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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outlined and summarized academic meaning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rganic Modernism represented by various aspects of design, art, industry and architecture, then 

has intented to define concept of Organic Modernism Fashion. Eventually, this study is to make a 

analysi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rganic Modernism Fashion Design. Based on example of 

Organic Modernism applied to architectural structure, industrial products and pure paintings, this 

study has analyzed and researched into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rganic Modernism repre-

sented by fashion design. 

As a consequence of study, its characteristics are defined as below;

The first, the beauty of simple formation using delicate curve. The second, the expression of 

symbolic formation based on surrealism. The third, the expression of continuous 3-dimensional 

curved surface. And the last characteristic is a providing transformable multi-function.

Through thos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it may be expected to define a concept of 

Organic Modernism Fashion Design newly and to set a precedent for providing a basic criteria to 

classify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Organic Modernism Fashion Design.

Key words: organic design(오르가닉 디자인), modernism(모더니즘), 
organic modernism fashion(오르가닉 모더니즘 패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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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C 이후 ‘유기 (organic)’은 넓은 의미에서는 아

르 보와 실주의에서부터 자연주의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측면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술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기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은 처음 가

구디자인 분야에서 언 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

 이후 유럽 디자인에 불기 시작한 모더니즘과 함

께 미국 디자인 역사에서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 사

조로  디자인의 양식  특성에 크게 향을 끼

쳐왔다. 

유기  모더니즘의 이론  연구는 건축  산업디

자인 분야에서는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디자인에 

용되어 다양한 시각  사례분석을 통한 유기성과 

복합된 개념과 유기  이미지의 다의 인 표  양상

과 특성을 밝힌 수편의 논문들이 있다. 박승조는 ‘

 디자인에 나타난 유기  디자인의 개념의 역사  

배경에 한 연구’(2003)를 통해 유기  디자인의 개

념에 따른 시  배경을 고찰하 고, ‘생물학  유

추와 유기주의 모더니즘의 형성  발 과정에 한 

고찰’(2008)을 통해 유기  모더니즘과 생물학  유

기주의의 련성  발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박

혜경(1995)은 후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유기  모

더니즘 디자인의 조형 ·기술  특성에 해 분석하

고 이종희(2000)는 술, 건축  실내 디자인에 응

용된 유기  표 기법  특성에 한 연구에서 유

기  이미지의 다양한 표 기법별 특성을 분류하 다.

이처럼 술과 디자인분야에서 유기성에 련한 

모더니즘의 이론  근으로 유기  개념의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패션 분야에

서는 주로 자연주의에 련한 유기  개념을 용한 

디자인 연구에 치우쳐 있어 아직까지 유기  모더니

즘 디자인(Organic Modernism design)과 련하여 

학술 으로 근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혹은 ‘유기’와 한 

계가 있는 유기  디자인과 모더니즘의 개념을 토

로 패션디자인에 용될 수 있는 유기  모더니즘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다양한 시각에서 표 되어

지고 있는 유기  모더니즘 패션의 표 특성을 분석

하여 체계 으로 이론화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유기  모더니즘의 표  형식  측면

을 다룬 선행 연구논문과 서 을 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타 술 역에서 나타난 유기  모더

니즘 디자인의 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

의 조형  특성을 밝히고자 하 다. 패션작품 분석에 

사용한 사례들은 최근 5년간 패션콜 션과 련문헌

에 나타난 작품들을 발췌 사용하 다. 

Ⅱ 이론  고찰

1. 유기  모더니즘 개념

유기 (organic)개념은 유기체(생명체 혹은 유기)

와 자연에 한 성장과정과 변화의 속성을 바탕으로 

보다 본질 인 해석으로 나타난1)것으로 유기체론

(organicism)에서 출발한 것으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

이 자율 이고 자족 이며 여러 부분이 통합되어 표

되어져 유기체와 같다고 규정한다.2) 즉, 유기  용

어의 정의는 외형의 형태 구성에 있어서 자연, 동물, 

식물 등 화학  산물이나 화학물질이 아닌 자연  

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러한 유기개념은 

유기체론과 연 되어져 디자인의 형태 표 에 인간

에 의해 창조된 인조물이 아닌 자연물의 형태가 표

되어지는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모더니즘은 산업 명이후 량생산의 기능성과 합

리성을 목 으로 기하학 인 형태를 심으로 순수

하고 간결한 기계미학의 형태를 표 한 디자인 운동

이다. 딱딱하고 기하학 인 형태의 모더니즘은 1940

년  반부터 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Guggenheim Museum)미술 , 르 꼬르뷔제(Le Cor- 

busier)의 롱샹(Chapelle de Notre Dame de Haut)교

회 등의 작품에서와 같이 자연 이고 우아한 유기  

형태로 모더니즘의 경향이 바 기 시작했다.

