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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 thesis about the hair art reflected minimalism which is expanded to various art fields using
minimum formative measures minimalism is a kind of modern art trend. It is analyzed theoretically that the works of this
researcher approaching minimalism and consideration of minimalism about hair, flexible clothes and artistic costume. It
is defined that the “hair art” is “aesthetic hair”, and I include my three works approaching minimalism that are
researched, extended, made. I spread the works which have minimalism characteristic by design intent, concept, title,
color, ingredient, size and detail, consider the hair art works theoretically and present the basis and method of scholar
study minimalism art trend. I think that succeeding studies related to the hair art should be continued. I expect that var-
ious work activities of hair art artists and scientific breakthrough via theoretical thesis about the work of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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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는 창조행위를

낳고 다양한 예술사조와 양식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19세기 사

실주의에서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으

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파생적 예술동향들이 나타났다. 현대인

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에 안주하고자하는 심리와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스러움과 단순함을 추구하는데 이는

미니멀리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현재 미니멀리즘이라는 예

술사조는 세계 미술계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디자인, 건축, 인

테리어, 패션계 그리고 미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용예술은 ‘뷰티아트(Beauty Art)’라는 전문용어로 일반

화되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헤어와 유연한 의상에는 ‘

아트웨어(Art Wear)’라는 분야가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학문화

되어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용헤어와 구분된 ‘헤어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미니멀리즘이라는 예술

사조와 연관된 작품을 창작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일은 미

용예술 부분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의상

과 예술의상, 실용헤어를 배경과 특성, 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하

며 ‘헤어아트’의 용어정리와 개념정립을 위해 ‘헤어아트’전시회

작품과 도록, 그림, 사진 등을 연구의 자료로 한다. ‘헤어아트’

작품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미니멀리즘 표현의 특성을 가진 작

품을 분석하고 연구자의 작품을 제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장르인 ‘헤어아트’의 용어와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의상, 예

술의상, 실용헤어의 작품을 분석해 본다. 셋째, 미니멀리즘 표

현 요소를 가진 본 연구자의 헤어아트 작품을 연구, 전개, 제

작하여 다각적인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헤어아트 연구 분야

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연구하여 학문적 기틀을

마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술사조 중 미니멀리즘의 전반적

인 고찰과 함께 헤어 아트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며 미

니멀리즘에 입각한 헤어아트 작품을 연구, 전개, 제작하여 수록

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헤어아트

헤어아트의 용어를 정의하여보면 예술 즉 ‘아트’(Art)는 사전

적 의미로 기예와 학술이며, 독일어의 ‘Kunst’로 의식적으로 미

를 창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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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

물로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연극. 영화, 무용, 건축 따위를 의

미하는 창조적, 직관적으로 미적 이념을 표현하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이며 광의로는 그 기술, 기교까지도 말한다.

건축, 조각, 회화 등을 ‘조형예술’, 무용, 연극 등을 ‘표정예술’

음악을 ‘음향예술’, 시, 소설, 희곡, 평론 등을 ‘언어예술’이라

하듯이 예술의 영역은 확장되고 지속되고 있다. 예술의 영역이

현대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따라 예술성의 자율적 표현이 증

대되어 오면서 모든 예술행위가 상호 관련적이며 유기적인 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예술

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형태화하여 예술

적 표현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예술의 확장은 미용에도 영향

을 주어 ‘미술예술’ 즉 뷰티아트(Beauty Art)라는 전문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분야의 네일아트(Nail

Art)의 용어도 일반화되었다. 그 영향은 실용헤어와 구분된 헤

어아트에서도 나타나 아트(Art)적 시각으로 헤어(Hair)를 조명

한다는 의미로 헤어아트(Hair Art) 즉 예술헤어가 탄생되고 있

는 것이다. 

예술의 중요요소는 작가와 작가의 구상과 계획, 그리고 제작

의 결과로 이루어진 작품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관객이

어우러져 상호과정을 거치면서 감성을 유발하고 그 반응을 전

달하는 것이다. 현대의 예술은 전문화되면서 종합적이고 많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독창성있는 작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러한 통합분야중 하나가 헤어아트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형

태로 경향에 맞춰 현장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살아있는 인체에

표현되는 실용헤어와 달리 헤어아트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모

발의 특성상 오브제를 이용한 예술작품으로 작가의 개성이 강

하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헤어아트는 조형성이나 작품성에서 고

정관념을 뛰어넘는 형태들로 시각적 감상의 목적도 갖는다. 헤

어아트는 예술적인 헤어라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일상적인 치

장을 미용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한 것으

로 본 연구의 헤어아트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형태학적 범위로는 상반신 이상 머리까지이며 이는 2005년

