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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iscussion of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with 
floral images. It aims to help understand the overall trend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nd 
textile motif design and expand the potential expression fields of originative design to natural ob-
jects such as flowers. Methodologically the study analyzed 976 pieces of data gathered from 
Haute Couture and Prêt-à-Porter collections of 2005S/S-2009F/W, according to their types of 
expression. The study results show a share of 42.7% for plane type expressions by printing or 
weaving and a share of 51.5% for relief type expressions, compared with 5.7% for solid type 
expressions. However, those expressions represented elegant femininity with emphasis on for-
mative beauty and were applied to fashion accessories or hair adornments. The expressive charac-
teristics found from the analysis were represented by natural images, feminine elegance, and dec-
orative aesthetics of handicrafts. Flower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purify the internal emotions 
of humankind stand for personality and beauty in many different ways of expression and serve 
as a means of expressing more artistic values breaking out of stere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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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술공예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John Ruskin

은 “자연의 형태에서 기인하지 않은 디자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다.”1)라고 하여 자연의 미

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자

연은 건축, 공예, 인테리어, 디자인 등 인간의 모든

창작 활동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

다.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자

연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는 또 다른 대상으로 승화시켜 표

현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첨단화되어가는 현

대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연본연의 순수함으로 되돌

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을 추구하며, 좀 더 인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이고 수공예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전 세계 디자인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제품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덴마크의 오디오 업체인

Bang&Olufsen은 풍뎅이나 나뭇잎과 같은 자연물의

이미지를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였으며, 세계적 만년필

회사인 Waterman이 출시한 ‘세레니떼’는 대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스웨덴 Electrolux는 고대

생물의 모티브를 이용한 로봇청소기를 출시하기도

하였다.2) 또 지난 2006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의 경

우 ‘자연·문화·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생각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우리 일

상 속에 끌어들이고자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으

며, 덴마크 설치미술가 Olafur Eliasson은 빛과 물, 안

개 등 자연현상을 과학과 접목하여 현대미술작품으

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3)

산업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 나

타난 자연친화적인 경향에 따라 현대패션 역시 인간

의 감성에 호소하는 자연주의적 디자인의 경향을 나

타낸다. 특히 수많은 자연의 대상 중 꽃은 다양한 상

징적 의미와 각기 다른 형태, 향기, 색상 등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이

용되는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꽃의 사실적이

고 고정적인 이미지 외에도 여러 조형기법을 통해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파리 Haute Couture 컬렉션의 경우 꽃의 이미지나

꽃문양을 사용하여 극도의 수공예적 기법과 함께 우

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자신의

컬렉션에 꽃이 없는 옷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 디

자이너 Kenzo
4)
와 같이 매 시즌 다양한 표현유형과

기법으로 표현되는 꽃의 이미지는 현대패션디자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꽃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5)
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문양에 관한 연

구나 꽃의 모티브를 활용한 의상 작품 제작 또는 꽃

의 모티브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에서의 감성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최근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꽃 이미지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특성에 관한 것으로 현대패션디자인과 텍스타일

모티브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꽃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티브의 광범

위한 개발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독

창적 디자인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대시키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은 관련문헌 및 문헌고찰을 통해 꽃의 조형과 상징

성, 예술 및 복식에 나타난 꽃 이미지 등에 대해 고

찰하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 패션컬렉션 전문지<Gap

Press>와<Mode&Mode>의 2005S/S~2009F/W까지의

Haute Couture와 Prêt-à-Porter 컬렉션 작품 중 꽃

의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976점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두 컬렉션지의 동일사진인 경우 꽃의 문양이나

정확한 표현기법을 나타내는 보다 선명한 자료로 선

정하였고, 정확한 기법이나 표현유형을 위해 인터넷

자료나 다른 컬렉션지의 확대된 사진을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꽃의 조형과 상징성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아름다움은 꽃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색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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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인 요소가 연출하는 균형과 조화에서 비롯되

