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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 study of fashion design that applied formative features of formal beauty of architecture into 
clothing design; we focused on Gaudi's architectural style as well as Art Nouveau style that became popula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e noted that in general the simple and flat 
features of cloth impose a limitation on the expression of formal features in clothing design, but a unique diversity 
of designs can be achieved, evoking a sense of freshness by an ideal combination of flat patterns and draping.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phere of design expression by creating three- 
dimensional clothes with pattern-cutting skills and ap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patterns as well as flat patterns 
found in Gaudi's works of architecture that are distinguished in curvaceousness and formal beauty. As for the 
research method,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by making a close review of books, papers, the pictures and web 
sites related to this topic. We made our clothes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consideration. We found the 
following points. First, by presenting a work of fashion inspired by architectural designs, we realized that formal 
beauty in architect can become a motive for clothing design in a broad scale by noting the formal images, 
decoration details, and formative features of architectural works. Second, the characteristic lines of Gaudi's architecture 
are suitable to be adapted for expressing the detailed lines of decoration in clothes. Third, we can express formative 
beauty in clothes by highlighting the variation of shapes and lines through various attempts of change in background 
pattern, even 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availability of cloth material because we must choose pieces of 
cloth with right texture and thickness that can be cut and sewn appropriately to express formative beauty. Fourth, 
we confirmed that it was possible to create unique formative designs by a creative application of both flat and 
three-dimensional cutting.

Key words: Gaudi's architectural style(가우디의 건축 스타일), Art Nouveau style(아르누보 스타일), flat 
pattern(평면재단), draping(입체재단), formative feature(조형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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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초 스페인의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는

“主”를 위한 건축에 “美”를 더하여 조각품과 같은 건

축물로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건

축 형태는 기능과 감성을 동화시켜 인간 중심의 생

활에 미적 통제의식을 부여하는 결과물이라는 평가

를 받았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와 미의 결합이

라는 개념은 그 추구함에 있어서 의상과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건축과 의상은 인간의 생

활 속에서의 단순히 “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

전에 삶의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진

조형의 한 분야인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가들이나 의상디자이너들은

실용과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아름다운 미적

요소가 더하여진 건축물과 의상 제작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철, 시멘트, 대리석과 같은 소재의 활용으로 조형적

표현이 용이하나, 의상의 경우는 섬유의 2차원 평면

적인 특성이 의상의 조형적 표현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패션

디자인은 섬유라는 2차원적인 평면 위에 프린트나

컬러를 활용한 소재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을 시도하

였으며, 또한 인체의 3차원적인 조형미를 2차원적인

평면으로부터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평

면 패턴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의 발전

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는 바

탕이 되었고, 이렇게 제작된 의상은 신선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소비

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의 유기

적 곡선미와 형태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들

에서 영감을 얻어 2차원적인 평면 패턴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입체 패턴을 부분 적용하여 3차원의 조형

적 의상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조형적, 입체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입체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인하여 다양한 창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입체적 실루엣을 표현하

기 위해 패턴의 절개와 응용을 이용한 의상을 제작

하여 디자인의 표현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함으

로써 각기 다른 개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충족시

키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끊임없

이 디자인 창작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하는 패

션산업 현장의 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하고 독창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 조사를 위하여 단행본과

논문자료 등의 1차 자료를 조사하였고, 건축 사진 자

료와 디자인 사례 사진을 위하여 관련 인터넷 사이

트, 패션 관련 정보지와 컬렉션 전문 잡지 등을 조사

하였다. 연구를 위한 디자인 사례 사진은 2004년 이

후를 중심으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도쿄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독창적 기법과 예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오뜨 꾸띄르 컬렉션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의 서

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 범위와 방법

및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첫째, 가우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아르누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가우디의 건축물의 형태를 분석한다. 둘
째, 조형적 형태미를 지닌 의상을 구조적으로 고찰

한다. 의상의 형태미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패턴의 제작과

절개, 응용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존 디자이너들의

조형적인 의상 작품을 사진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

다. 3장에서는 앞서 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추출

한 가우디 건축의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발전시킨 실

물작품을 제작한다. 가우디의 조형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한 후, 현대적 감각에 맞으면

서 독창적이고, 입체 조형의 효과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작품 8벌을 제작한다. 작품의 소재는 형태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마섬유를 이용한다. 자연친화적

인 가우디의 작품을 토대로 내추럴한 컬러인 베이지

톤의 그레이와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린과 화이

트 그리고, 빛의 컬러를 나타내기 위해 메탈릭 사가

포함된 마섬유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의상 자체의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디자인과 패턴의 절개와 연결을 응용하는 입체적 표

현 형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결
론에서는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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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lliam Morris, 1834～1896 영국의 디자이너, 작가, 사회주의자, 디자인에서의 유용성과 미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의 사회주의 원칙과 결부되어 그를 미술공예운동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는 중세의

모티프에 의존하여 가구, 스테인드글라스, 벽지, 직물들을 디자인했고, 그의 패턴에 사용된 양식화된 꽃과

유기적 형태는 아르누보 미술가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네이버 블로그 [2009년 5월 2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log.naver.com/helmut_lang/150044391087

2) 지상헌,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 작품을 응용한 부조적 의상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pp. 4-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디자인의 사례 조사 시에 사

진 자료로만 분석해야 하는 이유로 패턴의 절개와

연결 등을 보여주는 박음질선과 다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소재나 디테일의 활용을 통

한 조형성의 분석에 있어 소재의 질감이나 움직임

시에 보이는 형태가 조명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사진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섬유

의 종류 중 패턴의 절개와 바느질을 통한 조형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면과 두께가 있는 원단을 선택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르누보의 특징과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

