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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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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nge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ashion in pursuit of
mechanical beauty.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survey has been underta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In early twentieth century, fashion concept on the expression of mechanical beauty was considered as
abstractness, atypicality, and high-tech. The abstractness of fashion was expressed by geometrical purity, box silhouette,
moderate color, and cheap materials in association with mechanical reasonability and efficiency. The atypicality of fashion
was connected progressive taste motivated by mechanical dynamic effect. This tendency of dress was constructed tech-
nically in response with the movement of body and totally transgressed conventional notions of clothing. The high-tech
of fashion was presented by geometrical forms and metal materials in relation with the future-oriented utopia and the har-
mony between human and machine. 

Key words : mechanical beauty, abstractness, atypicality, high-tech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는 물질적 조건 뿐

아니라 정신적 반응에 따라 예술과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다. Ackerman(1967)은 예술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술을 수단 뿐 아니라 중요한 형태적·상징적 기능을 수

행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결정인자라 하였고, Hamilton

(1988)은 복식을 이루는 문화 구성 요소 중 기술을 사회적 구

조와 이념의 하부구조로 보아 기술적 요인이 전체적인 문화체

계의 결정자로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술의 변화·발달은 복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므로

예술 분야에서 기술적인 표현은 고대이래로 존재해 왔지만 특

히,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기계화는 예술과 패션의 패러다임

을 바꿀 정도로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했다. 20세기 초반 기계

미에 몰두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지 않고, 기술적 경험을 분야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미

래의 세계에 적합한 방향으로 문화의 혁신을 주도했다. 기계로

의 미의식 변화는 예술가로 하여금 기계와 같은 과학적 태도로

접근하면 기계와 같이 고도로 효율적이며 아름다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주었고, 패션에도 과학적 활동과 기계 형태에 부

합되는 미학적 특징들이 도입됨으로서 20세기 초반 여성의 패

션이 ‘현대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계미에

대한 선행 연구(이효진, 1998)는 외형적 특징 분석에 그치고

있어, ‘기계미’의 추구가 구체적으로 패션의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총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미’의 표현 개념을 살펴보고,

‘기계미’의 추구에 의해서 여성 패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

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20세기 초반 기계미가 예

술표현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 상황

을 살펴보고, 기계미의 표현 개념을 건축·회화 등 기계미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를 바탕

으로 20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범

위는 건축과 예술분야에서 기계미에 의한 양식이 주도하였던

190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다.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밀접하게 연관되고 지속적으로 변

화 발전하는 기계·기술이 예술과 패션에 조형의지로 작용하

는 관계를 고찰함으로서, 기계미의 연장선에 있는 하이 테크놀

로지(high technology)가 미래지향적인 키워드(key word)로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대 패션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기계·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 패션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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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기계미에 대한 일반적 고찰
 

2.1. 기계미 발생의 사회·문화적 맥락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지속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생산

력의 증가 및 기술의 보급으로 생활의 변화와 함께 중산층 계

급의 형성, 소비 시장의 확대 등 사회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Spark(1997)에 의하면 19세기까지의 기술 발달은 일

상생활과는 관계가 적었던 반면,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전차,

전등, 전화, 재봉틀, 선풍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술이 거리

와 가정에 침투하여 기술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급격한 전환을

이루었다. 또한, 19세기에 생성되어 20세기에 번창한 산업자본

주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풍요로운 중산층을 탄생시켰고, 그

에 따라 귀족취향의 생산, 공급 대신 대량생산의 확대에 필요

한 기계화, 표준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용재·윤도근(1997)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19세기 말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토대로 기

술된 Newton 의 운동법칙과 Decartes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받

아들여졌지만, Einstein이 상대성이론을 확립하면서 고전적 물

리학에서 제시한 시간·공간의 절대성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Darwin의 자연선택설을 요인론으로

한 진화론이 연계되면서 20세기 초의 세계관은 절대적 입장에

서 상대적 입장으로 이행되었다. Hauser(2002)에 의하면 상대

주의적 세계관은 Nietzsche와 Bergson과 실용주의로 당시 철학

과 예술양식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Nietzsche와 그 동시대인

들에게 이전시대의 자기 목적으로서의 학문, 무(無)전제의 진리,

이해를 초월한 미, 무아의 도덕 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비판되었으며, 효과적이고 유용하고 쓸모 있는 것, 세월에

견뎌내는 것이 곧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배경으로 20세기 초 건축·회화 등의