유기성과 모더니즘이 결합한 ‘Organic Modernism’ 

즉 유기  모더니즘은 ‘A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에 의하면 건축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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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야에서 표 으로 사용되어진 용어로 

를 들어, 여러 방향의 곡선이나 곡면과 비 칭 인 

추상 으로 보이는 형태를 의미하며 1940년 와 

1950년  반 직물류와 가구 디자인에서에 주로 나

타난4)것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좌우 비 칭의 다양

한 곡선과 추상 인 이미지를 표 한 형태는 가변 

가능한 의미를 지닌 유기와 량생산을 목표로 기능

성을 추구한 간결한 모던이미지가 결합한 사조로 기

술의 발 에 의해 다양한 창의 인 형태로 발 해 

온 것이다.

유기  모더니즘은 1930년 에 가구디자인 분야에

서 최 로 형성5)되었는데 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추상표 주의와 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

기  모더니즘은 스칸디나비아와 미국의 디자이 들

이 주축을 이루며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

해 발 하 고 이 개념은 20세기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분야에 지속 으로 향을 끼치고 

있다.

유기  디자인은 형태언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

라 디자인 방법론까지도 포 하는 개념으로 출발한 

반면6) 유기  모더니즘은 기하학  모더니즘(Geome- 

trical Modernism) 의 형태 한계의 체 수단의 하나

로 알바 발토(Alvar Valto)에 의해 시작되었는데7) 

딱딱하고 각진 형태의 모더니즘 제품은 체 외형이 

다양한 곡선과 곡면을 변형한 차별화된 낭만  형태

로 표 되었다. 이 듯 다양한 측면에서 비롯되어 

용  표 이 가능한 유기  모더니즘 개념은 후 

미국을 풍미했던 모더니즘 디자인 사조에 이르게 되

어 유기  모더니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은 오르가니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용한 유기 인 형태의 

표  특성과 낭만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기하

학 인 곡선을 심으로 인간  감성을 만족시키는 

기능성을 유기 으로 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  모더니즘’의 개념을 패션에 결합하

여 유기  패션디자인의 한 조류인 새로운 조형언어

를 유기  모더니즘 패션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기  모더니즘 이미지의 표 사례

자연 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형태를 

유기  형태(Organic Form)라 한다.8) 유기체의 스

스로 성장하는 기능을 가진 생물학  특성은 끊임없

는 발 과 변화의 양상을 띠며 유기 으로 결합하는 

계 안에서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에서 벗

어나 상호 교환 인 교류의 을 가지며 동 인 

‘유동성’을 갖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생활 속

에서 한 계를 가지는 자연, 생물체 혹은 유기

체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그 

용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한 인간 자체가 하

나의 생물체 혹은 유기체의 완 한 구성 요소  일

부로 디자인에서 일부 용이 되기도 한다. 본 에

서는 건축과 제품디자인 그리고 술분야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의 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 표

방법과 특징을 논의한다.

1) 건축

‘유기 ’ 어휘는 건축에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  의미나 언어로 환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유기주의 형태는 형태나 구조에서 각각의 

부분과 부분이 결합하고 유기 으로 상호 긴 하게 

연동되거나 연결되는 복합 인 성격을 가지며 유기

 건축을 출 시켰다. 유기  건축은 실주의의 

곡선과 곡면 혹은 조각의 조형언어와 만나 유기

 모더니즘 건축으로 발 하게 된다. 

유기  모더니즘 건축의 형태는 디자인 개 과정

에서 자연 혹은 유기체의 형태를 직 으로 모방하

고 동 이미지의 움직임을 표 하기 해 자연과 유

기체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표 하거나 자연과 유기

체의 성장 혹은 발달에 한 이미지가 상징 으로 

형상화 되었다. 즉, 순수미술 분야( 실주의 회화

와 조각)의 조형  요소를 건축물의 형태미에 

복합 으로 응용하여 다양한 유기 인 건축 이미지

로 표 한 것이다. 유기  모더니즘 건축물에서 디자

이 들은 건축물 내부에 실주의 회화에서 나타

난 부드러운 유기  형태의 다양한 모티 들을 직

인 표  수단으로 용하 다. 이때, 유기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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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은 다양한 추상  모티 를 표 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호성을 띠며 자유롭게 유동하는 동 인 이미

지를 상징 으로 표 하는 구조  조형성을 보이는

데 직 으로 향을 미쳤다. 한편 시각  차원에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장소와 통일성을 표 하고자 주

변 환경을 반 하여 디자인하는데 건축 디자인과정

에서 유기체의 성장이나 변화를 묘사할 때 작가의 

주 과 해석을 반 하여 외  디자인이 변형되어 표

되거나 유기체의 피상 인 특성만을 표 하기도 

하 다. 즉, 건축물의 내부나 외부에 자연의 이미지

를 넣어 표 함으로써 건축물을 자연의 연장선 혹은 

자연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하 고 이와 같은 

디자인 발상 방법은 유기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의 

표  시각에 다양한 역의 조형  특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의 결과를 가져왔다. 

유기  건축 디자인의 용어를 선두로 사용했던 

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디자인

에서 향을 받은 작가 사리넨(Eero Saarinen)과 르

꼬르부지에는 TWA 공항<그림 1>9)과 롱샹 교회 등

의 작품에서 유기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을 선보

다. 이는 모더니즘에서 생된 유기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의 표 인 사례로 다양한  건축가들의 

유기  모더니즘 작품 디자인에 많은 향을 미쳤다.