는 시각적 만족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식물학적으

로는 속씨식물과 겉씨식물이면서도 종자식물의 생식

기관을 꽃이라 한다. 좁은 뜻으로는 꽃피는 식물, 또

는 속씨식물이라고 불린다.6) 꽃의 선, 형태,5색채, 질

감 등은 예술가로 하여금 창조적 본능을 깨우쳐 주

는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7)

꽃은 형태적으로 분석해보면 꽃받침, 암술, 수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어느

것 하나같은 것이 없고, 꽃잎의 선을 보면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양이 관능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들로 또

다른 상상력을 주는 조형요소가 된다. 꽃은 느리게

생장하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변화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창작성을 제공하고, 관상학적으

로도 가치가 있어 아름다움과 정서적 위안을 준다.8)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미의 상징이 되어 왔다. 그

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화려한

모습을 형용하거나 더욱 추상화되어서 번영, 풍요라

는 상징을 파생시키고, 하늘에 대한 숭배 및 자연에

대한 경외감, 종교적인 의례나 주술적인 목적의 기원

의 상징, 재생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 꽃을 바치

고 선사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것

으로 꽃을 신불이나 성상 또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등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의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

고자 한 것이다.9)

서양에서 꽃은 4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기준이며

봄의 상징이고, 화환이나 화관은 영광, 승리를 나타

내고, 축하연의 화환은 행복, 행운을 나타낸다고 한

다.10) 또 순수예술의 감상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지기

도 하였는데, 꽃을 일정한 양식으로 형상화하여 항구

불변한 것으로 만들기를 염원하여 꽃을 소재로 그림

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었으며 시를 읊었다.11)

종교와 신화에 부여된 꽃의 상징은 모든 예술적

비유나 상징이 되어 나타나는데 불교에서의 연꽃은

깨달음의 상징으로 이해되며, 부처나 보상을 떠받들

고 있음으로써 그 성스러움을 더한다. 중국의 경우

꽃은 생명의 짧음, 쾌락의 덧없음을 상징하나,12) 불교

의 연꽃장식을 비롯해서 무교의 연꽃, 민화의 꽃 그

림, 심지의 조선시대 사군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깨달음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다.13) 연꽃은 이집트에

서 초기의 생명, 혹은 생명이 최초로 나타나는 현상

을 상징하여 심장과 동일 시 되었고,
14)
아네모네는

그리스에서 영혼과 연금술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기독교에서의 백합꽃은 순결을 뜻하므로 수태고지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가진 백합꽃은 마리아를 의

미하며, 15세기 르네상스에서는 꽃이 종교적 우의를

암시하고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화가인 S.

Botticelli의 작품에서 꽃은 성모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15) 특히 신화에서의 꽃은 탄생과 관련된 내용

을 암시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아신스나 아

네모네는 사랑의 화신으로 의인화되었고, 나르시스는

자기모습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정 에코의 사랑을 무

시한 징벌로 봄을 알리는 수선화가 되었다.
16)

서양에서 꽃의 표현은 고대 궁전의 벽화, 로마시

대의 벽화나 모자이크 무늬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축제에서 꽃을

왕관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꽃을 쾌락의 상징물

로 사용하기도 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 꽃은 예술작

품에서 장식적인 기능이나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으

로 재현되었고, 르네상스시대에는 꽃이 자연계의 모

든 감성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꽃 자

체의 외형적 조형성이 지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예

술작품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17) 따라서 꽃은 모

든 예술적 비유나 상징으로 미술, 문학에서는 주체가

되어 지기도 하였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꽃을 주

제로 정물화가 발전하여 꽃이 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 낭만파 화가들은 꽃을 자연과

유기물의 상징으로 표현하였고, 19세기에는 P. J.

Redoute와 같은 꽃만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등장

하는 등 19세기 말에는 꽃에 자연관이라든지 정념을

중첩한 상징적인 회화가 발전하였는데, Monet의 ‘수

련’이나 Gogh의 ‘해바라기’ 등이 대표적이다.18)

꽃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채택되어진 예술표

현의 소재로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아름다움의 존재

일 수 있고,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는 희망의 의미로

비춰 질 수 있으며, 감동을 주는 도구로서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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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
현대에 와서 꽃에 부여했던 의미나 감정이 세월

과 더불어 많이 변화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은 첨단 과

학의 시대에서도 꽃은 미의 상징으로 현대인의 마음

에 아름다움과 평안을 주는 상징물이라 하겠다.