에 시작된 헤어아트의 기획의도에 근거한다. 의미학적 범위로

는 헤어(Hair)의 사전적의미인 머리카락, 모발, 한 가닥 한 가

닥의 털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순수예술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오브제를 이용한 모든 아트행위까지이다. 이는 반

드시 헤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으며, 작품 관람자가 의문스

러운 작품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헤어는 반드시 머리 위에 있

어야한다는 정직성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나 머리 한 가닥

의 소재가 코사지나 헤어장신구, 모자, 조형, 의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헤어아트를 “미술적 측면에서 바라

본 헤어의 또 다른 영역” “평면적인 미술에 헤어의 조형성을

가미한 예술”, 즉 “미술머리”, “예술머리”라 개념화하는 광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현대패션은 토탈 패션이란 복합적인 영역으로 집합되는 조화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문화다. 그것은 옷을 비롯하여 모든 패션

의 다양한 소품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악세사리들과 인체

주위에 나열된 환경적 형태들까지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지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생활의 멋을 찾고 욕구의 만족을 얻

는다(한국패션문화협회, 1997). 이러한 맥락에서 헤어아트의 선

행된 연구사례를 보면 “KAWA 1997년 Arts in Hats”가 있다.

우리나라 모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의도한

전시지만 헤어아트의 범주인 모자조형전으로 복식문화측면에서

시도된 첫 전시이다. 미용문화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서경

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생을 중심으로 2005년 6월 서경대학교

문예홀에서 “初 새로운 시작”이라는 “헤어아트 전시”이다. 실용

헤어에 반하는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한 실험적 작품들이 선보

여졌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2.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의 정의로 미니멀리즘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최소

한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minimal’에 ‘-ism’을 덧붙인 ‘최소

한주의’라는 합라는 의미로 미술과 음악분야에 처음으로 대두

Fig. 1. 조경희. 해바라기. 1997. 
출처: Ar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도록

Fig. 2. 김혜연. 간구. 1997. 
출처: Ar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도록 

Fig. 3. 김정희. 조화. 1997. 
출처: Art in Hats. The Korean Fashion

 and Culture Association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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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용되었다. 미니멀리즘이란 예술상의 한 양식이라기보다

전후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비평적 사고와 창조를 통해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 순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이

정욱, 1997).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표현과 다른 것과 관계를

갖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객관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된 그림이나 조각을 일컫는

말이다. 미니멀이라는 말은 일루젼(illusion)의 극소화를 의미하

는 것으로 이들은 회화의 감동성과 자기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신화를 기본으로 한 종래의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

발하고 있다(현대미술용어사전, 1981). 

‘미니멀리즘’이란 용어의 발단은 비평가들로부터 비롯된 것

으로 미국의 화가인 존 그래함(John Graham)은 1937년 미술

의 체계와 변증법(System and Dialectics of art)이란 논문에서

“미니멀리즘은 추상화의 과정에서 회화의 궁극적이고 논리적인

종착점을 발견하기 위해 회화를 최소한의 요소로 환원하고 있

다. 회화는 순수하게 단일한 화면으로 시작되며, 만약 어느 누

가 무한히 계속 작업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단일한 화면(검은

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금까지

겪은 경험과 과정에 의해 풍부해진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

니멀리즘은 196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미술에서 ‘Hard Edge’

라는 새로운 경향의 감수성 정의를 위한 전시회에서 비평가들

에 의해 ‘ABC Art’, ‘Primary Structures’, 차가운 예술 ‘Cool

Art’, 특수 오브제 ‘Specific Objects’, 체계 회화 ‘Systemic

painting’, 실제의 예술 ‘The Art of the Real’, 환원적 예술

‘Reductive Art’, 부정 예술 ‘Negative Art’, 허무 예술

‘Nihilist Art’, 문자 예술 ‘Literal Art’ 등으로 일컬어졌으며 미

니멀리즘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니멀 아트

(Minimal Art)’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비평가 리차드 볼하임(Richard Wolheim)에 의해서

인데 1965년 1월 ‘Arts magazine’지에 발표한 미니멀아트

‘Minimal art’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정의하였다. 

미니멀리즘이나 미니멀 아트와 관련된 용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의 개념과는 달리, 최소

한의 제작으로서 사물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 보이려는 환원적

의지의 결과로 제기된, 물체로서의 성격이다. 미니멀리즘은 일

정한 특징을 지닌 회화와 조각 등의 미술을 지칭하며 대단히

추상적이고 간단한 장식적 세부묘사 마저 결여된 미술로서 이

용어는 그 자체의 역사적 반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니멀리

즘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었던지 또한 그 미술작품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이 오늘날 미

술상의 모든 양식적 엄격함과 관련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되며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데 그럼에도 현재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는 전문적 유행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미니멀리즘의 배경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서구의 중

심 국가로 위치를 다지며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세계 최강의 국

가로 떠오르는 배경 속에서 유럽의 많은 작가들이 이주하였고

주요한 미술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국의 현대미술은 빠르

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경향의 예술운동이 전개되었고 1960년

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추상표현주의가

폭주하는 초자아의 전하를 맥시멈으로 표현하고 팝아트가 문명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나타낸데 반해 미니멀리즘은 엄격

함과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한다(세계미술용어사

전 중앙일보, 1989).