의 형태 고찰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존

수공업 위주의 전근대적 경제 체제에서 기계의 발

명,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는

획기적인 생산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와

대량생산이 시작된 영국에서 미학적으로 민감한 예

술가였던 윌리엄 모리스1)는 이러한 획일적인 산업

화가 공예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결과, 중세 수공업적인 디테일을 지향하는

공예개혁을 시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장식과 공예, 
건축과 같은 응용미술분야와 회화와 조각에 이르는

순수 미술 분야까지 거의 모든 유럽 국가와 북아메

리카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Nouveau) 예술(Art)”
의 의미인 아르누보라는 새로운 장식예술양식으로

확대되었다. 아르누보 건축은 조형 예술가들에게 구

조와 형태가 건축의 참된 기반이라는 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일반 식물 형태에 기본을 둔 부드러운 선의

표현이 주가 되면서 전통적인 건축 장식의 견고하고

직선적인 기하학적인 형태와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종류의 건축양식을 출현시켰다
2). 특히 새로운 건축

소재인 철물, 유리, 세라믹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원하는 형태를 만들며, 유기적인 전체구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었다. 당시의 골조 건축법

은 20세기 현대 고층 건축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아르누보 건축양식은 특히 1890년대 초

에서 20세기 초까지 비록 짧은 전성기를 누렸으나, 
벨기에와 프랑스 그리고 가우디에 의해 스페인의 카

탈루냐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하고 성황을 이루며 범

유럽적인 성격을 띄었다.. 
이러한시대적배경안에서안토니오가우디(Antonio 

Gaudi)는 세기말의 유기적 곡선과 다양한 장식 예술

의 실용을 추구하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아르누보 운

동인 “모데르니스모(Modernismo)”의 중심에 있었던

건축가로 그의 건축은 기능주의에 거슬리지 않으면

서 대담하고 거대하였으며, 육중하게 기획된 건물들

은 생물적인 형태나 형상들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가우디 건축물의 양식과 시기의 특성에 대한 선

행 연구는 손연자(2001), 박소정(2004) 등 다수가 있

는데, 이들은 주로 가우디의 작품을 발전된 시기와

양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우디의 작품을 각 양식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그의 작품의 경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1990년
대를 경계로 하여 고딕과 무데하르 건축양식이 두드

려져 나타나는 1900년 이전의 건축물을 1기로, 1900
년 이후 아르누보적인 장식성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모데르니스모 양식의 작품을 2기로 하여 나누어 보

았다. 먼저 전반기의 작품을 살펴보면 건축 그 자체

의 몸체는 비교적 중후하며 극단적인 변형은 보이지

않으나, 세부의 장식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초창기의 가우디의 작품양식은 19세기 이후 스페인

자체의 특별한 양식인 무데하르의 특성과 고대 로마

건축의 고딕의 요소들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카사 비센스(1833～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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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우세비 구엘 (Eusebi Guell, 1846～1918) - 안토니오 가우디의 초기 작품을 전시회장에서 본 후 반해 그

의 평생의 후원자가 된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섬유회사와 시멘트 공장 등을 운영하며 가우디의

예술을 이해하였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우디는 구엘의 주문으로 구엘 궁전, 구엘 공원, 구
엘 성지 등을 계획하고 건축하였다. 박민미, 세기의 리더 50인, (서울: 신원문화사, 2003), p. 35.

4) 이일훈, 건축의 환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하여, (서울: 꾸밈, 1984), p. 24.
5) Lluis Permanyer, Gaudi of Barcelona, (New York: Rizzoli, 1997), p. 128.

구엘
3) 궁전(1886～1889), 성 테레사 학원(1888～1890) 

등이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와 벨기에의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자유로운 곡선을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그림 1, 2).
그의 초기 작품들도 나름의 그 의의가 있으나 가

우디의 진가는 어디까지나 후반기 작품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고딕, 바로크, 무데하르 등의

고전양식의 수용과 함께 유기적 곡선과 자연을 표현

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스페인식 아르누보인 모데르

니스모 양식을 폭넓게 전개했다. 가우디는 기타의

다른 아르누보 형태의 조형물이나 건축물과는 다르

게 자연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곡선과 형태를 내부

적인 장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하학적 건축 구조와

<그림 1> 카사 비센스.

<그림 2> 구엘성지납골당. <그림 3> 납골당의내부.

외부 벽면의 형태 및 사용한 재료 등을 포함하여 마

치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탄생시켰다4).
가우디작품의조형적특성에관해서는함효경(1994), 

지상헌(2003), 김수진(2003)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1900년대 이후 그의 진

가를 발휘한 작품을 중심으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

축물의 조형적 특징을 유기적 곡선의 구조적 형태미,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자연적 장식미, 빛에 따라 두

드러지는 시각적 색채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유기적 곡선의 구조적 형태미를 살펴보면

가우디는 식물이나 자연물로부터 유기적인 곡선을

추상적인 건축의 장식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인 해

석으로 자신만의 모데르니스모로 표현하였다. 구엘
성지 납골당(그림 2)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내부의 기둥들(그림 3)은 기울어진 형태를

갖고 있고 천정은 쌍포물선(그림 4)을 이루면서 전체

적으로 유기적이고 지질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기
둥과천정의 곡선 아치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

닌 줄로 묶은 중량을 사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곡선 아치와 포물선의 구조는 이후 구엘

공원의 기둥에서도 잘 드러난다(그림 5). 가우디는

곡선형 정면 외관과 유동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된

집합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카사 바틀로

(그림 6)와 카사 밀라(그림 7)이다. 카사 바틀로의 건

물 전체는 인간의 형상과 닮았는데, 특히 신장 모양

의 발코니(그림 8)와 뼈 모양의 기둥(그림 9)이 눈에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이 건물

을 “뼈로 만든 집(The House of Bones)” 이라고 부

르고 있다5). 또 다른 건축물의 하나는 가우디 자신

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형태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결정체인 카사 밀라이다. 카사 밀

라의 평면도에는 직사각형이 하나 없는 덩어리 같은

유기적 디자인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구조 설계는

이 건물이 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로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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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엘 성지 납골당의 포물선의 천장.