예술분야에도 이전시대의 권위주의적 미 개념을 토대로 한 표

현양식을 거부하고 진보된 기술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새로운

표현개념이 요구되었다. 즉, 과학적 법칙과 기계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감성의 변혁은 낡은 미학적 개념을 소멸시

키고 기계미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2. 건축과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

2.2.1. 기계미의 개념

기계미의 사전적 정의(미술사전편찬연구회, 1994)는 기계의

합리성, 기능성에서 생겨난 조형미를 의미하며, 기계미라는 용

어는 1934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계미’ 전시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기계미와 관련된 미의 개념을 살펴보면, 고대 그

리스로부터 적절성, 합목적성, 기능성 등의 성질에서 얻는 즐거

움을 의미하는 ‘적합성(aptness)’의 개념이 미의 한 변화형으로

존속해왔다. Tatarkiewicz(1998)에 의하면 적합성은 Socrates에

의해 형식미와 함께 동등하게 다루어졌고 중세시대에도 명확한

개념체계를 유지했으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형식미에 대한 편

향으로 부차적 개념으로 치부되었다. Zurko(1988)에 의하면 계

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미개념은 강력하게 적합성의 개념과 결

합했는데, 특히 Hutcheson, Berkeley, Hume 등에 의하여 기계

의 효율성이 찬미되었다. 즉, 의도하는 목적을 생산해내는데 어

떤 방식이나 기계가 갖는 효율성이 전체 대상물에 미를 부여해

준다는 입장은 산업혁명에서 표현된 정신의 징후를 미의 개념

과 결합시켰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계는 효율성이라는 기능적 특성으로

서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감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

술가들에게 상징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Sparke(1997)에 의하면 새로운 미를 추구했던 건축과 회화 등

에서 본래 미적 표현을 의도하지 않고 설계 제작된 기계가 지

니고 있는 속성에서 발견된 새로운 미학이 추구 되었고, 기계

미는 근대 디자인의 혁신적인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졌다. 미래

파, 입체파, 러시아 구성주의, 순수파 등의 예술가들을 중심으

로 기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낙관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반면, 기계에 대해 비관적인 모티브로 간주한 표현주의

(Expressionism)나 반문화적인 수단으로 간주한 다다이즘(Dada)

과 같은 부정적인 입장의 사조도 나타났다. 이렇듯 기계와 관

련된 다양한 사조 중에서 기계미에 대한 본질적 평가는 기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표현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음에서 20세기

초반 긍정적 기계미 표현의 토대가 되었던 사상과 사례를 통하

여 건축과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2.2. 건축에 나타난 기계미

20세기 건축은 구조와 기능의 문제 뿐 아니라 건축의 구성

과 형태표현의 결정요소를 기술과 기계에서 발견되는 합리적이

고 정밀한 속성에서 찾으려했다. Loos는『장식과 죄악

(Ornament und Verbrechen)』 (1908)(Banham에서 재인용,

1986)에서 형태의 단순성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

하였고, 장식 없이 건설하는 것이 기계시대에 적합한 수법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기반을 설치하였다. 독일에서

Muthesius가 1907년 창설한 공작연맹도 과거의 양식에 대한 모

방을 비판하고, 용도의 내적 본질에 의한 형태와 표준화, 기계

화를 강조함으로서 추상적 형태를 디자인의 미학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상을 도입하였다. Muthesius가 출판한『영국의 가

옥(Das Englische Haus)』 (1904~05)(Banham에서 재인용,

1986)에 의하면 “순수하게 목적에 입각하여 개발된 형태는 그

자체가 창의적이고 표현적이어서 미술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

과 다를 바 없는 안락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즉, 그는

현대에 생산된 제품들의 주된 미적 결정요인을 표준화라고 생

각했다. 1920년대 Corbusier(Banham에서 재인용, 1986)는 기

계화가 기하학적 질서에 기초함을 가정하고, 인류는 질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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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

동차 산업의 대량생산 관행과 표준화된 제품의 미적 순수함을

발견하였고, 주택을 자동차처럼 표준화되고 대량생산되며 요구

에 솔직히 응하는 살기위한 기계로 인식하였다. 그는 예술과 과

학이 우주를 방정식으로 환원시키려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예술작품은 우연적, 예외적, 인상주의적, 비유기

적, 회화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일반적이고 불변수를 포

함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던 순수파(Purism)의 입장을 대변

했다. Fig. 1은 건축요소를 기계부품과 같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구성하여 기존 주거의 거창함에서 벗어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량생산화 된 주거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편, 미래파나 러시아 구성주의와 같은 전위적이고 혁명적