미니멀리즘의 표현특성에 관한 구분에서 단순성은 간결한 요

소적 성격으로 이미지와 조형성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환원하기 위하여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사용한 것이며 단

일성은 온유적 의미를 제거한 뚜렷한 체계적 모양을 그대로 사

용하여 중성적이고 몰개성적인 단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복

성은 동일한 요소를 거듭하여 어떤 물체간의 계층적 관계를 허

용하지 않는 중성적 구조를 띤 특성이며 환원성은 작품에서 구

상적 요소나 내용을 배제하고 물질의 본질을 추구하는 비관계

Fig. 4. 한성진. Radiance. 2005. 
출처: 제1회 헤어아트 전시회.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도록 

Fig. 5. 김옥준. 시간. 2006. 
출처: 제1회 헤어아트 전시회.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도록 

Fig. 6. 이미숙 Streching magination. 2005. 
출처: 제1회 헤어아트 전시회.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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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에 의한 재료의 중성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

성은 장소성을 포함하여 작품이 그 자체로만 완결되지 않고 작

품이 위치한 그 주변의 환경의 일부까지도 작품에 포함하는 것

이며 연극성은 시간이 도입됨으로써 이루어진 특성, 작품이 작

품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놓여있는 전시

공간인 갤러리 공간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관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다(배동준, 2005)라고 하였다.

2.3. 의상과 미니멀리즘

의상은 ‘복식’이라는 용어와 함께 몸에 걸치는 옷을 말하며

옷의 꾸밈새, 옷과 그 장식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의상에

서의 미니멀리즘의 배경으로 1960년대 미국, 소련간의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냉전은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편리

한 가전제품들이 개발 보급됨에 따라 여성의 육체노동이 줄어

들고 사회참여의 기회의 증가로 나타났다. 과학과 섬유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섬유가공법이 발달하면서 대량생산을 통한 나일

론과 라이크라 등 인조섬유의 개발은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슬

림한 형태의 실루엣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일론 라이크라의 바디스타킹은 여성

의 인체미를 잘 살리는 소재로서 미니스커트가 등장할 수 있는

과학적 배경이 되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주시대의 개막은 기술적으로 변화된 복

식을 낳았고 의상에 있어서 대중예술과 대중문화와의 만남은

시험적인 복식을 출현시켰다. 경제적인 호황에서 온 물질적 풍

요는 생활의 합리성과 기능성을 가져다주었고 그로 인해 복식

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인체의 자유로움을 표

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다(임진희, 1997). 

단순한 형태, 장식 및 디테일의 생략, 최소의 은폐를 통한

최대의 노출 등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미니멀리즘의 표현은 현

대사회의 대량생산 체제와 개방적 속성과 잘 부합되며 특히 취

업률 증가에 따른 기능적 여성복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90년대 들어서

서는 60년대를 능가하는 강한 추세로 복식의 단순화, 기능화, 과

도한 노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은덕, 1995). 

의상과 미니멀리즘 특성을 보면 인체는 그 자체가 바로 가

장 환원된 의상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되었고 공업용 재료 등 획

기적인 소재를 복식에 도입한 것을 미니멀 복식의 특징으로 설

명할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제작과

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서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본질로서의 인체와 창작에 대한 본질적 체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복식표현에 개연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곧 소재

나 색상, 장식 등에 의한 이미지의 표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

체 즉 본질 또는 물성자체에로 환원하려는 미니멀리즘의 사고

의 결과이다. 이는 최소한의 은폐나, 최소의 제작과정 등에 의

한 구조선의 배제 등에 의해 복식에서 단순성과 순수성을 표현

해주고 있다(정흥숙, 현선진, 1995). 

1960년대의 의상에 있어서는 장식적인 디테일이 배제된 단

일한 색채, 직선적인 선이 연결된 단일한 형태로 환원된 복식,

인체 그자체로 환원된 복식,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된 복식으로

나타났으며 재료면에서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PVC, 비닐 등의

공업용 재료를 복식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의 의상의 면에서 플라스틱, 비닐, 거울, 유리, 금속

등의 공업용 재료가 미래 패션의 열쇠인 기술과 함께 독립적으

로 또는 전통적 직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서 살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신소재 개발로 나일론. 라메. 비

닐 등을 통한 반사효과와 하이테크란 합성수지. 그물. 망사. 니

트. 자가드 등의 신소재와 비닐. 시폰을 통한 투명효과가 주류

를 이루었다. 또한 반복 연속의 배열을 통한 거대한 규모로의

공간적 확장으로 초점이 되는 개념을 파괴하며 단순한 형태를

이룬다. 이는 90년대 복식에 있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은 특

성으로 간결한 형태 가운데 기하학적 형태의 모티브의 반복 정

도로 표현된다(전혜정, 나현신, 1995). 