<그림 5> 구엘공원의기둥. <그림 6> 카사 바틀로.

<그림 7> 카사 밀라.

<그림 8> 카사 바틀

로의 발코니.
<그림 9> 카사 바틀로

의 외벽 기둥.

둘째,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자연적 장식미는 카

사 밀라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다. 그는 건물 외관 전

체를 하나의 유기적 조형물로 표현하였는데, 앞에

살펴본 카사 바틀로의 인간 형상을 닮은 창문모양과

기둥의 모양 그리고 공룡의 등뼈와 같은 형상의 계

단 손잡이(그림 10) 등도 자연적 장식미를 잘 보여주

고 있다. 그는 순수 자연의 모티브를 사용함에 있어

서도 있는 그대로를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

면서도 상징적인 의미화 작업을 거쳐 비정형화하고

자 노력하였다. 식물의넝쿨이나꽃, 동물의 형상을 상

징화하면서 유기적 곡선을 주로 장식에 사용하는 아

르누보 경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재의 활용으로

가우디의 모데르니스모 건축양식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가우디의 건축에서 철과 유리, 화강암 그리

고 특히 세라믹 타일의 이용은 그의 미학적 건축 장

식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철을 자유자재로 활용함으

로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을 보다 강한 3차원의 입체

장식물로 만들어냈다. 구엘 별장(그림 11)의 “용의

문”은 가장 눈부신 모데르니스모 양식의 장식물로

<그림 10> 카사 바틀로

의 등뼈 형태의 계단.
<그림 11> 구엘 궁전의 용

의 문.

<그림 12> 카사밀라의문. <그림 13> 카사 비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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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ncadis - 깨진 타일이나 도자기, 유리조각을 이어 붙여 장식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가우디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발전되어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는 상징이 되었다. 필립 티에보, 김주경 옮김, 가우디-예언자적
인 건축가, (서울: 시공사, 2006) p. 30.

7) 박소정, “안토니 가우디의 모데르니스모 건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9.
8) Antoni Gaudi, 이종석 옮김, 가우디의 환상공간, (서울 : 다빈치, 2004) p. 79.
9) Antoni Gaudi, 이종석 옮김, op. cit., p. 81

여겨지며, 카사 밀라의 문(그림 12)은 거북이 등의

형상을 상징화하며 건물 내부로의 채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본 카사 바틀로는 세라믹 타일을 이

용한 소재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의 뛰어난 예술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이미 그의 초기 작품인

카사 비센스에 흰색과 녹색의 규격화된 타일을 외면

에 부착함으로 시각적이며 회화적인 건물 외형을 보

여줬다(그림 13). 그의 세라믹 타일의 활용의 정점인

카사 바틀로는 내부 장식부터 외부 벽면 지붕의 조

각까지 타일 조각으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이다. 이러한 원색의 작은 타일 파편으

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트랜카디스6) 기법은 가우디

의 후기 건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

이다7). 
셋째, 빛의 따라 두드러지는 시각적 색채미를 살

펴보면 가우디의 색채미는 앞서 본 트랜카디스 방식

의 세라믹 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사 바틀로의

지붕은 파도 같은 주름에 따라 리듬감이 넘치며 벽

면은 원색의 세라믹 조각이 발코니의 차가운 돌과

극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건축의 탁월성은 모두 빛

에서 나온다. 건축은 빛의 질서이다. 이해 반해 조각

은 빛의 유희이고, 회화는 색채에 의한 빛의 재현이

다. 색채는 빛의 분석이다.”8)라고 말한 가우디는 빛

에 따라 보이는 세라믹 타일 조각의 색채의 변화를

구엘 공원의 조형성에 맞춰 이용했다.〈그림 14〉는
유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테라스 벤치이다. S 형
곡선의 연속의 형태를 보이는 벤치의 굴곡이 지는

면은 다양한 칼라의 타일을 사용하고, 곡선의 모서

리 부분 역시 유채색의 타일을 사용하여 흰 타일과

의 경계면을 더욱 나타나게 하여 그 조형적인 느낌

을 더하여 준다. 카사 바틀로의 안쪽 지붕의 붉은색

의 세라믹 타일 역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장 어두운 붉은 타일 조각을, 곡선으로 튀어 나오

는 부분은 점점 밝아지는 타일 조각을 붙여 그 회화

적 느낌과 조형적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림 15). 가우디는 “색채는 곧 선명하며, 색채가 형

태를 명확히 눈에 띄게 한다.”9)고 믿었고, 그는 장식

에서의 색채로 대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방법을 정확

히 파악하고 있었다. 
가우디는 이러한 특징들을 서로 연결하여 궁극적

인 건축물의 조형예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우디의

모데르니스모양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모데르니스

모 양식은 가우디의 초기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딕양

식과무데하르 양식과 합쳐져 현재까지 건설중에 있

는 그의 미완성 작품인 성 가족 성당(Sagrada Familia) 
(그림 16)에 이르게 된다. 그는 스스로 성 가족 성당

<그림 14> 구엘 공원의 벤치.