인 운동들의 영향 하에 기계화를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인자로

서 파악하고 기계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발견한 영감을 바탕으

로 실험적인 경향의 건축이 시도되기도 했다. 미래파 건축가

Sant'Elia는『신도시계획안』(1914)(Banham에서 재인용, 1986)

에서 고도운송의 시대에 사는 새로운 대중 집단에 적합하도록

신재료 및 신구조의 공학적 발명에 맞추어 승강기와 컨베이어

시스템, 그리고 대규모의 교통 순환체계로 이루어진 미래적 도

시를 혁신적인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러시아 구성주의의 Tatlin

은 Fig. 2의『제3인터내셔널기념탑』(1920)을 디자인했는데, 4

종류의 바퀴, 나선형 철제 프레임 등 첨단 기술에 의해 가능한

복잡한 구조와 장식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기계적 정확성을 강

조하는 철재구조를 통하여 당시의 기계미학을 표현하였다. 또

한, 그는 ‘과학기술로 뛰어든 예술’(1932)(Lauder에서 재인용,

1992)이라는 선언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 과학기술에

대응한 것으로서 재료와 형태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해야한

다’고 주장하며, 형태와 재료 자체에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했

다. 기념탑의 형태에서 축을 이루는 나선형들의 긴장된 휘어짐

은 공중에 매달아놓은 전기줄들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며 시간과

에너지의 상징으로, 철과 유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프롤

레타리아의 의지와 양심에 각각 비유하였다. 

이상에서 건축에 나타난 기계미는 목적에 적합하게 합리적

이고 명확하게 설계되는 기계에서 유추되는 기능성과 기계의

효용성에 의한 구성과 형태표현, 그리고 기계화된 사회가 보장

하는 미래 첨단 환경의 제시를 목적으로 공학적 발명을 도입한

한 실험과 상징의 표현으로 고찰된다. 

2.2.3.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

회화에서 기계미학과 관련된 새로운 이념적 방향 설정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예술사조인 미래파는 동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생활로부터 영감을 끌어내야

함을 강조하고 기계화된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찬하였다. 특히,

자동차를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인자로서 중요시하였다. 1909

년 Marinetti는 ‘미래파 창립선언문’에서 자동차 운전에 의한

속도의 미와 역동적 경험을 ‘사모트라케(Samothrace)의 승리의

여신’ 보다 더 아름답다고 찬미하였고, Marinetti를 정신적 지

주로 하는 미래파의 예술가들은 기계화된 시대의 새로운 미를

기계의 속도감과 역동성에서 찾고자 했다. 1910년 발표된 ‘미
래주의 회화의 기술선언’(조성철에서 재인용, 2001)에 따르면

색채나 형태는 회화의 진리를 찾는데 불완전한 것이며 오로지

달리는 역동적인 힘만이 유일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간주 되

었고, 여기에서 미래주의 회화표현의 근간이 되는  ‘다이너미
즘(Dynamism)’이 대두되었다. ‘다이너미즘’은 자연을 누르고

승리한 속도 있는 기계문명의 반영이며 한편, 이상주의자들의

고정되고 변할 줄 모르는 진실에 대한 거역이었다. 이처럼 미

래파 화가들은 속도의 미를 새로운 이상으로 삼고, ‘운동’을 적

절히 표현하기 위하여 역사적 형태에 대한 관심 대신 조형적으

로 전혀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였다. Lynton(1994)에 의하면

Bergson을 통해서 경험은 다수의 단편적인 것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들은 사물을 상호 분리된 채로 정지된

관계 속에 있는 모습으로 재현하는 대신에, 유한한 선을 폐기

하고 모양을 해체한 다음 중첩과 투명한 재현을 통해 그 내부

에 환경을 포함시켰다. 즉, 형태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색상 또한 면들이 상호교차 될 때마다 서

로 중첩되거나 침투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운동감을 표현하였다

. 이는 전통적 원근법에 따른 단편적이고 정지된 공간개념과는
Fig. 1. Tatlin 1920 (러시아 구성주의, 1992, p.26) 

Fig. 2. Corbusier 1920-30 (20세기 시각예술, 2002,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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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새로운 공간개념의 도입을 의미한다. Fig. 3에서 물체의