 

2) 제품디자인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은 1940년  이후 산층

의 디자인 의식과 잘 조화되어 시 의 표 인 굿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졌다.10) 한, 공 품과 제품에 

차이를 이게 되는 디자인의 형태를 창조하는데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자유

로운 형태는 낭만주의로 회귀하려는 낙 주의로부터 

비롯되는데 1950년  미국 디자인은 과학  발 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 고 량 

생산 량 소비라는 새로운 시 로 어들게 되었

다.11) 이는 기능성과 량생산이란 실리주의  사고

가 구조 이며 기하학 인 모더니즘의 조형언어에서 

생된 유기  모더니즘의 낭만주의  조형언어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서 주된 경향으로 발

하게 된 요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기  모더니즘 

제품 디자인의 특성은 자연 혹은 유기체의 형태나 

이미지를 표 하는데 있어서 자연이나 생명체의 유

연하고 자유로운 성장과 발 의 유동성을 유기  표

 언어를 사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유기  

표  언어는 국제 모더니즘의 디자인 특성, 이른바 

기능 , 기하학 , 구조 , 추상 , 그리고 순수하고 

간결한 형태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특히 가

느다란 선과 추상 인 덩어리 형태와의 균형, 간결하

고 순수하며 비 칭 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형태를 

특징으로 하 다.12) 

 조각가 블랑쿠시(Constantin Brancusi)와 아

르 (Jean Arp)는 추상화된 유기체에 한 차가운 

은유  풍조로 유기  모더니즘 제품디자인에 큰 

향을 주었다. 특히 알바 알토(Alvar Aalto)는 아르

의 유기  형태에 매료된 바 있고, 이는 곧 알토의 

유기  모더니즘 가구조형에 근원이 되었다. 알바 알

토이외에도 패션의 크리스찬 디오르(Cristian Dior), 

은공 의 코펠 (Henning Koppel)<그림 2>13), 세라믹

의 린드버그(Stig Liindberg), 가구의 임스(Charles 

Eames), 건축의 사리넨(Saarinen)등은 아르 의 유

기  경향에 근된 디자인 그룹이다.14) 헨리무어

(Henry Moore), 아르 , 나움 가보(Naum Gabo) 등

의 조각 작품들도 가구나 유리제품 등의 제품디자인

에 직 으로 많은 향을 주었는데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유기체나 생물체의 형태이미지가 과장·강조

되어지고 부풀려져서 팽창된 이미지로 표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좌우 비 칭의 조형미를 보이며 지속

으로 변화·발  가능한 이미지를 우아하게 표 한 조

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연이나 생물체의 

이미지를 유연하고 유동 인 선으로 이루어진 곡면

을 사용하여 우아한 흐름이 돋보이는 조각 인 형태

로 표 한 조형 언어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 디자

인의 형태는 실주의 회화와  조각의 형태에

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출성형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표 되었다. 

 

3) 순수 술

순수 술에서 유기 이미지는 유기  모더니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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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ero Saarinen,

TWA Airport

<그림 2> Henning Koppel,

Pregnant

<그림 3> Henry Moore,

Cast Stone

<그림 4> 

Joan Miro, 추상 

자인의 양식  근원 즉 형태 언어  맥락과 한 

련이 있다. 랭크 로이드 라이트, 휴고 헤링(Hugo 

Haring)과 알바 알토에 이르는 작가의 유기주의 건

축 작품에 나타난 표 주의  기능주의가 후 순수

술 운동의 향 속에서 조형 인 면이 강조되어 

발 한 운동이 유기  모더니즘 운동이다.15) 유기  

모더니즘에서 나타난 실주의에서 사용된 부드럽

고 가느다란 선과 추상 인 덩어리, 간결하고 순수하

며 비 칭 이면서 자유로운 형태로 표 된 유기․

유기체 이미지는 다양한 순수 술에서 기인했는데 

표 으로 그 맥락을 한스 아르 와 알 산더 콜더

(Alexander Calder)의 조각 작품, 달리(Salvador 

Dali)와 미로(Joan Miro) 등의 작품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16)

“ 술이란 식물의 열매처럼, 는 어머니의 자궁 

속 아이처럼, 인간에게서 자라나는 열매다.” 라고 믿

었던 아르 는 1920년  부조 작품에서 자연 법칙에 

따라 생겨난 유기  형태들을 처음으로 선보 다. 아

르 는 자신의 조각들을 인간 응고물(Human Con- 

cretion)이라고 불 는데17) ‘인간 응고물’의 형태는 

술가의 무의식속 자유로운 감의 힘을 특징 으

로 다양하게 변형하며 유기  생명체의 기  형태들

과 련하여 인간의 충만함을 표 하 다. 이러한 극

도의 단순한 아르 의 작품은 실주의와 추상주

의의 간인 유기  모더니즘 추상으로, 탄력이 넘치

는 근원 인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림, 콜

라주, 채색부조, 조각 등 다양한 작품에 손을 댔으나, 

그 특질은 생명의 자연생성을 기본으로 하는 유기  

모더니즘의 형성에 있다. 이 외에도 헨리무어, 나움 

가보(Naum Gabo) 등은 그들의 조각에서 유기체의 

일부분을 유기  곡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개하 는데 이는 유기  모더니즘 제품 디자인의 

형태언어에 직 인 근원이 되었다<그림 3>18).