<그림 15> 카사 바틀로의

지붕.
<그림 16> 성가족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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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 B. 펠트망, 김춘일 옮김, 미술적 구조의 이해, (서울: 열화당, 1988) pp. 89-100.

을 “양식의 종합체”라고 하였다. 가우디가 성 가족

성당에 행한 수많은 실험은 건축 분야를 뛰어넘어

음악, 미술, 그리고 종교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이것

은 종교와 예술의 상징을 접합시킨 것으로 가우디의

정신성의 총체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우디의 1900년 이후의 작품에 나타나

는 건축물의 특징인 유기적, 구조적 형태미와 자연

적 장식미 그리고 시각적 색채미를 각 작품에 연관

하여 살펴보았고, 그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인 성 가

족 성당까지 알아보았다. 고찰을 통해 가우디의 건

축물의 특성 중 유기적, 구조적 형태미의 특성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조형적, 입체적 효과를 가지는 의

상디자인과 접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사료

된다.
 
2. 조형적인 형태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조형적, 입체적 표

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보다 자극적

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차별화된 자기표현의 방향

을 제시해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 패션

은 “입는 것”에서 “보는 것”의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 
조형으로서의 영역이 확대되어 옷이 실용적이어야

하는 것에 더하여 미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조형미는 선과 면, 소재 그

리고 색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조형의 기초 원리인 리듬(rhythm), 균형(balance), 반
복(repetition), 움직임(move-ment), 강조(emphasis) 등
으로 표현된다. 이는 디자인의 기본요소인 선, 형, 공
간, 재질 그리고 색채로부터 얻어지는 시각적 효과

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본요소 가운데 선과 형태

와 공간은 조형적인 의상디자인 제작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선은 곧은 정도, 방향, 힘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식뿐만 아니라 예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반복과 일정한

변화에 따라 시각적으로 운동감을 느끼게 한다. 형
태와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공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의상에서의 형태의 개념

은 3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인체

그 자체의 형태, 의상 실루엣에 의해 만들어지는 외

형 그리고 실루엣 안에서 각 부분들에 의해 나타나

는 외곽선이 있다10). 인체는 어깨라인, 허리, 힙 라인

등과 같이 골격과 근육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완

벽한 조형체라고 볼 수 있다. 바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진 천의 드레이퍼리나 바디에 타이트하게 밀착

하는 스키니룩과 같은 경우에도 인체의 굴곡에 따라

아름다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체 자체의 조형성을 넘어서 몸

의 형태가 아닌 의상 실루엣에서 만들어지는 외형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외곽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

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가지는 의상을 조형적 형태의

의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조형적인 형태미를 가지는 의상들은 그 제작 방

법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개더와 주름

은 반복과 리듬의 조형원리로 부드러우면서 흐르는

듯 한 느낌의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패턴의

응용과 패치 같은 구조 느낌의 이용은 균형과 강조

의 조형원리를 다각형이나 구(球)형 등의 형태를 보

여주며 인체의 움직임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패턴의 응용과 구조 느낌의 사

용은 디자인의 요소인 선과 형태에 의해 입체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복식에 나타낼 수 있는 조

형적인 표현방법은 의상 전반에 걸쳐 커다란 조형물

과 같은 실루엣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작은 디테일

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의상 전

반 혹은 일부를 변형 혹은 왜곡시켜서 얻어낼 수 있

는 효과이다. 그러나 의복은 섬유라는 2차원의 평면

소재를 3차원의 인체 위에 다양하게 조합하여 그 형

태를 만들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조형적인 의상 표

현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세인 샬라

얀(Hussein Calayan)의 나무로 만든 스커트나, 플라

스틱으로 만든 갑옷과 같은 형식의 틀에 인체를 넣

어 만든 Air plane 드레스는 새로운 의복 소재를 이

용하였으나, 이는 드레스 화되기 어려운, 극히 시험

적 시도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

서 조형적인 의상형태의 표현 방법은 섬유라는 소재

를 기본으로 하며 섬유의 활용만으로 나타낼 수 있

는 효과로 국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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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효과 중 본 연구와

제작에 바탕이 되는 조형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조형적인 효과는 주름을 통한 부풀림

방법, 패딩이나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법, 입체 패턴과

평면 패턴을 이용하여 절개와 연결을 통한변형 방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주름의변화와 형태

를 이용한 조형적 효과는 주름, 개더형 주름, 셔링
(shirring), 러플(ruffle), 프릴(frill), 플리츠(pleats)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 의상 디자인에 이용

되고 있다(그림 17～20). 첫째, 주름은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는 곡선이나 접힌 선의 반복에 따라 다양한

조형적 입체감을 나타내며 활기차고 생동하는 생명

과 같은 선은 정지된 인상이 아닌 변동하는 다양한

시각적 형태를 제공한다. 조형적인 느낌을 얻기 위

해서는 의복 전체나 보다 넓은 면적에 이용되기도

<그림 17> Giambattista V.
f/w 2007/8 셔링과개더.

<그림 18> Yves Saint Lau-
rent s/s 2001 러플.

<그림 19> Gucci s/s 2007
러플.

<그림 20> Loewe s/s 2008
플리츠.

한다.
둘째, 패딩이나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의상

제작 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형적인 의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겉감의 안쪽에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부 재료를 넣어서 박음질하는 형식이다. 이는

크게 패딩과 같은 충전재를 이용하는 방법, 스커트

<그림 21> Marios Schwab
f/w 07/08 패딩.

<그림 22> Byblos f/w 07 
패딩.

<그림 23> Antonio Marras
f/w 07 페티코트.