2000년대 의상을 분석하여 보면 1995년에서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트랜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미니멀리즘 패션이다.

1995년 이후 몇 년간은 동양적인 무드와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어울려 로맨틱 미니멀리즘이 유행하였고 1960년대가 단순한 기

Fig. 7. 도널드 저드. 무제. 1970. 
출처: 미니멀리즘

Fig. 8. 댄 플래빈. night drifter (1996)
출처 www.bangrang.org

Fig. 9. 솔 르윗. 다섯 개의 모듈구조
(숫자5에 대한 연속적인 치환). 1970. 

출처: 미니멀리즘

   



78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5호, 2008년

하학적 형태의 구조주의가 특징이라면 1995년 이후는 극도의

절제미와 인체미의 극대화에 특징이 있다. 

의상과 미니멀리즘의 대표작가로 1960년대 패션의 미니멀리

즘의 대표적인 인물인 앙드레 꾸레쥬는 옷을 구조적으로 파악

하여 A-라인과 H-라인의 미니스커트와 바지, 그리고 원추형의

새로운 구조도 선보였다. 미니멀리즘의 단순하고 최소적인 표

현과 미래지향적인 표현은 입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 파코 라

반느의 알루미늄 원피스, 피에르 가르뎅의 기하학적 의상 등에

서도 잘 나타났다. 입셍 로랑의 몬드리안 룩은 단순하고 직선

적인 형태에 검정색의 수평. 수직선으로 분할된 면을 삼원색과

흰색, 검정색으로 채운 의상으로 형태와 색상에서 단순성과 최

소성이 특히 돋보이는 미니멀리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웅가로의 장식성을 최소화한 아웃 스티치(Out Stitch)의 원피

스는 장식성을 최소화한 대표적인 스타일이며 미니스커트와 민

소매, 루디 건릭의 톱리스 (Top Less)드레스는 인간 자체의 순

수성을 추구하려는 여성해방운동의 소산이었으며 형태의 단순

화, 디테일의 단순화, 봉제방법의 단순화로 실용성을 추구하여

모더니즘적 대량생산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잘 부합되어

기성복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마리퀀트(Mari Quant)의 미니스

커트나 입셍 로랑의 속이 비치는 씨드루(See-Through)는 노출

경향을 나타내었고 블라우스와 바디스타킹(Body Stocking)등은

의상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속된 인체와

과잉장식을 통해 복식의 조형미를 창출하였던 근대복식에 반하

여 인체의 자연미를 살리려는 현대복식의 의지이며, 더 나아가

인체 자체를 복식의 원형으로 받아들이려는 표현이라 볼 수 있

다(공보나, 2003).

예술 의상이란 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예술적 표

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형태화하여 예술적 표

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회화와 조각, 섬유예술을 접목하여

인체의 동적인 율동을 조화시켜 시각적으로 조형성을 강조하는

창작 의상의 조형적 표현을 말한다. 의상의 기본속성인 ‘입는

다’는 기능성보다는 예술가의 내적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

는 이미지가 강조된다. 

‘아트 투 웨어(Art to Wear)’는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 ‘미

술의상’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후 ‘예술의상’, ‘입는 예술’, ‘패

션아트’라는 용어로 전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은 전

시회의 기획의도로 ‘아트 투 웨어(Art to Wear)’, ‘아트 웨어

Fig. 10. Givency, A-line. 1950.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Fig. 11. Y.S.Laurant Mondrian design(1965).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Fig. 12. 미니드레스를 입은 모델 트위기. 1967.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Fig. 13. 신영미. 눈꽃. 2000. 
출처: Fashion Art From Korea . Air of the

 East. New York 도록

Fig. 14. 박민여. 어느 날 오후의 일기장. 1999.
출처: 서예와 의상과의 만남 도록

Fig. 15. 김영인. 빨간 꽃의 춤. 
출처: 광주 비엔날레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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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Wear)’, ‘아트 웨어러블스(Art Wearables)’, ‘웨어러블 아트