미로는 회화에서 부드러운 곡선과 곡면을 주로 사

용하여 유기체들을 하나의 기호에 가까운 형태로 표

하 다<그림 4>19). 부분 으로 변형된 유기체의 형

태를 생략 , 암시  이미지를 표 하거나 간결한 형

태를 비 칭 으로 자유롭게 표 하 다. 표 된 형

상은 추상  구조와 함께 그들 간에 결합된 상호  

유기성을 보여 다. 단순화된 유기체의 형태, 율동감

을 나타내는 담한 곡선, 간결하고 단순한 구도는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형태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표 특성이다. 

순수 술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의 조형  특

질은 표 역에 있어서 유기 이미지가 인체, 자연, 

생물 등의 유기물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조가 성장하

거나(결정結晶 처럼),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면 (바람이나 도에 의해서 바 가 마모되는 것처

럼) 무생물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3.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조형  특성

1)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미

자연물 즉 유기체의 형태로부터 모티 를 양식화

하는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은 자유로운 곡선과 선

인 표 을 선호하고 자연 형태로부터 모티 를 

용한 아르 보 양식과 그 모티  차용에서 맥을 같

이 한다. 그러나 장식  미술에 주 용 범 와 표  

방식의 주를 이룬 아르 보 양식과 달리 유기  모

더니즘은 ‘생물모양의 형태(biomophic look) 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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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무정형이며 살아있는 조직처럼 흐르는 듯한’ 유

기 인 형태로 표 한 비정형 인 특성을 지닌 곡선

을 디자인의 형태에 주로 사용하는 표  형태에 특

성을 보 다. 이때, 직 인 유기체의 형태모방은 

자유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유기체의 바이오  특

성과 맞물려 유동 이며 부드러운 유기  형태표

에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연·유기체의 성장

과 발달 그리고 변화의 개념은 유기  모더니즘 디

자인의 외형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진 으로 변화하고 정체되지 않고 가변하는 유동의 

이미지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헨리무어는 ‘생기론’에 가장 잘 부합되는  조

각을 개했는데 그가 자주 사용한 ‘표 의 생기와 

힘’이란 말에서 작품이 자연 인 외형을 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생명의 의

미를 표 하는 것이라고 하 다.20) 이러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성의 동  이미지는 유기  모더

니즘 디자인에서 부드러운 곡선에서부터 활발한 동

 움직임을 띠는 역동  곡선으로까지 표 되어진

다. 르 꼬르뷔제의 롱샹교회는 유기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의 표 인 건축물로 조개, , 나무 조각 등 

자연물의 형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 하 는데 

부분 으로 헨리무어 등과 같은  조각 작품의 

향을 받았다.<그림 5>21). 

유기  모더니즘에 표 된 부드럽고 유동하는 이

미지의 다양한 유기곡선과 곡면은 딱딱하고 제된 

국제주의 모더니즘 디자인이 풍요로운 디자이 의 

감성과 만나 유연하고 단순한 형태미로 표 된 조형

언어의 결과이다.

 

2) 실  상징성

실주의는 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

석에서 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

계의 표 을 지향하는 20세기 술운동이다. 1917년 

시인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에 의해 쉬르

나튀랄리슴(超自然主義)으로 시작되어 철학용어와 

차별화를 해 실주의로 변경되었다.22)

유기  모더니즘의 양식은 실주의의 자유롭게 

변형된 형태와 선에서 근거하여 가구, 도자기, 유리

제품, 자동차 등 디자인에 반 되었다.23) 넬슨은 

1949년 모던 퍼니쳐 삽화에서 미로의 작품에서 감

을 받아 가구 디자인에서 표  형태가 실주의와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찰스 이임스의 의

자(1948)는 헨리무어의 조각작품 ‘ 워있는 여인

(1938)’에서 형태  감을 받았다. 유연한 선의 흐

름과 조각 인 형태의 ‘튤립’의자는 TWA Terminal

의 내부에 조각 형태에서 보이는 조형성과 일맥

하며 에로 샤리넨(Eero Saarinen)의 유기  모더니

즘 디자인의 조형언어를 잘 표 해 주고 있다. 건축

에 표 된 순수 술은 실주의 회화와  조각

의 역을 넘나들며 건축디자인에 직 으로 차용

되어졌다. 다양한 유기 이미지는 실주의와 

조각의 표  언어를 통해 건축물의 외형이나 내부에 

상징 으로 표 되어졌다. 

실주의와 가장 한 연 성을 보이는 유기

 모더니즘 제품 디자인은 그 표 범 와 방법에 

한계를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작품명 ‘임신한(pregnant)’(코펠)에서 알 수 있

듯이 임산부의 실루엣을 좌우 비 칭의 풍만한 볼륨

감으로 표 한 주 자 제품은 디자이 의 실  

시각에 의해서 유기형태가 은유 으로 자유롭게 표

된 디자인의 표  방식에 다양한 상징성을 보여

다.