<그림 24> Giles s/s 08 
페티코트.

<그림 25> Issey Miyake 
s/s 01 프레임.

<그림 26> Michel Harcourt
s/s 01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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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문화복장학원, 조영아 옮김, 복식조형의 기초, (서울: 시사출판, 2008), p. 72.
12) 三吉滿智子, 옹혜정, 조영아, 서추연, 최경미 옮김, 복장조형학, (서울: 교학연구사, 2002 ), p. 253.

의 경우 페티코트를 입어 부풀리는 방법, 그리고 와

이어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넣는 방법 등

이 있다. 와이어(wire)와 프레임(frame)은 평면의 소

재를 조형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하나의 지지대 역

할을 한다. 특히 자유자재로 구부려지거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와이어는 외형적인 실루엣 형성에 도

움을 줌으로서 오뜨 꾸띄르와 같은 예술적인 의상

이나 무대의상 등의 제작에 많이 이용된다(그림 
21～26). 
셋째, 패턴의 절개와 연결을 이용하고 변형하여

조형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이다. 재료를 곡선적

인 재단과 봉제로 입체화시키는 패턴은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평면 패턴은 인

체의 치수로부터 얻어진 원형을 토대로 하여 기준

선을 만들고 입체적인 인체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실

루엣을 생각해 가면서 형태를 그리고 그 패턴으로

재단하는 방법이고11), 입체 패턴은 광목 등을 사용

하여 바디에 직접 입혀 가면서 여분의 옷감을 잘라

내고 핀으로 조립하면서 디자인을 구체화 하는 방법

이다12).〈그림 27〉은 평면 패턴에서의 다트의 활용

과 원형의 절개와 늘임을 통해 조형미를 갖는 비대

칭 의상 디자인의 예이다. 오른쪽 몸판에 절개 방법

으로 개더를 넣고, 왼쪽 몸판은 디자인 효과를 위해

절개선을 넣는다. 왼쪽 몸판은 절개선에 다트 끝을

맞추어 닫은 후 절개선 안에 다트량을 이동시켰고, 
오른쪽 몸판의 개더 위로 다트의 박음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트 선은 접어서 재단함으로써 바

스트 포인트 아래는 개더의 주름 분이 있더라도 몸

에 밀착되는 형태미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림 28〉은 입체 패턴을 이용하여 부분적 형태

미를 살려줌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예이

다. 조형적 효과인 사각기둥은 광목이 아닌 종이로

제작하여 바디 위에 올려놓아 섬유가 가지는 속성을

이용한 흐르는 형태의 드레이핑 방법이 아닌 각이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 후에 종이를 각에 맞춰 절개

하여 평면으로 펼친 뒤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패턴을 다시 원단 위에 올려 마름질한 후에

각에 맞춰 계산한 뒤 박음질하여 의복의 일부분에

조형적 형태를 만들어 준 작품이다.
〈그림 29〉는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을 함께 응

용하여 제작된 스커트이다. 평면 패턴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형태의 개더 스커트를 제작한 후, 바디에

  <그림 27> 평면 패턴을 이용한 조형적 형태 의상

(출처:복장조형학).

 <그림 28> 입체 패턴을 이용한 부분 조형적 의상

(출처: Pattern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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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을 함께 응용하여

형태를 만들어 주는 예 (출처: Pattern Magic).

입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낸다. 다른 광목천을

이용하여 구멍이 난 스커트 부분에 맞춰 들어갈

형태를 만들고 바디 위에 덧붙여 입힌 후, 기본 스

커트와 같이 여러 선으로 절개한다. 절개된 조각

들을 평면으로 펼쳐 패턴을 만들고 원단위에 올려

마름질한 뒤 선에 맞춰 박음질하여 마무리한다. 
이렇게 평면 패턴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치수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입체 패턴을 이용하

면 입체에서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디테일

한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

서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을 함께 응용하는 것은

조형적인 의상 제작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패턴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의상디자인을 만들어

낸 기존 디자인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완성된 작품

의 사진만으로는 패턴의 응용방법에 있어서 평면

패턴을 이용했는지 입체 패턴을 이용했는지 아니

면 두 가지를 조합하여 응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구조적인 설계의 패턴 조

작은 인체를 피복하는 의복으로서의 구성은 물론

이거니와 미적인 형태로 재조합되는 복잡한 과정

을 통해 디자인을 자유롭게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

다. 보다 창조적인 패턴의 절개와 응용으로 의상의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독특한 조형미

<그림 30> Balenciaga s/s 
08.

<그림 31> Hussein Cha-
layan s/s 07/08.

<그림 32> Felipe Oliveira
Baptista f/w 06/07.

<그림 33> Felipe Oliveira
Baptista f/w 06/07.

를 나타내므로 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의상에 있

어서 여러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방향의 시도들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표현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그
림 30～33).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 이외에도 조형적, 입체적인

형태의 의상 제작 방법은 액세서리와 같은 부자재를

부착하는 방법, 파일(PILE)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를

연결하여 소재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섬유라는 하나의 소재를 기본으로 이것을 활용함

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디자이너들은 각각의 방법들을 두 가지 이상 조합하

여 사용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작품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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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상의 조형적 형태미를 나타내는 방법과 특징

조형적 효과 특징

주름의 변화와

형태를 이용

곡선과 접힌 선의 반복에 의한 입체감.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형태로 정

지가아닌변동하는다양한시각적형태를제공.

개더, 러플, 셔링, 플리츠, 프릴등 다양한 방법

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조형미. 여성스러운 느

낌이며, 스커트의넓은 부분이나 바짓단, 소매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음.