구체성이 파괴된 형상의 반복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대각선과

예각, 다양한 광곡선들의 밀집된 연쇄반응, 끊임없이 움직이는

만화경적 시각을 위해 사용된 보색대비의 알록달록한 색채로

자동차의 속력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입체파의 Leger는 기계적 운동과 형태를 분석하여 기하학적

으로 표현함으로서 기계의 유용성과 기계적 질서에 대한 관심

을 나타냈다. 그의 작품에서 인물과 풍경을 포함한 모든 형태

들은 기계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로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계와 인간을 융합시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저술『기계의 미학』 (1924)(성완경에

서 재인용, 1988)에서 기계의 주요한 목적인 유용성의 추구가

미의 출현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아름다운 주제는 아

름다운 기계임을 주장하며, 기계 자체를 오브제로 도입하여 새

로운 기계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즉, 현대사회의 역사적

이며 기능적인 도구로서의 기계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아름

다운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서 현대인을 둘러싼 기계적인 환경을

보다 낙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그의 시도는 산업화

된 도시가 결국은 괴물처럼 성장할 것으로 보았던 19세기적인

시각과 반대로, 도시생활이 주는 낙천적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데 아름다운 기계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의 주제가 되는 원반은 기계의 선반으로부터 도시의 온갖 동

력 수단의 원반형에 이르기까지 산업시대의 새로운 시각성을

상징하는 원으로 볼 수 있으며, 기계의 구체성을 지닌 형태들

을 이용하여 산업시대의 역동적인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 

안연희(1999)에 의하면 1917년 시작된 새로운 조형운동인

Stijl은 합리적인 추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근본원리로 하여

기본적인 형태의 절대적 구성을 통해 보편적인 조화를 미적으

로 형상화하는 이른바 ‘개별성을 초월한 절대적 원리’를 탐구

하였다. 다시 말해 입체파의 기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감성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가장 논리적 객관적 진수를 얻고자 했는

데, 이는 ‘기계의 제작은 예술작품의 제작과 유사하다’

(Banham에서 재인용, 1986)는 주장에 나타나는 바처럼 기계에

서 유추되는 질서를 표현의 매개체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Fig.

5에서 Stijl의 주동적 인물인 Mondrian은 뚜렷한 검정선과 색

면에 의한 기하학성으로 전혀 자연을 참고로 하지 않은 채, 완

전히 추상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고, 엄격한 질서와 균형 잡힌

형태에서 기계미학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는 기계에서 연상되는 속도,

역동, 질서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전통적 원

급법을 탈피한 새로운 공간 개념의 도입과 기본 형태의 왜곡,

기하학적 형태로의 전환, 기계의 오브제화 등의 시도에서 고찰

됨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 고찰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20세기 초 일

상생활에 침투되기 시작한 기계는 기능적 효율성 뿐 아니라 전

통의 권위주의적 미를 거부하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져 ‘기계미’라는 조형적으로 전혀 새로운 표

현개념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에서 기계미는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대신 단순성, 표

준성, 합목적성 등 기계의 명료한 설계와 기능에서 유추되는 구

Fig. 3. Balla 1912 (미래파, 1991, p.64)

Fig. 4. Leger 1918 (기계시대의 미학, 1988, p.2) 

Fig. 5. Mondrian 1925 (20세기시각예술, 2002,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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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한편, 신재료 및 신구조의 공

학적 발명을 도입하여 첨단과 혁신의 모습을 제시하려는 경향

으로 나타났다. 

회화에서 기계미는 고전적 회화의 주제와 원근법적 표현 양

식에서 벗어나 속도, 역동, 질서와 같은 기계에서 연상되는 추

상적 개념이나, 기계 자체 또는 기계를 상징하는 재료와 형태

를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과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의 토대가 되는 사상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계미의 표현개념을 고찰하면, Table 1에

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추상성, 비정형성, 하이테크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과
조형적 특징

 

본 장에서는 건축·회화 분야에서 고찰된 기계미의 표현개

념을 토대로 복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대의 정

신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건축·회화·복식은 문화적 공유성을

가지며 특히, 20세기 초반의 건축·회화와 복식은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내며 진행되었다. 