이 듯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에서 나타난 사실

 실주의의 형태  특성은 단순화된 선, 볼륨감 

있는 형태, 비 칭 인 구조, 사실  자연물이나 유

기체의 왜곡된 형태 모방 등의 표  특성과 함께 

풍부한 혹은 풍만한 형태 언어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3차원 곡면의 연속성

유기  모더니즘은 유기  디자인이 발 하여 

생된 디자인 표  언어의 범주이다. 유기  디자인이 

유선형(Stream line)에 향을 미치는 부드러운 곡선

에서 출발했다면 유기  모더니즘은 한 단계 발 한 

3차원 곡면의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3차원 곡면이

란 XYZ 좌표계의 모든 측면에서 곡선이 용되어 

어느 면에서도 직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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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유기  모더니즘의 조형성은 부분과 부분의 연계

가 유기 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구조 인 특성

이 있다. 유기  모더니즘 건축물은 바닥과 벽, 벽에

서 천장에 이르는 구조가 유기 으로 상호 연결된 3

차원 곡면을 취한다. 이때 부분 으로 독립성을 표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체성에 통합된 이미지를 

보여 다. 이러한 3차원 곡면은 제품 디자인에서 사

출성형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개

된다. 지속 , 체  성격을 띠는 유기  계를 시

각언어로 표 한 결과이다. 

디자이  야콥센(Arne Jacobsen)의 의자 ‘달걀

(좌)’과 ‘백조(우)’(1958)는 덴마크의 유기  모더니

즘 제품 디자인에 표작으로 체 외형의 형태를 3

차원의 곡면을 사용하여 표 하 다. 이 작품들은 한 

장의 평면이(2차원) 유기 으로 구부러져 3차원의 

평면 덩어리로 환된 사례를 보여 다<그림 6>25). 

이 밖에도 피에르 폴랭(Pierre Paulin)은 많은 의자 

디자인에서 다양한 유기 이미지를 3차원 곡면을 간

결하게 활용하여 율동미를 부여한 이미지를 표 하

다.26) 

건축 디자인에서 나타난 3차원 곡면의 표  사

례는 건축물 외 이 면부에서 면부로 이르는 부

분이나 벽면끼리 이어지는 부분에 곡면을 모든 각도

에 용한 것<그림 7>27)과 건축물 내부의 바닥에서

부터 벽 그리고 천장에 이르는 부분이 서로 연결된 

곡면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선의 연속성은 일 된 흐름을 보여주는 조형성을 

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 3차원 곡면은 다

양한 곡면 조각들이 연속 인 구조로 표 되거나 단

되지 않은 한 곡면이 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

각으로 표 되어 질 수 있는 조형  특성이 있다. 이

는 곡선의 개념에서 출발, 유기  선에서 한 단계 발

한 차별화된 곡면이  다른 조형성을 유기  모

더니즘 디자인에 표 할 수 있게 한 데 의의가 있다.

4) 가변  기능성

유기  모더니즘은 유기체가 갖는 본질  특성과 

개념  측면에서 한 계가 있다. 환경과의 연

성, 유기체 기  상호간의 연 성, 기능과 형태의 연

성, 생명성이 유기체가 갖는 공통된 특질이다.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물학  유추 디자인은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에서 형태  표  방법에 직

인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념  측면과 

한 계가 있다.

유기체의 속  동  움직임(탄생에서부터 변

화․성장․발 하는 지속  특성)을 의미하는 생명

성은 개념 으로 가변성과 율동성 이미지로 디자인

에 풍부한 감을 제공한다.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

에서 이러한 유기 본질의 특성과 련하여 유동성은 

규격화되어진 정  형태나 이미지에 반 되는 변화

하는 이미지의 형태  특성을 보여 다. 정해진 시․

공간의 개념을 넘어 자유롭게 변화가 가능한 유기 

이미지 형태는 유기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획일화된 

단 에서 벗어나 생성, 변화, 분산, 율동감 등 다양한 

생명의 유동  이미지로 표 되어진다. 이때 동 인 

생명의 힘을 형상화하는데 활발한 리듬으로 확산되

어지는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  모더니즘

의 유동성 이미지는 작가의 시각과 표  근 방식

에 따라 유기  선이나 면을 다양한 동 이미지로 

개하거나 규칙 인 형태를 변화시켜 진 으로 

구성하여 발 하고 진화하는 의미를 표 하 다. 이

러한 가변  이미지는 모더니즘의 실리주의와 만남

을 통해서 형태로 디자인 되어지는 과정에서 기능성

을 제공하는 공간을 제안해주는 건축내부의 구조

인 결과를 보여 다<그림 8>28). 한, 각 부분과 사

용자의 시각에서 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유기  

모더니즘의 낙 주의  이 보다 풍부한 미  유

희와 기능  유희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자이 의 다

원 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패션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의 

조형  특성

본 장에서는 인체에 착장되고 활동성을 한 기능

이 요구되는 패션분야와 다른 조건의 디자인 특성을 

지닌 건축과 제품 디자인 그리고 순수 술 분야의 

유기  모더니즘 표 특성의 유사성과 구분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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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e Cprbusier,

Notre Dame de Haut

<그림 6> Arne Jacobsen,

달걀(좌)·백조(우)

<그림 7> Frank Owen 

Gehry,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  

 <그림 8> Eero Saarinen, 

 TWA 공항내부

성을 밝히기 하여 앞장에서 분류된 유기  모더니

즘 특성분류에 따라 유기  모더니즘 패션사례를 논

의 분석하 다. 