(Wearable Art)’, ‘언웨어러블 아트(Unwearable Art)’, ‘예술의

상’, ‘의상조작(Clothing Sculpted Dress)’, ‘미술의상’, ‘패션조

각(Fashion Sculpture), 및 ‘의상예술’으로 혼용되어 왔다. 이렇

듯 미술의상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으나 1983년 미국 공예

전시관에서의 전시를 계기로 ‘아트 투 웨어’로 명명되어지게 되

었다(김혜정, 2004). 패션아트 작가들은 입을 수 있는 예술품,

또는 관념상 입을 수 없는 소재를 이용하여 보편적 사고를 깨

고 의상의 개념을 재 투시한 작품 활동들을 하며 패션사업에

아이디어를 더 해주는 디자인 개발의 촉진 활동을 담당하기도

하며 그들의 작품들은 가공의 세계 속에서 보는 이에게 유머와

여유를 안겨주기도 한다(변지유, 2000). 즉 예술의상은 의상의

형태를 빌어 다양한 소재와 형태를 혼합하여 장식적 미적욕구

를 표출하는 미술과 의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타 분야

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옷’으로서 미술성을 강조한 예술형식이라 할 수 있다. 작

가의 개인적 통찰력을 작가의 손이나 심성을 통해 물질화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 작품화된다. 작품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완성

까지 작가의 의도로 상당한 제작기간을 가지며 경제성이나 기

능이 우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시회나 예술제 등 관객

과 만나는 장을 통해 빛을 발한다.

예술 의상과 미니멀리즘에서 다음의 그림들은 각종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된 미니멀리즘 표현 요소를 지닌 작품들을 선별한

것으로 그림 는 연극성과 환경성을 되었듯이 배동준은 미니멀

아트의 개념과 표현 특성을 구분하였다. 그 특성 중 단순성, 단

일성, 반복성, 환원성 즉 물체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작품들을 수

록하였다. Fig. 16은 반복성을 Fig. 17는 단순성을 Fig. 18는

환원성을 강조하였고 Fig. 19은 환경성을 특성으로 하였다. 

2.4. 헤어 미니멀리즘

헤어(Hair)는 사전적으로 털, 머리털, 머리카락, 모발, 두발,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의 털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일부분으

로 섬세한 두개골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개개인의 독

특한 개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용모

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체의 조건과 유행

(fashion)에 따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스타일들이 탄생되어 오고 있다. 

헤어 미니멀리즘의 배경을 보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

로 기능주의가 대두되면서 20세기의 아르누보 시대의 과잉적

이고 장식적인 머리 형태에서 1900년 초는 느슨하고 단순하게

변화된 형태의 퐁파두르 스타일(pompadour style)이 유행하였

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9)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

Fig. 16. 회상 II
출처: 제39회전국기능경기대회 초청한지패션쇼

Fig. 17. 강병석. geomalodic dress Fig. 18. 허정선. woman flying through the air.
출처: Fashion art Exhibition 

   

Fig. 19. 이미연. 시간의 흐름.   출처: 2000 경희대학교 미술의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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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단순하고 손질하기 쉬운 합리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와 짧은 머리가 잠시 유행했던 엠파이

어 시대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헤어스타

일은 남성과 같은 짧은 머리를 한 적은 없었다. 이때의 유행한

머리형태가 보브 스타일(bob style)로 뒷머리는 짧고 직선적인

블런트 커트(blunt cut)를 하고 앞머리는 일직선상으로 짧게 내

리는 것을 말하는데 네덜란드인들의 전통적 머리 형태로 단발

과 짧은 커트를 총칭하는 것이었다. 전선정(2001)에 의하면 보

브스타일은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단순함과 기능성을 추구하던

20세기 초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던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짧은 머리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으로, 양식적 특성면에서 볼 때 여성이 과잉장식을 벗어나 단

순하고 기능적이며 스마트한 형태의 짧은 머리를 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20세기 초를 기

점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1920년대의 쇼트 커트형의 보브스타일(bob style)은 소년같은

이미지의 보이쉬 스타일의 의상과 유행을 같이 하였다. 쇼트커

트는 보브의 유행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이것보다는 더 짧은

형태로 싱글(shingle)이란 이름으로 불렀는데 남성들의 전통적

머리 형태와 같이 뒷머리를 짧게 쳐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

녀평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20년대 중반에

나타난 쇼트커트는 일종의 보브이나 등 더욱 짧고 층이 나게

자른 싱글 커트와 남자같이 짧은 머리’ 보이시 보브(boyish

bob)등은 양식적 특성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적 스타일의 머

리 형태를 하게 되어 머리형태상에서 유니섹스 스타일이 나타

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1945년까지의 세계 양대 전쟁기간에는 이튼 크랍

(eton crop), 숏 봅(short bob), 가르손느(garconne), 숏 헤어

(short hair), 롱 스트레이트헤어(long straight hair)를 하였으며

1948년과 1950년 사이는 세미 숏트 시대이고 47년에 이어 머

리를 작게 손질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950년대는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을 덮을 정도로 짧아짐에

따라서 머리는 꼭 붙게 시뇽을 하거나 호올스 테일(horse'tail)