3.1. 추상성

건축과 회화에서 Corbusier와 Mondrian 등은 고전적 예술에

서 우주의 속성으로 간주되었던 수학적 관계가 조화와 비례의

체계로 정립되었듯이, 이제는 기계를 모델로서 차용하여 기하

학적 질서를 창조해내고자 했다. 그들에게 기계는 강력한 시각

적, 문화적, 정신적 상징이 덧붙여진 추상적인 힘일 뿐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

와 기능에 따른 공학적 구조의 명료함으로 찬양되었다. Sparke

(1977)에 의하면, ‘기계미학’은 20세기 초 사회 각 분야에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순수성의 지향’을 이끌었으며, 기계화된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사회 환경과 적어도 은유적으로 연대할 수 있

는 새로운 미학을 모색하는 움직임 속에서 단순성과 추상적인

미라는 명제를 강조하게 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몸과 이

전 시대 복식의 구상적 재현이 아닌 단순하게 추상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1919년 Thayaht는 일명 tuta라는 T자 모양의 편안하고 단순

한 점퍼 수트를 창안하여 발표했다. Fig. 6에서 tuta는 마치 건

축 설계도처럼 기하학적으로 명료한 형태와 정확한 치수로 제

안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tuta의 주요한 특징은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누구든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정도

Table 1. 20세기 초 건축 및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

건축과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 관련 사상 표현개념

Loos(1908)

장식 없이 건설하는 것이 기계시대에 적합한 수법
Muthesius(1907)

형태의 표준화, 기계화를 통한 추상적 형태의 건축
Corbusier(1920s)

주택은 표준화되고 대량생산되며 
요구에 솔직히 응하는 ‘살기위한 기계’
Stijl(1917)

기계의 제작은 예술작품의 제작과 유사하다

추상성

기계의 기능과 정확함에서 유추되는 단순화의 경향
 -기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구조
 -표현적 목적의 장식 배제
 -질서와 균형
 -규격화와 표준화
 -실용적 재료

미래파 회화 기술선언(1910)
달리는 역동적인 힘만이 최고의 아름다움

비정형성

기계의 속도 표현을 위한 실험적 형태표현의 경향
 -유한한 선의 폐기와 모양의 해체
 -중첩, 투명한 재현
 -내부와 외부의 구별 폐지

Tatlin(1932)

예술가는 작품 속에 과학기술에 대응한 것으로서 
재료와 형태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해야한다
Leger(1924)

오늘날의 아름다운 주제는 아름다운 기계

하이테크성

신기술과 기계형태의 직접적 인용의 경향
 -첨단과학을 상징하는 형태와 재료
 -기계의 오브제화

Fig. 6. Thayaht 1918-19(Against Fashion, 2004,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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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 공정이 간단했으며 천의 낭비 또한 적어서 ‘경제적
’이었다. 또한, 모든 장식적 요소를 제거한 형태의 단순성과 단

색은 경우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도

록 하였고, 여성의 경우 바지 대신 치마로 대치될 뿐 이었다.

Stern(2004)에 의하면 tuta는 보편성과 경제성에 기반 하여 제1

차 세계대전 직후 폭넓게 착용되었다. 

하이패션 디자이너였던 Chanel 역시 명확한 선과 대량생산

체제로 향하는 디자인 개념의 주요한 변화 방향을 잘 파악하여

적용했다. Costantino(1994)에 의하면 그동안의 패션이 값비싼

소재와 독특한 디자인을 위하여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류층 여성만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hanel은 상류

층 여성만을 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건축에서 발견되는 기능

주의를 패션 디자인에 반영했다. 그를 통해 여성 의상의 과장

된 실루엣을 절제하고 기하학적 선의 순수성이 강조된 단색의

디자인을 시도했고, 면과 같은 값싼 소재를 사용하여 누구든 쉽

게 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니트웨어, 짧은 치마, 바지, 쓰리

피스 슈트, 리틀 블랙 드레스, 그리고 코스튬 쥬얼리 등 현대

일하는 여성의 기본적 의상 품목을 그녀가 고안했는데 특히,

Mackrell(2005)에 의하면 리틀 블랙 드레스는 생산 공정의 표

준화로 대량생산의 전기를 마련한 포드(Ford) 자동차에 비유되

며 패션 표준화의 시작으로 인식된다. Fig. 7의 리틀 블랙 드

레스는 단순화된 장방형 실루엣으로 크기와 치수의 문제를 덜

어주었고, 여성복 특유의 화려하고 현란한 색채와 장식, 실루엣

을 제거하여 기하학적 명료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을 촉진시켰다. 