1.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미

패션이 착장되는 인체는 가장 원론 이며 기본

인 유기체이다. 인체 동작으로 스스로 보여주는 부드

러운 곡선은 패션디자인의 형태미에 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표  언어가 된다. 특히 다양한 이미

지의 곡선표 은 디자이 의 감과 풍부한 조형미

의 표  언어로 유기  이미지를 표 하는 패션디자

인으로 형상화되어진다. 

패션디자인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미'를 표

하는 유기  모더니즘 이미지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병행하는 기본 인 실루엣을 직 으로 표

하는 경우이거나 인체형을 역행하여 왜곡하거나 

과장 으로 표 한 곡선으로 새롭게 형상화된 것으

로 표 되었다. 이때, 사용된 부드러운 곡선은 디자

이 의 개념(design concept)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

 언어가 된다. 즉, 자유로운 형태미를 지닌 패션으

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유기 으로 흐르는 다양한 

세부 인 곡선들은 반복되고 변화되면서 풍부한 유

기성을 상징 으로 표 하기도 하고,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나타난 곡선을 통해서는 유기  모더니즘

의 순수한 형태미와 다의  상징이 함축되어 나타나

기도 하 다. 

2006년 , 여름 Balenciaga의 컬 션에서 부드러

운 곡선은 3차원의 조형성을 담은 우아한 이미지의 

유기  모더니즘 패션디자인으로 표 되었다. 자연물

의 형태미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모더니즘 감각의 건

축  형태로 통합된 작품은 유연한 곡선의 단순미의 

가치를 보여 다<그림 9>.29) 질 샌더(Jill Sander)는 

폴 챰보스트(Plo Chambost)가 디자인한 다양한 도자

기의 유기 이고 과장된 볼륨감과 조각 인 부드러

운 컷 선에서 감을 받아 컬 션에 다양한 유기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을 선보 다. <그림 10>30)은 좌

우 비 칭의 작은 형태로 반복된 곡선과 인체의 형

을 역행하는 외형선으로 구성되어 유기  모더니즘 

패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질 샌더 작품  하

나이다. 

유기  모더니즘 이미지를 패션에 형상화함에 있

어 표 하는 부드러운 곡선 사용은 디자인사  

에서 살펴보면 그 근원을 아르 보의 선의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기  모더니즘 패션의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미' 

특성 표 은 좌우 비 칭으로 표 된 형태, 형태의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유기  선의 사용 측면에서 

제품디자인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션에 표 된 유기  모더

니즘은 인체의 곡선  형태와 조화되거나 왜곡되면

서 변화가능하다는 측면과 인체동작에 의해 부드러

운 곡선의 형이 재창조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

성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  상징성

유기  모더니즘 시각  표 에는 실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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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alenciaga, 

Paris, 06 S/S

<그림 10> Jill Sander, 

Milano, 0910 F/W

 

<그림 11> Victor&Rolf, 

 Paris, 0607 F/W

<그림 12> Gaetano 

Navarra, Milano, 

0809 F/W 

추상주의 인 다원론 인 상징  개념이 용되어 

있다. 

유기  모더니즘 표 특성인 ' 실  상징성'은 

실  에서의 강조와 부분  표 , 자유형태의 

왜곡된 표 , 단순화시킨 우아한 형태, 기존의 사회  

습과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상상력의 세계에 

꿈과 환상을 내포한 극  표 으로 나타났다.

미로(Miro)와 달리(Dali) 등의 회화에서 표 된 

유기 이미지의 실  상징성은 디자인 개 과정

의 개념  측면으로 패션에 용·변형되었다. 자연이

나 유기체의 형태를 고정된 패션의 형태나 패턴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디자이 의 시각으로 유기  모더

니즘 패션디자인에 표 하 다. 빅토 앤 롤 (Victor 

& Rolf)는 아르 보의 와선을 사용하여 달 표면 계

곡을 상징 으로 표 하 다<그림 11>31). 이것은 자

연의 이미지를 실주의  에서 유기  형태 

안에 재구성한 유기  모더니즘패션으로 낭만주의에 

근거한 환상 인 장식미를 통해 자연 인 우주의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표 한 것이다. 

일반 인 패 릭에서 벗어난  패션의 소재는 

신체에 착장되어지는 고정된 패션의 시각에서 벗어

나 독립 인 조형미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2>32)는 신체의 유기  흐름

을 따라 인체와 꽃의 이미지를 상징 으로 조합 형

상화한 것으로 실주의의 회화에서 사용되는 변

형된 형태와 유연한 곡선으로 유기체의 동 이미지

를 표 하 다. 