패딩이나 와이어, 
프레임 등

지지물을 이용

사각, 삼각, 구형 등 가장 효율적으로 조형적

인 의상을 제작 가능.
지지물의 형태에 따라 외곽선이 드러나 부드

러운 느낌보다는 딱딱하고 인체 바디 라인에

서 크게 변형된 새로운 면의 창조가 가능.

두드러지는 입체적 효과.
프레임이나 와이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듦으로 오뜨 꾸띄르나 실험적인 예술 의상

이나무대의상에 사용되어 실용화되기 어렵고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패턴의 절개와

연결을 응용

인체바디라인을유지하면서패턴의부분절개

에따라삼각, 사각, 구등뚜렷한형태의조형의

상 제작 가능. 패턴의 절개로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의변화보다는 어깨, 앞선, 스커트 등 부

분적 조형 표현으로 디테일한 변화를 나타냄. 

프레임이나 패딩을 이용하는 경우처럼다각형

이나 구형의 입체적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패

턴의 절개를 통한 인체 바디 라인의강조와균

형의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 프레타포

르테 의상에 응용하면 적합.

Ⅲ. 가우디의 건축 요소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1. 작품 디자인의 의도 및 제작 방법  
입체 패턴과 평면 패턴의 응용과 절개와 재 연결

을 통하여 조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여 안토니오 가우디의 유기적이고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찾아 디자인에 적용

하였다. 19세기 말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활동

했던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 특징인 유기적인 형태의

조형적인 요소는 의상디자인의 입체적 효과를 나타

냄과 동시에 장식적인 선을 만들어낸다. 
작품 1은 가우디 작품의 결정체인 성가족 성당의

첨탑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재킷 전면과 스커트

일부분에 창문의 형태를 뉘여 좋은 삼각기둥의 형태

로 만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입체적인 효과로 나타냈

다. 거대한 회갈색 대리석벽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

해 베이지 그레이 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거친 듯한

표면의 느낌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과감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조형적인 효과가 아닌 부분적

인 조형의 형태로 그 부분과 선에 집중하기 위하여

단추와 같은 다른 액세서리를 배재하고 스냅 단추로

안쪽에서 마감하였다. 작품 2, 작품 5와 작품 6은 가

우디 작품의 곡선미의 장식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난

카사 밀라 옥상의 출입구의 조형물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5의 모티브는 웃고 있는 사람의 얼

굴 형상 아래로 좌우 전후의 네 방면에 걸쳐 부드러

운 곡선으로 흘러내리는 조형물로 비례와 대칭의 조

형원리를 보여준다. 작품의 재킷 허리선 아래로 모

티브의 곡선과 부풀어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와 대

조되는 허리 라인은 최대한 가늘게 강조하였다. 모
티브의 곡선의 형태와 같이 앞뒤 좌우의 대칭을 통

해 재킷의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작품 6의 모티브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돌아가는 형태를 스커트에 적용

하기 위해 앞면에서 뒷면까지 연결되는 스커트 패턴

을 만들어준다. 돌아가면서 이어진 라인은 변화와

반복의 리듬을 주고 순환하는 운동감을 통한 조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작품 3은 가우디 초기 작품인 성

테레사 학원의 포물선 아치 곡선의 현관 복도를 모

티브로 적용하였는데 허리선 아래와 양 소매 끝을

포물선의 곡선으로 층을 지게 절개한 후 스티치하여

길게 이어진 포물선 천장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또한 입체적 효과가 드러나도록 칼라를 없애고 스냅

단추로 마감하였고, 가장 위쪽의 단추만 두 개를 부

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 4는 카사 바틀로 지붕

의 첨탑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화이트와 베이지 골드

의 세라믹 타일로 씌워진 이 첨탑은 과도한 굴곡으

로 햇빛에 따라 반짝이며 가우디의 곡선의 형태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식물 중 하나이다. 모티브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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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유사한 골드의 마섬유는 메탈릭 사가 섞여서

반짝이는 느낌을 살릴 수 있고, 스커트 아래로 형성

되는 입체적인 효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무거운 인상

을 줄 수 있으므로 상체는 민소매로 제작하여 무게

감을 덜어 주었다. 스커트 하단의 조형적인 입체감

을 나타내는 커다란 물방울 모양을 살리기 위해, 스
커트를 절개한 부분에 늘어난 물방울 모양을 끼워

넣어 외형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었다. 작품 7은 구

엘 성지 납골당의 쌍포물선 구조의 형태미를 응용하

여 작품에 힘과 대칭의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모티
브인 포물선 형태를 재킷의 허리선을 기준으로 아

래, 위로 배치하여 대칭과 균형의 원리로 통일감을

만들어내었다. 정확한 좌우 대칭 형태를 위해 앞여

밈 분과 단추의 여밈이 없이 좌우 앞면이 중앙에서

맞춰지도록 제작하고 심플한 끈으로 정리하였으며, 
칼라의 형태 또한 스탠드 칼라형태로 밝고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 주었다. 작품 8은 구엘공원 관리 사무소

의 지붕 둘레장식의 성벽 윗부분을 모티브로 하였

다.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연결하여 과장되어 올라

간 어깨라인은 뿔과 같은 형태로 각을 만들면서 다

소 단순한 원피스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 딱딱한 느

낌의 각진 어깨선과 대조적으로 스커트 부분은 둥글

고 부드럽게 흘러내려서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전체 작품 제작에 공통되게 사용한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단이 가지는 2차원적 특성상

기존의 평면 패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입체적인 효

과를 표현하기 위해 광목을 바디위에 올려 입체적인

부분의 형태를 잡아준 후 그 부분의 늘임 분을 계산

하여 표시하였다. 둘째, 늘임 분이 표시된 광목을 다

시 평면으로 펼친 후, 평면 패턴에 따른 수치와 연결

선, 다트 등을 이용하여 페이퍼 패턴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페이퍼 패턴에 따라 광목을 마름질을 하였

다. 셋째, 정교한 바느질을 필요로 하는 입체적인 부

분은 그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반드시 바이어

스 방향으로 마름질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효과가 더

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뒷면에 직물 심지를 붙이

고 핀턱으로 박음질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마지막으

로, 광목으로 완성된 작품을 다시 바디 위에 입혀

피팅 작업을 하였다. 피팅 상태를 확인한 후 작품

제작을 위한 원단에 완성된 패턴을 놓고 재단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턴의

  <그림 34> 작품 제작과 세부 사항.