tuta와 리틀 블랙 드레스에서 추구되었던 것은 이전시대의 정

교하게 장식된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이 계층의 차이를 상징적

으로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몸이나 장

식의 구상적 재현이 아닌 기능과 효율에 근거한 추상적 형태임

을 알 수 있다. Corbusier가 거창한 모습에서 탈피하고 요구에

응하는 살기위한 기계로서 경제적·합리적으로 표준화되고 대

량생산이 가능한 주거의 모습으로서 주택을 추구했던 것처럼,

Mondrian이 보편성을 위하여 논리적 질서를 추구했던 것처럼

의상에서도 불필요한 장식이 제거된 단순한 형태와 실용적 소

재의 사용으로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의

효율성 향상과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3.2. 비정형성

미래파 화가와 건축가들은 고전적 예술의 불변하는 진리와

역사적 스타일을 거부하고 생동하는 동시대의 감각을 기계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속도의 미’를 새로

운 시대에 적합한 이상으로 삼았고 사물을 정지된 모습이 아닌

‘움직임’의 연속적 상황으로 표현하기위해 기본 형태의 유한한

외곽선을 해체하고, 중첩과 투명한 재현을 시도하는 실험적 형

태에 도전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파 회화에서 역동성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되었던 정형성의 해체가 직물의 패턴을 중심으로

패션에도 적용되었다. 

Delaunay(Macrell에서 재인용, 2005)는 미래의 예술과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움직임(movement)은 오늘날 인테리어, 영화,

그리고 모든 시각적 예술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유행이며, 그

것은 이 새로운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 모든 것을 매혹시키고

있다”고 예견하며, ‘움직임’을 직물의 패턴으로 표현하였다. 밝

은 색상이 중시된 기하학적 패턴은 대비되는 색상의 면에 의하

여 시각적 흐름을 창조하였고, 직물의 패턴과 의상의 형태를 동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녀의 독창성은 실험적인 기하학적 언어의

직물 디자인과 현대적인 재단이 결합된 획기적인 것이었다. 

Ballar도 역동적인 패턴의 직물과 함께 전통적인 형태를 벗

어나는 블라우스, 스웨터, 수트 등을 디자인했다. 그는 Fig. 8에

서 전통적인 재킷의 대칭적 칼라와 라펠을 제거한 대신 삼각형

과 반원이 결합된 모양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로 여며지는 실험

적 형태를 제시하였다. 좌우의 균형을 깨며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겹쳐지는 반원형과 상호 침투하는 컬러의 사용으로 그의 회

화에서와 같은 역동적 효과가 표현된다. 

한편,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관심은 자동차의 빠른 ‘속도’

Fig. 7. Chanel 1926 (Art and Fashion, 2005, p.133) Fig. 8. Balla 1914 (Icons of Fashion, 1999, p.27) 



43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8년

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구조와 신체의 연

속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순식간에 변화하는 외양에 집중하여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28년, 한 패션 개혁가

가 독일 패션 잡지(Buxbaum에서 재인용, 1999)에 기고한 글에

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움직임(movement)이 지배하

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의상은 과거처럼 더 이상 코르셋과 치마

버팀대와 같은 단단한 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체의 외양

을 바꾸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꽉 조이는 모양으로 강요되지 않

는다. 현재의 이상형은 스포츠와 육체적 단련을 통한 활기에 찬

신체이고, 신체는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장

갑처럼 ‘딱 맞는’ 의상은 신체를 조이면서 활동을 억압했지 않

는가! 자유로운 움직임을 요구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적합한

‘좋은’ 드레스를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Vionnet는 여성 신체의 자연스러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

체 움직임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스케치 대신 회전이 되는 3차

원의 인형에 머슬린(muslin)과 같은 천을 직접 입체재단 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시도했다. 또한

그녀는 전통적인 ‘천을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 대신 ‘천을 사

선으로 자르는’ ‘바이어스 컷(bias cut)’을 개발하여 신축성을

증진 시켰을 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의 추상적 선으로 떨어지

는 스커트의 유연한 흐름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는 미래

파와 같은 감각을 표현했다. ‘바이어스 컷’ 드레스는 1930년대

대유행을 하였고, 이러한 여성들의 패션을 1934년 Vogue지

(Macrell에서 재인용, 2005)는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지나가는

쾌속선과 비행기의 선’으로 묘사했다. 즉, Vionnet는 새로운 재

단 방법인 마네킹을 이용한 입체재단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구

조적으로 옷의 형태에 반영하고자 했고, 과학 기술의 상징인 쾌

속선과 비행기와 같은 유선형의 실루엣과 신축성 있는 소재로

여성 패션에 기계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Fig. 9의 ‘바이어스
컷’ 드레스는 기하학적인 사각형의 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어

깨에서 사선방향으로 주름을 잡아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허리

에서 고정되어 신체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풍부한 유동성에 의

한 활력을 표현한다. 이처럼 움직임을 고려한 형태는 정지된 상

태에서의 모양과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모양이 각각 달라 옷의

형태를 한가지로 특징짓기 어려우며 신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유동적 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다. 