또는 포니 테일(pony tail)도 했다. 헵번의 짧은 머리 모양(픽시

커트)의 불규칙한 앞머리와 짧은 커트가 유행하며 커트의 중요

성이 강조되어 쇼트커트 기법이 발달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친 비달사순의 다양한

기하학적인 컷(short hair cut)스타일과 70년대의 펑크 그리고

20세기 말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나타난 양성화 경향으로

변화되어왔다(이연희, 2002). 영국의 10대 모델인 트위기

(twiggy)의 짧은 머리가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비달사순(vidal

sassoon)은 마리 콴트(marie quant)의 미니스커트와 사순의 커트

는 기하학적 선, 면, 입체를 이용한 작품으로 절묘한 조화를 이

루게 되었다. 1967년경에는 포니테일형의 머리를 뒤로 묶는 스

타일이 유행했는데, 캐쥬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게 했다. 

1990년대는 직선적인 뱅을 짧게 자르고 뒷머리는 쇼트 커트

를 한 머리형태도 유행하였다. 미니멀리즘의 유행에 따라 머리

형태도 단순한 형태가 유행하였는데, 과잉장식을 배제한 숏 컷

을 하였고 롱 스타일에는 스트레이트로 하거나 굵은 웨이브를

보여주었다. 후반에는 패션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개성이 강조

되었는데, ‘나’를 강조하는 시대사조에 따라 머리형태도 두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머리에 볼륨을 주지 않고 두상에 딱 달라붙

는 스트레이트 형이 유행을 했다. 또한 헤어패션계에 중요한 역

할을 한 비달사순(vidal sassoon)의 헤어 트랜드를 보면 90년대

말에는 어시메트릭 렝스(asymmetrical length)로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거나, 디스커넥션(disconnection)스타일로 머리 길이의 연

결을 시키지 않은 형태로 모량을 축소시켜 볼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건축적 디자인으로 재단하여 두상에 딱

달라붙는 매끄러운 머리형을 만들어 두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질감에 강조를 두어 윤기있고 빛나는 머릿결을 중요시하였다.

보브 스타일과 쇼트 커트는 미니멀리즘의 단순성 즉 조형의

최소화를 통한 두상의 본형에 직선 커트라인과 짧은 길이를 적

용했다. 이는 중성적 이미지와 모발의 건강함, 간결함의 구조

로 환원하기 위한 단순,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용한 예가 될 것

이다. 

헤어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보면 미용의 양식도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인

간심리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많은 변화의 양상이 나타난 20세기에 이르러서

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로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인 물질문명에

대한 인간성 회복과 자연에로의 회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서 미용의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공존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20세기 미용사조속의 미니멀 경향의 헤어를 살펴

보면 미니멀리즘의 특성에 근접하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케네시 베이커는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

는 수식어는 조각과 회화, 그리고 기타 다른 미술 형태를 광범

위하게 포괄하면서 확대되고 팽창되었다. 그 후 대충 기하학적

이고 적당히 엄격하며 어느 정도 단색조이고 대체로 추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거의 대부분 미니멀이라는 명칭

이 붙여져 왔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헤어에서의 미니멀

리즘은 기하학적 라인과 형태를 가지며 헤어의 색조가 단색조

이며 두상과 헤어가 기본형으로부터 인위적이고 과장되지 않은

헤어디자인에 의한 스타일을 미니멀리즘 헤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헤어 미니멀리즘 작가로는 비달사순을 꼽을 수 있는데 서양

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성미 표현의 한 방법으로 헤어디자

인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비달 사순은 헤어 커트가 디자인의 한

분야로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Beauty & health 연구회, 2001). 

비달사순은 헤어커트의 기하학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보급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1960년대는 기

하학적인 모티브와 비쉬 흑백체크에서 영감을 얻은 비달사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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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정확하고 조각적이고 절제된 커트라인으로 얼굴선과 골격

구조를 돋보이게 하였다. 1970년대는 비달사순에게 많은 변화

의 시대로 기하학적 스타일의 엄격함은 약해지고 커트의 효과

가 덜 강조되었다. 커트는 더 짧아지고 볼륨이 강조되었다. 시

대의 성향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성공의 상징으로 특징지어졌

다. 이러한 커트의 조각적인 선은 여류사업가의 모습을 꿈꾸는

여성들의 소망과 잘 어울렸다. Fig. 20 낸시 콴은 오리지널 보

브(Bob) 클래식이며 Fig. 21 파이브 포인트는 이 스타일은 비

달 사순의 기하학적 스타일의 절정기를 보여주며 Fig. 22 소프

트 크롭(The soft crop)커트는 짧고 헝클어진 보이시스타일이다.