  <그림 35> 작품 제작과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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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와 연결을 통한 입체적 효과를 위해 의복의 내

부에 충전재나 보조적 형태 지지물 없이 패턴에서

절개된 부분의 연결은 일반적인 스티치와 외부에서

눌러 박는 방법과 핀턱 박음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여 장식적인

효과도 동시에 얻으려고 하였고, 또한 다트의 역할

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 작업하였다. 구김이 잘 가는

마섬유의 특성상 스팀다리미를 이용하여 마무리를

하였다(그림 34, 35).

2. 작품 소재
작품의 소재는 형태미를 나타낼 수 있는 두께가

있는 마섬유를 이용하여 패턴의 변경과 그에 따르는

형태와 선의 변화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였고, 부분

의 따라서 섬유의 부드러운 특성상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는 곳에는 다양한 두께의 심지를 안쪽에 붙여

사용하였다. 마섬유는 100% 천연소재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는 적절한 소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가우디의 작품을 토대

로 가공되지 않은 마섬유 본연의 내추럴 컬러와 자

연의 푸름을 나타내는 내추럴 그린을 사용하고, 가
우디가 주장한 빛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연의

형태미를 나타내기 위해 반짝이는 메탈사가 들어간

마섬유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의상의 입체적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패턴

의 절개와 연결을 응용하여 입체적 형태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3. 작품 제시
작품의 모티브, 소재와 색채, 구성, 디자인 & 제

작의도 등을 종합하여〈표 2〉에 제시하였고, 제작

방법, 패턴 I, 마름질전개와 작품 사진은〈표 3〉에
제시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건축 작품의 세부적 특성 및 실루엣

등을 표현하기 위해 패턴의 절개와 응용을 통해 의

상디자인의 표현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활동 당시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과 관련하여 보여 지는 가우

디 작품의 특징 및 차이점과 함께 그 건축물이 가

지는 조형적 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우디 건축

의 첫 번째 특징은 유기적 곡선미를 가지는 구조적

건축물이었고. 둘째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자

연친화적인 조각과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마지막으

로 셋째는 빛에 따라 두드러져 나타나는 시각적 색

채미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의상 디자

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기법으로

크게 주름을 통한 부풀림 방법, 패딩이나 와이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의복이나 겉감의

안쪽에 집어넣는 방법, 입체 패턴과 평면 패턴을 이

용하여 절개와 연결을 통한 변형 방법 등 본 연구

와 연관성이 있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
더, 러플, 플리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름을 이

용한 조형미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곡선과 접힌

선의 반복에 의한 입체감으로 자연스럽게 변동하

는 다양한 입체감을 제공한다. 의상의 전체나 스커

트, 바지, 소매 등 각 부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패딩이나 와이

어, 프레임과 같은 지지물을 이용하여 만든 조형적

의상은 다각형이나 구형과 같이 그 지지물의 형태

에 따라 두드러지는 입체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드러운 라인의 느낌보다는 딱딱하고 인체의 바

디 라인에서 크게 변형된 새로운 면의 창조가 가능

하여 실험적인 예술 의상이나 무대의상 제작에 사

용하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패턴의 절개와 연

결을 응용한 조형적인 형태미는 다각형이나 구형

의 입체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인체 바디 라인

의 강조와 균형을 나타내는 실루엣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어깨, 앞선, 스커트 등의 부분적인 조형

표현으로 디테일한 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장

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와이어나 프레임의 지

지물이 오뜨 꾸띄르의 예술적인 조형미를 잘 표현

할 수 있다고 하면 패턴의 절개와 연결은 실용적인

프레타포르테의 의상에 응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고찰을 토대로 안토니오 가우디

의 조형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의상 8벌을 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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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품의 모티브와 제작의도

작품 모티브 소재와 색채 구성 디자인과 제작의도

1

100% 마
Pantine 
17-0510 TPX
Silver Sage

재킷/ 
스커트

성가족 성당의 첨탑

고딕양식과 모데르니스모 양식의 결합체로 가우디 작품의

결정체인 성가족 성당. 하늘로 향하는 첨탑의 거대하고 웅

장하면서 첨탑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조형적인 디테일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

2

100% 마
Pantone 
17-0510 TPX
Silver Sage

원피스

카사 밀라 옥상의 출입문 I
아르누보 양식의 응용으로 유기적 곡선의 미를 잘 보여주

는 카사 밀라의 옥상 지붕의 계단 입구 조형물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

3

95% 마/ 
5% 메탈
Pantone 
13-0822 TPX
Sunlight

재킷/
스커트

성 테레사 학원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성 테레사 학원의 포물선 아치 곡선

의 현관 복도의 겹침 효과를 모티브로 제작.