‘움직임’에 대한 패션의 관심은 신체의 활동에 대한 고려로

자연스러운 신체의 미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되었다. 이전의 의

상은 마네킹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무

리 잘 맞게 재단되었더라도 갑작스러운 무제한의 움직임에 의

해 신체의 왜곡을 초래했지만, ‘움직임’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의상은 움직임에 조화롭게 일치되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왜곡 없이 노출된 신체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

다. 또한, 이전의 균형 잡히고 대칭적인 전형적 디자인과 반대

로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선과 여러 가지 밝은 색상의 대비

로 기하학성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시각적인 눈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실험적 형태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즉, 움직

임 없이 고정된 마네킹을 위한 정형화된 옷이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암시하며 시각적 흐름을 창조하는 직물의 패턴과 형

태, 나아가 인체의 움직임에 옷의 형태가 변화되는 비정형의 특

징이 나타났다. 
 

3.3. 하이테크성

입체파와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은 과학적 활동과 기계 형

태에 부합되는 상징들을 이용하여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기계로 대변되는 신기술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낙관

적 모습을 발견해 내려고 하였다. 즉, 기계적인 형태를 기능과

관계없이 유희적이며 장식적인 요소로서 이용하여 기계가 일상

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발달된 과학 기술에 의한 미래지향적

유토피아관을 표현하고자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션에도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하이테크가 도입되어 과학기술과

기계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표현되기 시작

했다. 

러시아 구성주의자 Tatlin이 ‘소재는 메시지이다’라고 했듯이

다양한 첨단 소재가 패션에 적용되었는데 건축에서 철(鐵)이 과

학기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듯이, 패션에도 기계의 반향으로 금

속성 소재가 적용되었다. 1924년 Vogue지(Herald에서 재인용,

1991)에 프로펠러처럼 뻣뻣한 스카프와 Chanel의 강철로 만든

구슬 목걸이가 소개되었고, 1927년에는 반짝거리는 에나멜 가

죽구두가 ‘새로운’것으로 기사화되었다. Fig. 10은 1933년 알루

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넥타이이다. 이처럼 금속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재료로 만들어진 패션은 그 목적이 실용성과 유용성의

추구에 있지 않고, 강한 시각적 자극을 통한 미래적 이미지의

창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과 관계없이 장식적인 요소로서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형

태, 색채, 리듬 등은 1930년대 ‘아르 데코(Art Deco)’ 양식에
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퇴폐적이고 과잉 장식된 ‘아르 누보

(Art Nouveau)’가 쇠퇴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한 ‘아르 데코’ 양식은 장식적 언어를 기본으로
Fig. 9. Vionnet 1931 (Fashion, 1999,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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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아르 누보’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입체주의와

구성주의 등으로부터 끌어온 원천의 절제되고 기하학적 선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Macrell, 2005). ‘아르 데코’
양식은 꽃, 동물, 인간의 형체 등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입체

파의 작품처럼 기하학적으로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특히,

지그재그(zigzags), 전기 광선, 태양광선 등이 딱딱하고 각진 모

양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들은 강렬한 색

상의 대비와 더불어 사용되었고, 빨강, 검정, 흰색, 그리고 은

색의 조합이 가장 널리 쓰여 졌다. 즉, 과도한 곡선의 조형성

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 누보’가 과거의 스타일로 치부되었던

반면, ‘아르 데코’는 기계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차용하

여 1930년대 스타일을 대변했다. Fig. 11에서 의상의 면을 신

체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방식으로 절개하는 대신 삼각

형이 강조된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들로 나누어 기계적인 조립

과 같이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색상을 흰색과 파랑의 대비로 선

명하게 한 것은 기하학적 형태의 강조를 통하여 기계의 정확성

을 암시하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창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초 패션에 기계에 의해 제작되는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들이 강하게 표현되고, 과학 기술 발