헤어아트는 앞에서 정의한대로 예술의 개념과 헤어의 기능

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양식으로 작가의 사상이나 개념을

신체 일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다양한 재

료를 자유자재로 혼합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범위가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헤어아트 전시의 작품에서 아르누

보, 아르데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팝아트등 의상에서 보

여졌던 다양한 사조에 입각한 헤어아트 작품이 선보여졌다. 각

종 전시회와 미술전의 뷰티아트부문 등을 통해 발표된 작품들

은 헤어아트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헤어아트의 작품들의 재료는 유리. LED. 헤어핀, 연

철 등 공업용 재료등과 마네킹을 사용하였으며 미니멀리즘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Fig. 23은 반복

성, Fig. 24는 본질성, Fig. 25는 단순성으로 선별할 수 있었다.

아트웨어(예술의상)의 작품과 불가분의 연계성을 가진 헤어

아트는 실용헤어의 포화나 예술적 갈등에 의한 산물이다. 헤어

아트 또한 웨어러블 헤어와 언웨어러블 헤어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인 모발에서 연출되는 실용헤어는 분명 웨어러블한 영역

이지만 쇼를 위하거나 순수한 예술에 사용되는 오브제(동선, 아

크릴, 동, 나무, 자연 소재등)로 연출된 헤어아트는 일련의 순

Fig. 20. Nancy kwan. 1963

출처: 비달사순 50년사.

Fig. 21. The five point. 1964

출처: 비달사순 50년사.

Fig. 22.  The soft crop. 1980.

출처: 비달사순 50년사.

   

Fig. 23. 이영준. Limpid. 2006
출처: 서경대학교미용예술대학원도록 

Fig. 24.  김복환. The balance of power. 2005. 
출처: 제1회 헤어아트 전시회.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도록 

Fig. 25.  이진옥. 공간. 2006 
출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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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예술 행위로 언웨어러블하다고 볼 수 있다.

3. 작품제작

미니멀리즘에 나타난 헤어아트의 작품 제작은 의도된 내용

없이 최소한의 작업으로 제작된다. 작품은 추상적이며 설명이

부가되지 않은 감상자의 감각을 통해 감상하도록 하는 형식이

어야 하지만 연구자의 부연설명을 통해 보다 감상을 쉽게 할

목적으로 작품의 디자인 의도와 시술과정 그리고 미니멀리즘적

특성, 컨셉, 제목, 색, 재료, 크기 등으로 정리하였다.

논문에 실린 본인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얼굴과 가슴의 일

부분까지를 인체의 상반신 레디메이드 검정과 흰색 마네킨을

사용하며 다양한 재료를 혼합사용하여 예술적 헤어의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기초에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원, 삼각형, 사각형 중

원형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보편타당성의 원형이 추

상성 표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형의 거울조각이나 한지를

이용한 면사로 만든 볼 그리고 코르크 등을 반복하여 사용하였

으며 두상이라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인 원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하였으며 아웃라인을 가능한 강조한 작품을 하고자 하였다.

모나지 않고 크기나 거리나 공간에 상관없이 어우러지는 원형

이 언제부턴가 익숙하게 와 닿아있어 그 원형이 무의식중에 작

품에 많이 반영되었다. 

3.1. 작품1

거울은 빛이 있는 한 사물을 가감 없이 비춘다. 여인들의 아

름다움은 거울을 통해 창조되고 증명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대를 풍미하며 그 시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선도했던 역사

속의 인물을 선정하여 거울 위에 포개어 붙여 한 장 한 장의

거울을 그 시대라고 생각하고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고자하였다.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

일로 고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모자’라는 여성들의 미적 장

식물을 통해 현대라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좌대없이 구성해놓아 두 작품의 사이에 시공간의 흐름

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리를 바꿔가며 감상할 때마다 거

울속의 여인들에 의한 미의 기준과 그 시대를 되돌아보는 시간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I은 반복성, 단순성,

환원성, 연극성을 모티브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한 아름

다움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여주인공들을 헤어아트라는 한 공

간에 모아 재조명하였다. 거울속의 인물은 클레오파트라. 엘리

Table 1. 작품1 ‘The fantastic world in mirror’

Fig. 26. 작품 I 내 용

Fig. 27. 작품 I의 세부1 Fig. 28. 작품 I의 세부2

개념
 과거와 현재의 표현 즉 시간의 흐름과 한 시대를 
풍미한 각 시대의 역사의 여주인공들 부각

제목  ‘The fantastic in mirror’

색  반사

재료
 거울(원형지름 2, 2.5, 3 cm×2 cm),인물사진(OHP용
지), 검정색모자, 검정모직원단, 검정색 상반신 마네킨 

작품크기

 높이- 48 cm 
넓이- 30 cm
깊이- 20 cm

미니멀리즘 특성 반복성, 단순성, 환경성, 연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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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베스 여왕, 그레이스 켈리, 재클린 케네디, 마돈나, 마릴린 먼

로, 다이아나, 오드리 헵번, 조세핀, 엘리자베스 아덴, 마리 앙

뜨와네뜨, 샤넬, 트위기, 윤복희 등이다. 