2. 복식에 나타난 꽃 이미지
복식에 있어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직조나 프린트 등 텍스타일 디자인에 의

해 하나의 문양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격적으로 꽃의 모티브가 프린팅을 통해 대량생산되

기 시작한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부터로 그 이전까지

는 대부분 직조와 자수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20) 직

물에 나타난 꽃문양은 초기에는 단순화 된 형태를

취하는 하나의 도안적인 무늬의 형태로 시작하였으

나 차츰 기계의 발달에 따라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

현까지도 가능해지게 되었고, 또 시대에 따른 예술양

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추상적인 형

태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꽃문양은 16세기 이전에는 건축이나 도자기 등 생

활과 밀접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6세

기에 이르러서야 의상직물에 사용되었다.21)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딕에서 성행했던 종교적 감각의 문양과

문장이 사라지고 천연의 꽃과 잎을 그대로 묘사하여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자연적 문양이 직물에 사용되

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꽃의 크기에 따라 꽃문양이

표현되어지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꽃문양은 섬세하

거나 우아하기보다는 화려하며 조금은 과장되면서

풍성한 꽃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자수패턴에 있

어 꽃의 모티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꽃문양은

배열형식에 있어 전방배열형식을 이루며 수많은 소

용돌이 장식과 아라베스크로 화면을 통일하는 것과

구성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 꽃 단지나 꽃다발,

부케, 꽃 리본 등의 형태를 이용해 대칭과 비대칭의

자유분방한 나열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22)

로코코시대 꽃 패턴은 대부분이 전방배열형식으로

그 바탕은 무늬 없이 어두운 색이나 밝은 색을 바탕

으로 표현되었다. 꽃의 표현은 중간크기의 꽃과 큰

꽃을 이용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과도한 장식으로 공

간을 채우려하였으며, 특히 장미꽃을 이용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후 아르누보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

기적인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양식의 특성과 같

이 주로 식물을 디자인 한 것이 많으며, 꽃, 잎사귀,

얽힌 줄기 등을 모티브로 한 유연하고 유동적인 곡선

의 형태를 나타낸 양식화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였

다. 특히 해바라기, 백합, 붓꽃, 수선화와 같은 꽃들이

양식화되어 나타났으며, 바탕무늬가 없거나 기하학,

추상무늬와 함께 표현된 꽃문양도 나타났다.23) 아르

데코 시대에는 기하학적이고 양식화된 예술양식의 영

향아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무늬를 특징으로 한

다. 특히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동양풍의 식물이

나 꽃등이 소재가 되었고, 전형적으로 고정된 형식의

전방배열형식이 아닌 구성 자체가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또 양식화된 꽃문양의 경

우 대조적인 색채를 통한 대비효과와 바탕과 패턴,

패턴과 패턴 상호간에 조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4)

이러한 꽃문양은 20세기 중반 반문화 운동을 전개

한 히피들의 상징물로 이들의 패션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담한 크기의 꽃문양과 복합적인 양상으

로 표현된 프린트, 자수나 손뜨개를 이용한 수공예적

기법 등을 통해 이들의 자유와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복잡

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현대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대

두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자연주의적

인 유행의 경향을 낳게 되었고, 이는 히피스타일뿐만

아니라 에콜로지, 복고스타일로 이어져 꽃과 같은 자

연적인 이미지 자체를 강조하고 표현하게 하였다. 이

와 같이 꽃은 유행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나타난 하

나의 모티브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자이너

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유형

꽃은 조형미를 상징하는 대표적 존재로 많은 예술

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며, 패션디자이너들 역

시 다양한 방법으로 꽃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2005S/S~2009F/W까지의 컬렉션 작품 중