달의 가시적 결과물인 비일상적 첨단 소재가 일상적으로 착용

되는 복식에 사용되었던 것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패션에 과

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하이테크를 결합시키려는 측면이 강하

다. Mumford(1999)에 의하면, 기계와 기술의 의미를 동화하고

인간 정신을 기계와 밀착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사

실상 인간성의 한 단편인 순수 지성이외에 모든 것을 거부해

온 바로 그 영역 안에서 인간적 가치를 다시 강조하려는 노력

이다. 즉, 기계에 의해 열려진 인간 체험의 새로운 영역을 인

간의 의식적인 자각과 감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기계를 생활과 문화의 실체로서 인식하고 기계

적 요소들을 실제의 삶과 결합시킴으로서, ‘인간과 기계 사이

의 평화’를 주장하고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창조되는 새로운 환

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상징적으로반영하

는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20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

개념과 조형적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10. Bosso 1933 (Art & Fashion, 1997, p.53) Fig. 11. Patou 1932 (Icons of Fashion, 1999. p.45)

Table 2.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과 조형적 특성

표현개념 내적의미 조형적 특징 대표적 작가

추상성
효율성

합목적성

장방형 실루엣
기하학적 선의 순수성
장식의 제거
단색

값싼 소재

Thayaht
Chanel

비정형성
활동성

반전통성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유동적 형태
비대칭적 절개선
시각적 흐름을 창조하는 패턴
밝은 색상의 대비
신축성 소재

Delaunay
Vionnet

하이테크성
미래지향성

유토피아지향성

기하학적 형태의 장식
원색과 은색의 조합
금속성 소재, 반짝거리는 소재

Pa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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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20세기 초 예술과 패션에 나타난 ‘기계미’의 표현개념을 살

펴보고 그에 따른 패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패션은 과학기

술의 발달을 통해 변화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전

통이 아닌 새로운 개념 즉, 과학기술의 발달을 수용하는 미학

개념인 기계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를 계

기로 현대적 모습의 패션으로 급격하게 변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건축과 회화에 나타난 기계미의 토대가 되는 사

상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찰한 결과 기계미의 표현개념은 추

상성, 비정형성, 그리고 하이테크성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토대

로 복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추상성은 기계와 같이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 기계화된 대

량생산의 경제성을 중시하여 단순화하려는 경향의 표현 개념이

다. 추상성의 표현 개념은 패션에서 불필요한 장식과 색의 제

거, 기하학적 선의 순수성, 장방형 실루엣을 특징으로 기능과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외관의 단순화된 의상들의 출현에서

파악되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화된 형태에 값싼 소재의

적용으로 계층에 따른 이질적 모습을 동질화하고 선택의 자유

를 제공함으로서 패션의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구상적 형태의

재현을 통한 과시적 표현 대신 요구에 응하는 기능과 생산의

효율성으로 여성의 패션이 현대의 대량생산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정형성은 20세기 초 첨단 과학기술로 받아들여진 자동차

의 ‘속도’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정체된 문화의 혁신을 의도하

는, 전통에 대한 거역과 새로움에 대한 실험을 강조한 형태표

현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정형성이 해체된 패턴에 의해 시

각적 흐름을 창조하는 직물디자인과 함께 전통적 형태와 구성

방법에서 벗어나 신체의 율동성을 강조하는 복식의 형태에서

나타났다. 전통적인 복식형태의 구성요소를 파괴하고 비대칭적

기하학성을 특징으로 하는 율동적 색채와 패턴에 대한 실험적

적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식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고, 기계

의 ‘속도’에 적응하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신체

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 복식형태가 신축성 소재와

유선형 실루엣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여성의 패션이 과거의 형

태에 대한 모방 대신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무엇보다 신체의

활동성을 중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이테크성은 과학적 활동과 기계 형태에 부합되는 상징들

에 대한 직접적 인용을 통하여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련성과 미

래지향적인 유토피아관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패션에서 첨단과

학을 상징하는 금속성 소재와 색상, 기하학적 형태 등을 통하

여 강하게 표현되었고, 과학기술과 결합된 의상으로 새로운 영

역의 문화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저변 확대했다. 이처럼 고

도의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첨단 제품의 생산에 적용하는 기술

형태를 기능성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희적이며 장식

적인 요소로서 도입하는 것은 패션이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의해 창조되는 미래 사회

의 낙관적 모습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장으로 이용될 수 있

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패션에 반영하

여 이용하는 것은 시대성과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

능적 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연적이며, 결국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서 추출된 새로운 표현 개념은 지속

적으로 패션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은 현대의 새로운 과학 기술 환경에서 추출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체계라는 관점에서 현대 패션을 분석하고,

20세기 초와 현대에서의 유의성을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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