유리제품, 가구 등의 유기  모더니즘 형태에 직

인 향을 끼쳤던 헨리무어, 아르  등의 조각 

작품은 유기  모더니즘 패션에서도 외형  형태미

를 결정짓는 주 모티 가 되었다. 작가의 실  

시각은 신체에 착장되는 패션의 조건에 용되어 비

칭 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실루엣을 창조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주의 이며 추상 인 상

징성의 개념 이고 양식 인 특성은 패션 디자인에

서 의외 인 요소를 통해 유기 이미지의 새로운 조

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패션에서 일반화된 착장개

념을 벗어나 신체와 패션 사이의 새로운 착장에 의

외성을 제공함으로써 념 인 미의 기 을 재정립

하는 본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3차원 곡면의 연속성

유기  모더니즘의 3차원 곡면이란 입체의 심

으로부터 어떤 측면에서든지 곡선이 용되어 어느 

방향에서도 직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기  모더니즘 패션디자인에서 연속성 이미지는 

유기 으로 자유롭게 변형되는 형태미 속에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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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3차원 곡면을 통해서 불확정 인 조형성으로 

표 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에서 구조의 자유로운 형

태 표 은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고 변형되어지는 과

정 안에서 은유 으로 유기  모더니즘의 개념을 확

장할 수 있다. 

자연의 형상에서 이미지를 찾고 있는 이세이 미야

(Issey Miyake)의 작품은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패

션의 패턴 즉, 바디스(bodice)와 슬리 의 각진 박음 

선이나 자켓의 직선 인 햄 라인 등을 벗어난 비정

형구조이다. 옷의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3차원의 곡

면으로 연속된 형태로 자연 이면서도 건축 인 조

형미를 갖추고 있다<그림 13>.33) 

미야 의 작품이 인체형에서 벗어난 외부선에서 

자연스러운 3차원 곡면의 연속 인 아름다움을 표

하 다면 니나리치(Nina Ricci)는 인체의 3차원 곡면

과 함께 인체내부에 3차원곡면을 배치하고 역시 곡

면으로 구성된 과장된 햄라인 디자인으로 인체곡면

의 유기 인 아름다운 선과 유기  디자인을 연결된 

하나의 패턴구조로 보여 다<그림 14>.34) 

유기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의 3차원 곡면의 연

속성 이미지는 인체의 외형 선을 벗어나 새로운 실

루엣을 표 하는데 요한 요소가 되었고 인체의 유

기 인 구조와 연결되어 유기  모더니즘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극 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이것은 패션 

디자인에 활발한 율동감, 진 으로 변화․발 하는 

생명성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유기  곡면의 활용을 

통해 창조 인 디자인 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유기  모더니즘의 다른 시각표 역의 조형

성 표  방법과 유기  모더니즘패션이 유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유기  모더니즘패션은 원론 으로 3

차원 곡면의 조형성을 제공하는 인체에 착장되어지

는 개과정에서  다른 유기체로 창조될 수 있다

는 은 다른 역의 시각표 방법과는 차별화된다 

할 수 있겠다. 

4. 가변  기능성

유기  모더니즘은 패션디자인에서 무한한 변화의 

동 이미지를 표 하는 개념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변 가능한 이미지 즉, 유기체 이미지의 성장, 변화

와 변형, 발 의 형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표 가능

하게 한다. 

특히 유기  모더니즘 패션은  다른 유기체인 

신체에 착장방식의 가변성, 패션디자인자체의 유동성

에 의한 가변성, 디자인 요소의 가변성으로 표 되어 

진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발 하는 

 패션디자인은 이미지의 표  역에 보다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더불어 다양한 

시각에서 기능성을 제공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35)는 곡면을 인체 에 와선형으로 연속 

배치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형태가 가지는 유동  가

변기능과 착용방법에 따라 실루엣의 가변성을 가진 

작품이다. 와선으로 이어진 실루엣은 불완 한 형으

로 스스로 유동 인 변화를 한다. 이어진 곡면사이는 

지퍼로 연결되어 지퍼가 열려지는 부 에 따라서 형

태가 변화하게 되고 틈 은 소매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착용방법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 다양

한 새로운 디자인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작품의 

경우 곡면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이 가지는 기능성

과 의복 외형에서의 유동성이 조화된 것으로 유기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의 가변  기능성을 표 하고 

있다.

<그림 16>36)은 벌집을 연상하는 유기  이미지의 

조각들을 이어서 조형 으로 표 한 패션디자인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한 실루엣 내부에 조명 도구를 

활용하여 옷에 생명성을 부여함으로써 유기  모더

니즘의 가변  기능성을 나타낸다. 유기  모더니즘 

패션에서 유기체의 변화하는 생명성을 빛의 변화로 

표 한 것으로 제 3의 매개체를 통해  다른 형상

으로 변형하거나 환한 것이다. 형태  측면의 가변

성이 개념  측면에서 유기 으로 환되어짐으로써 

새로운 조형성표 을 가능하게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인 개념과 표 특성을 가진 유기  

모더니즘은 건축, 제품  순수 술 등의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패션디자인에서 의복의 기능과 유행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  가치를 표 하며 차별화된 표