Haute Couture 401점과 Prêt-à-Porter 575점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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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alentino,

2006S/S

<그림 2>

Christian Lacroix,

2007S/S

<그림 3>

Kenzo,

2007F/W

<그림 4>

Cacharel,

2006S/S

<그림 5>

Dries Van Noten,

2008S/S

<그림 6>

Kenzo,

2008S/S

하여 총 976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현

유형에 따라 크게 프린트나 직조에 의한 평면형, 자

수나 비즈 장식, 코사지 장식 등을 통한 부조형, 꽃

의 형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의상이나 소품에

입체적으로 응용하는 표현방법인 입체형으로 구분되

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문양으로 프린트되는 평면형

의 경우 선행연구를25) 참고하여 사실적 표현, 양식적

표현, 추상적 표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은유

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배제하였다.

1. 평면형
꽃의 이미지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평면적

표현방법은 문양이라 할 수 있다.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자체가 주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모티브

와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조화를 이루

어 표현된다. 꽃을 모티브로 한 문양의 패턴은 한정

된 범위 없이 표현하기 쉽고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표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전체자료 중 평면형의 표현은

42. 7%로 나타났고, 이 중 양식적인 표현이 19.5%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Haute

Couture의 경우 18.5%, Prêt-à-Porter의 경우 59.7%

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Prêt-à-Porter컬렉션의 경

우 양식적인 표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

식적인 표현은 현대패션에서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

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양식으로 평면적이고

단순함을 주는 단점은 있으나26) 다양한 모티브의 크

기조절이나 반복 등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내는데 보

다 용이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평면형

의 유형을 사실적 표현, 양식적 표현, 추상적인 표현

양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적 표현

사실적 표현은 꽃을 그대로 시각화 시키는 것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채와 음영, 원근법 등

의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사진과 같이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표현은 입체감과 생동감을 주어 자연

의 아름다운 자태를 충실히 표현하고 특히 곡선과

직선, 강약의 선, 색의 농담, 명암 등의 변화에 의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7)

<그림 1>28)은 꽃잎의 형태, 잎사귀, 줄기, 암술, 수

술 등 실제 꽃 모양의 프린트를 활용한 원피스이다.

이와 같은 사실적 표현은 자연에 대한 회귀와 풍요

로움을 담고 있으며, 또 섬세한 표현을 통해 고전적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잘 전달하게 한다.
29)
<그림 2>

30)

역시 꽃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낭만적

이며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꽃을 모티브로 한 사

실적 표현의 경우 르네상스나 로코코, 아르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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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ictor&Rolf,

2007F/W

<그림 8>

John Galliano,

2009S/S

<그림 9>

Dolce&Gabbana,

2008S/S

<그림 10>

이상봉,

2007S/S

<그림 11>

Christian Lacroix,

2006F/W

<그림 12>

Ashish,

2006F/W

르데코 등 고전적이든 현대적인 패턴이든 꽃을 구성

하고 있는 꽃의 형태를 조형의 수단으로 재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서 미적질서와 규칙

성을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태학에

관심을 가지는 에콜로지의 테마로 인해 자연으로 회

귀하려는 이 시대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매개

체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림 3>31)은 강렬한 장미꽃

의 모티브를 드레스 전면에 프린트한 것으로 마치

장미꽃의 사진을 그대로 전사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냈다.

문양자체에 입체감을 갖는 사실적 표현은 생동감

을 주어 자연의 아름다운 자태를 충실히 표현 할 수

있고, 의복에 표현되어졌을 때 일상생활에서 미처 느

끼지 못한 새로움과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모티브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 크기나 배열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표현된다

하겠다.

