조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큐비즘 또한 패션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큐비즘의 대가인 피카소 작

품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패션의 대가인 샤넬의 작

품을 분석 해 본 결과 평면성, 기하학적 조형성, 다시점에 입

각한 투명성, 양감, 재료의 다양성의 5가지 특성으로 고찰된다.

첫째, 평면성은 전통적 원근법, 입체적인 느낌, 투시법, 구도

법 등과 같은 고전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회화 세계를

탐구하는 다양한 표현의 특징으로, 대표작으로는 ‘앉은 나부’,

‘해변에서 탈의실 문을 여는 여인’ 등이 있다. 샤넬은 여성을

기존의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켜 여성의 인체미-가슴, 허리, 엉

덩이-를 강조하지 않은 평면적인 실루엣을 창출함으로써, 당시

대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의상을 디자인, 발표하였는데 그 예로는 ‘슈미즈 드레스’, ‘리

틀 블랙 드레스’ 등이 있다.

둘째, 기하학적 조형성은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적으로 묘사

하는 것으로 사물의 형태를 사각형, 삼각형 혹은 원으로 단순

하게 표현한 것으로, 피카소는 ‘세음악사’, ‘오르타공장’ 등 여

러 작품에서 나타난다. 샤넬의 의상에서는 의복의 요소들을 분

해하는 구조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문양의 소재의 활용을 통해

기하학적 조형특징이 발견된다. 그 예로 1920년의 슬라브룩 드

레스, 1928년의 메디치 원피스, 체크드레스, 1929년 기하학문

양의 모자와 스카프 등이 있다.

셋째, 다시점에 의한 투명성은 다시점을 통한 대상의 분석,

해체, 재구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 분석

큐비즘시대 피카소의 작품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대표작으로는

‘아비뇽의 아가씨들’, ‘만돌린을 든 여인’ 등이 있다. 샤넬의 작

품에서의 투명성은 레이어드 룩과 시스루 소재를 활용한 의상

에서 보여 지는데 1920년의 ‘가짜 크리놀린’은 투명성과 유희

적 요소가 가미된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양감의 느낌은 부피감이 느껴지는 표현법으로, 피카소

는 인체를 원통형의 양감으로 표현함으로써 육중한 인체의 특

징을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질주’, ‘우물가의 세여인’, ‘

모자’ 등이 있다. 샤넬 작품에서의 양감은 주로 스포츠 룩이나

무대의상에서 발견되는데 져지 소재와 원통형의 실루엣, 폭이

넓거나 주름진 스커트, 품이 넉넉하며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특

징을 보인다. 이는 인간은 모두가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

고 있기에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이며,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

는 넉넉한 여유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피카소와 샤넬은 당시 고정관념으로 사용되었던 재

료들을 다른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재인식, 선택된 오브제가 새로운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

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물감에만 의존되었던 회화의 세계에

피카소는 종이, 헝겊, 뒤집게 등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회화 영역을 구축하는데 기

여하였다. 샤넬은 당시 주로 사용되었던, 레이스, 쉬폰, 비로드

등의 소재에서 벗어나 져지나 트위드를 활용한 실용적인 의상

을 발표하였고, 인조보석을 이용함으로써 보석의 인식을 현대

액세서리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실타래를 활용한 목걸이나 벨

트를 무대의상에 적용하여 일상의 오브제가 다른 새로운 의미

를 지닌 물체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

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저가치 물질들 혹은 다

른 여러 가지 기성(ready-made) 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

으로써 대중 안에서의 그들을 재확인시켰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새

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본질적인 고뇌를 안고 있는 예술

가나 의상 디자이너의 미의식은 다른 예술가나, 주변의 여러 영

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성의 존중, 다품종 소량 생

산, 단기간의 변화 경향을 보이는 21세기에, 지속성이 있는 스

타일과 장기적 안목,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 발상의 전환

을 시도한 피카소나 샤넬의 작품세계는 현대 디자이너와 예술

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의

상과 예술작품들은 최근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술적, 기

술적, 감성적, 비즈니스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의상은 예술 경향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상

을 포함한 전 영역의 예술가들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과

감한 새로운 시도, 발상의 전환, 타 영역간의 교류, 대중을 위

한 작품 시도 등을 통해 예술과 의상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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