 언어로 시각화되었다. 이에 패션디자이 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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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ssey Miyake, 

Paris, 0910 F/W

<그림 14> Nina Ricci,

 Paris, 0910 F/W

<그림 15> 윤미진, 뫼비우스

Skin & Born 시 

<그림 16> 필립스 사, 

2006, Next Simplicity 시

곡선의 단순미 실  상징성 3차원 곡면의 연속성 가변  기능성

건축

-유기 형상을 간결한 곡선

으로 단순하게 형상화

-각 부분을 곡선 디자인으

로 연결

-자연·유기체 이미지를 

실  시각으로 은유  

형상화

-건축외 에 곡면을 지속

으로 형상화

-바닥, 벽, 천장에 이르는 

연속 곡면

-건축 내부에 기능성을 제

공하는 공간 제안

-기능을 고려한 공간구성 

 배치

제품

-유기체 모양을 곡선으로 

단순하게 은유 으로 형

상화

-자연이미지를 실  

시각으로 은유  형상화

-3차원곡면들로 구성된 부

분들이 통합된 형상화

-기능성과 인체공학을 고

려한 디자인설계

순수

술

-유기체 모양을 곡선으로 

단순하게 형상화

-작가의 다양한 묘사력에 의

한 실  이미지 표

-곡면을 표 한 다양한 유

기체의 조각  형상화

-추상․ 주의 시각에서 

유기체 형태에 가변성 제공

패션

-인체의 곡선 형태와 조화

되거나 왜곡되면서 변화

-인체동작에 의해 부드러

운 곡선의 형이 재창조 

-인간을 포함한 자연이나 

유기체 형태를 실

으로 상징화 

-인체와 무 한 새로운 3

차원 곡면의 연속 인 조

형미 

-인체가 본래 가지는 유기

인 곡면의 미와 창조된 

조형의 연결

-신체착장방식에 따른 가

변  조형미

-패션디자인자체의 유동  

조형미

-디자인 요소의 생명성 부

여에 의한 가변성. 

˂표 1˃분야별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조형  특성 

양한 시각에서 사회 상에 발맞추어 유기  모더니

즘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유기  디자인의 새로운 패

션 역에 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분야별 조형  특성을 비교·분석܁정리한 결과

는 ˂표 1˃과 같다. 

 

Ⅳ. 결론

상 의 다양한 디자인 분야 별 분석된 유기  모

더니즘의 조형성을 토 로 패션에 나타난 유기  모

더니즘 즉 유기  모더니즘 패션의 조형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  모더니즘 패션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단순미'는 디자인 과정에서 부드러운 곡선이나 곡면

이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  형태와 조화를 이루거

나 왜곡되어지면서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이

때, 인체 동작에 의해서 부드러운 곡선의 형이 다른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어졌다. 사용된 부드러운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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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디자이 의 개념(design concept)을 순수한 형

태미와 다의  상징이 함축된 표  언어로 변화하는 

유기성을 상징 으로 표 하거나 하나의 통합된 이

미지로 함축되어 패션에 표 되어져 유기  모더니

즘 패션의 상징화된 조형특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기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에서 ‘ 실  

상징성’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혹은 유기 형태를 

실  시각으로 상징화하여 기존의 고정된 패션 형

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미지로 표 되었다. 이는 유

기  모더니즘 패션에서 의외 인 요소를 통해서 유

기 이미지의 새로운 조형성을 제공하고 패션의 일반

인 착장의 스타일과 개념에서 벗어난 신체와 패션 

사이의 새로운 착장 의외성을 제공하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차원 곡면의 연속성’은 유기  모더니즘 패

션에서 인체와 무 한 새로운 3차원 곡면의 연속

인 이미지의 조형미로 표 되어졌다. 한, 인체곡면

의 유기 인 아름다운 선이 디자이 의 감성으로 표

된 유기  디자인과 연결되어 창의 인 조형미로 

표 되어졌다. 패션디자인에서 인체에 착장되어지는 

디자인 개과정의 특성은 3차원 곡면의 표  특성

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차별화된 유기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의 고유한 조형성 표  방법에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기  모더니즘은 패션디자인에서 ‘가변  

기능성’은 신체 착장 방식에 따른 가변  조형미, 패

션 디자인 자체의 유동  조형미, 디자인 요소의 생

명성을 부여한 가변성으로 표 되어 나타났다.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의 표 특

성은 하나의 특성이 단편 으로 규명되어져 분류되

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 따라 다양한 표 특성이 

상호 연계되어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단 으로 분류

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유기  디

자인과 한 련을 가진 유기  모더니즘 패션은 

시각에 따라 분류 특성에 다양한 견해를 보일 수 있

는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유기

 모더니즘이라 정의한 경향은 유기  디자인에서 

생되어 새로운 모더니즘의 으로 이론화 된 타 

술 역의 유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표 특성을 

기 으로 패션디자인에 맞게 용하여 규명을 시도

하여 술 역 간 상호연 성을 제시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유기  디자인과 련하여 다양한 시각으

로 개된 패션디자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유기  모더니즘 패션디자

인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분류하는데 기

본 인 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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