3.2. 작품 2

미니멀아트의 작가 말레비치는 검정색 사각형으로 미니멀리

즘의 회화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케네시 베이커는 미니멀리즘

은 추상화의 과정에서 회화의 궁극적이고 논리적인 종착점을

발견하기 위해 회화를 최소한의 요소로 환원하고 있다. 회화는

순수하게 단일한 화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누가

무한히 계속 작업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단일한 화면(검은

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지금까지

겪은 경험과 과정에 의해 풍부해진다고 하였다. 

인간의 오성(五性)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은 검정

(Black)이라는 종착역을 유추시킨다. 작품은 환원성과 반복성을

모티브로 인간의 오성을 블랙 볼(Black ball)로 표현하였다. 

3.3. 작품3

미니멀 아트는 작품의 내용이나 조형적인 요소들 이외에 ‘물

체’ 자체로 환원시킴으로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환원성은 기하학적 형태나 재료 선택에 있어 주

로 찾아볼 수 있다. 모발은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로 되어있으

며 모표피 내의 모피질의 모양은 세로로 병렬되어있고 꼬아진

형태이다. 모피질의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꼬인 형태가 모표피

를 벗기고 투명하게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디자인에서 변화와 다양한 연출에 사용되어지는 사선라

인을 디자인하여 불균형, 비대칭의 기하학적인 입체적 형태가

완성되었으며 미니멀리즘의 단순성과 본질성을 표현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의 예술사조 중 미니멀리즘의 이해를 바탕으

로 제작된 의상, 예술의상, 헤어에 나타난 작품을 분석하고 새

Table 2. 작품II ‘Untitled’

Fig. 29. 작품 내 용

개념

 인간의 오성(五性 )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을 
혼합하여 검정으로 표현함

제목  무제

색

 

검정

재료 검정색 면사, 상반신 마네킨 

작품크기

높이- 48 cm 
넓이- 30 cm
깊이- 20 cm 

미니멀리즘 특성 반복성, 환원성

 

Fig. 30. 작품II의 세부1 Fig. 31. 작품 II의 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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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장르로 등장한 헤어아트의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며 헤어

아트 작품을 연구, 전개, 제작하여 수록하였다. 예술의 확장은

미용에도 영향을 주어 미용예술 즉 뷰티아트(Beauty Art), 네일

아트(Nail Art)등의 용어도 일반화되어 실용헤어와 구분된 헤어

아트에서도 나타나 아트(Art)적 시각으로 헤어(Hair)를 조명한

다는 의미로 ‘헤어아트(Hair Art)’ 즉 예술헤어를 정의할 수 있

었다. 예술의 개념과 헤어의 기능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양

식으로 작가의 사상이나 개념을 신체 일부를 통해서 구체적으

로 표현해내는 것으로 다양한 재료를 자유자재로 혼합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범

위가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minimal’

에 ‘-ism’을 덧붙인 '최소한 주의'라는 의미로 최소한의 조형수

단으로 제작된 조각과 회화 외에 다른 미술형태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음악, 건축, 의상, 미용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팽

창되었다. 그 후 대충 기하학적이고 적당히 엄격하며 어느 정

도 단색조이고 대체로 추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작품들을 포

함하게 되었다. 

의상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

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한다. 즉 인위적인 실루엣과 구조선을 거

부하고 장식을 배제함으로 인체의 왜곡과 과장에서 벗어난 즉

인체 우선주의의 추구이다. 또한 예술 의상은 섬유미술의 한 분

야로 입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옷'으로서 미술성을 강

조한 것을 말한다. 예술 의상은 단순한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

이 아니라 작가의 예술적 충동을 움직일 수 있는 인체와 이를

감싸고 있는 옷을 매체로 하여 표현하며, 인간에 대한 해석을

Table 3. 작품 3. ‘Diagonal’

Fig. 32. 작품III 내 용

개념 모발의 본질성의 강조

제목  본질

색  베이지

재료  굵게 꼰 면사, 상반신 마네킨

작품크기

높이- 48 cm
넓이- 30 cm
깊이- 20 cm 

미니멀리즘 특성 환원성, 단순성

 

Fig. 33. 작품III의 세부1 Fig. 34. 작품III의 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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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미니멀

리즘 헤어아트 작품의 연구는 디자인 의도, 미니멀리즘 특성,

컨셉, 색, 재료, 제목, 크기로 정리 분석하였다. 

각 작품의 특성으로 작품1 ‘The fantastic world in mirror’

는 환경성, 연극성, 반복성, 단순성으로 작품2 ‘Untitled’은 반복

성과 환원성으로 작품3 ‘Diagonal’은 단순성과 환원성으로 구

분하였다. 헤어아트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이론적으

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헤어아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과 함께 학문적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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