4

95% 마/ 
5% 메탈
Pantone 
13-0822 TPX
Sunlight

원피스

카사 바틀로 지붕의 첨탑

가우디 작품들 가운데 유기적 곡선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식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 첨탑의 소재는 골드 세라

믹 타일로 씌어져 햇빛에 의해 반짝이며 유기적 곡선의 형

태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함.

5

95% 마/ 
5% 메탈
Pantone 
11-0601 TPX
Bright White

재킷/
스커트

카사밀라 옥상의 출입문 II
유기적 곡선미를 보여주며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형상 아

래로 좌우 전후의 네 방면에 걸쳐 부드러운 곡선으로 흘러

내리는 옥상 출입문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 비례와 대칭

의 조형원리를 적절하게 응용함.

6

95% 마/ 
5% 메탈
Pantone 
11-0601TPX
Bright White

원피스

카사 밀라 옥상의 출입문 III
카사 밀라 옥상 조형물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 외형은

화이트 세라믹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 빛에 따라 반짝거리

며 돌아가는 라인은 변화와 반복의 리듬을 주고 순환하는

강약과 시각적인 자극을 줌.

7

100% 마
Pantone 
11-0601TPX
Bright White

재킷/
스커트/ 
탑상의

구엘 성지 납골당의 천장

천장은 쌍 포물선을 이루면서 유기적 구조의 형태미가 돋

보임. 천정의 곡선 아치는 특유의 힘을 보여주며, 대칭으로

안정감을 형성. 

8

100% 마
Pantone 
14-0434TPX
Green Banana

원피스

구엘 공원 관리사무소의 지붕

관리사무소의 지붕 둘레 장식은 성벽의 윗부분과 같은 모

양으로 가우디의 곡선미가 잘드러나 보임. 구엘 공원의 전

반적인 형태, 컬러와 조화를 이루며 세라믹 타일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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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제작 방법과 작품 사진

작품 제작 방법 패턴 I 패턴II (마름질전개) 작품 사진

1

대리석벽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베이지와

그레이 투톤컬러를 사용하여 거친 표면의

느낌을 살리고자 함. 입체부분은 여유 있게

절개한 후 바디 위에 올려 머슬린을 접어가

면서 마름질. 조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위

해 단추를 배재, 스냅 단추로 마감.

2

모티브의 곡선 라인이 잘 드러나도록 원피

스 전면에걸쳐 ‘S’라인 곡선으로 절개한 후, 
안쪽에 두꺼운 심지를 붙여 다시 그 라인을

핀턱으로 박음질하여 유기적 곡선의 형태가

드러나 보이게 함. 다른박음 선이 보이지않

게 옆 다트 분을 배재.

3

아치형의 모티브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살리

기 위해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

들어 원단위에 올려 마름질한 후, 입체적 단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 형태를 바이어스로

자른 긴 선과 연결하여 안과 겉에서 스티치

함. 곡선부분의 정교한 바느질 필요.

4

스커트 부분의 무거운 느낌으로 소매를 민

소매로처리. 어깨로부터 절개되어 내려오는

프린세스 라인으로 모티브와 같이 가늘어

보이는 허리 라인을 나타냄. 스커트 부분의

커다란 물방울 모양은 머슬린 작업으로 늘

임 분을 측정하고 바이어스 마름질함.

5

재킷의 허리선 아래로 모티브의 곡선과 부

풀어짐을 살리고 허리 라인은 최대한 가늘

게 하여 강조. 평면 패턴으로 조형부분의 늘

임 분을계산하여마름질한 후, 다시 바디 위

에서 허리부분의 뜨는 부위를 체크하여 절

개선 부분에 다트 분량으로 넣어서 처리.

6

모티브의 돌아가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스

커트 입체 라인은 앞면에서 뒷면으로 연결

시켜야 하므로 평면 스커트 패턴을 연결하

여마름질. 디자인모양에 따라 절개된 각 라

인의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가며 턱으로

박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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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작품 제작 방법 패턴 I 패턴II (마름질전개) 작품 사진

7

조형적 효과를 위한 방법으로 플리츠의 원

리를 이용. 패턴을 좌우 각 13조각으로 절개

하여 주름과 같은 원리로 안쪽과 바깥쪽에

서 돌아가면서 스티치하여 펼쳐서 쌍포물선

을 만들어냄. 패턴의 절개는 포물선 곡선의

표현을 위해 완만한 곡선으로 함. 직선형 주

름의 원리를 이용

8

성벽과 같은 모티브 형태를 위해 두꺼운 종

이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든 후 다시 펴서 원

단위에 올려 마름질함. 깊게 파인 네크라인

과 연결하여 과장되게 올라간 어깨라인은

각을 만들면서 다소 단순한 디자인에 강한

인상을 줌. 

고 그 결과 작품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건축물을 소재로 한 현대의상 작품을 디자

인, 제작함으로써 건축의 형태 이미지와 장식 디테

일 그리고 건축적 조형성이 의상디자인의 광범위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 가우디 건축

구조의 특징적인 선을 의상의 장식적인 선으로 표현

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러 가지

다양한 섬유의 종류 중 패턴의 절개와 바느질을 통

한 조형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터치와 두께가 있는

원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소재의 제한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패턴의 변경과 그에 따르는 형태와

선의 변화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므로 의복에 조형미

를 나타낼 수 있었다. 넷째, 입체재단과 평면재단의

응용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적 디자인의 창출을 가능

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조형적, 입체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나

타내는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독특한 효과

에 대한 연구로 인하여 다양한 창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각기 다른 개성과 기호의 표

현방식이 자유로운 복합감성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충족시키

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디

자인 창작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하는 패션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풍부하고 독창적인

발상을 해 낼 수 있도록 조형적인 디자인을 구축하

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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