2) 양식적 표현

양식적 표현은 문양의 모티브를 실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즉 꽃을 단순화 시키거

나 입체적 사물을 평면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강조

한 것으로 실제 모티브의 인상을 인지할 수 있는 한

도 내에서 형의 변환 등을 시도하여 특징만을 살려

표현한 것이다.32) <그림 4>33)는 나팔꽃의 형상을 단

순화시켜 상의 전체에 프린팅하고 화이트 스커트와

함께 연출하여 소녀 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 것이고,

<그림 5>34)는 생략과 단순화의 과정을 거쳐 양식화

된 서로 다른 꽃문양을 원피스의 위, 아래에 배치하

여 마치 투피스를 착용한 것과 같은 착시의 현상을

나타냈으며, <그림 6>35)은 양식화된 동일한 꽃문양을

스커트부분에는 프린팅을 이용한 평면형으로, 상의에

는 비즈장식을 통한 부조형으로 표현하여 기법의 변

화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또 <그림

7>
36)
은 양식화된 꽃문양의 프린트 원피스를 입은 모

델들이 거대한 철 파이프 구조물에 장착된 텅스텐

조명을 등과 어깨에 지고 연출된 작품으로 첨단 산

업사회에서 꽃문양이 주는 자연적인 이미지의 은유

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양식적 표현은 실제의 형태

를 단순화 시키거나 과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꽃문양

이 주는 느낌을 보다 새롭게 표현하였다.

3) 추상적 표현

추상이란 텍스타일 산업에서 비구상적인 모티브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하도형의 어떤 형태가 아닌 디자이너 주관과 감각

에 따라 표현된 형태이다.
37)
따라서 사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물의 무늬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고 점, 선, 면, 곡선, 색채 등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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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문양으로 상상력에 의해 디자인된 것이다. 꽃의

추상적인 표현은 <그림 8>38)과 같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를 변형시켜 기하학적인 점, 선, 면으로

나타내거나, 붓의 터치 등으로 나타내어 이미지를 전

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39) 따라서 꽃의 조형

개념에서 출발하더라도 나타나는 결과물이 꽃의 형

태를 벗어나 그 형태가 잔재되어진 형태일 수 있으

며, 또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

의 본래 모습을 떠난 일상적이지 않는 구성과 색채

로 비현실적인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비구상적인

형태로도 나타나게 된다.40)

특히 현대패션은 다양한 표현 예술성을 토대로 단

순히 입는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을 수 있는 예술품으로 조형적이고 창조적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표현예술의 일부분으로 발전해가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미술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추

상표현주의의 액션페인팅이나 드리핑과 같은 기법들

은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디자이너

들의 창조적 표현욕구와 더불어 현대패션에 재 흡수

되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림 9>41)는 의상을

캔버스 삼아 강렬한 색상과 터치로 추상회화의 한

작품과 같이 표현한 것이고, <그림 10>
42)
은 두터운

마티에르 효과보다 수묵화의 서체나 번지는 효과를

강조하는 타시즘 기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꽃문양의

추상적인 표현에 사용되었다. 타시즘은 드리핑 기법

과 유사하나 얼룩과 순간적인 붓 자국으로 행위를

객관화시키고 서정적 성격의 표현으로 물감이 흩어

지고, 번지게 하여 우연한 효과에 의한 표현방법으로

<그림 11>43) 역시 추상적인 타시즘에 의한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중요시

되는 패션의 흐름에 따라 추상적 표현은 물체의 형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디자이너의 자유로

운 감각으로 추상화함으로써 풍부한 이미지와 그 정

신적인 내면을 전달할 수 있다.44) 또한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 부정형으로 균형감각을 깨트려 디자인 발

상에서 의외의 효과를 살릴 수 있으며,
45)
인간의 감

성에 정서적 충동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

적인 디자인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조형
부조(浮彫)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술에서의 일반적인 정의는 원근법과 연관성을 지

닌 이탈리아어의 relievo를 말한다. 이것은 한 표면이

다른 표면으로부터 올려 지거나 높아진 것을 뜻한

다.46) 그러므로 부조는 평면의 형상을 도드라지게 하

는 조형기법으로 입체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형상이

면으로부터 돌출된 정도에 따라 평 부조, 반 부조,

고 부조로 구분된다.47)

일반적으로 부조적인 질감이란 평면적이고 매끄러

운 것보다는 돌출되거나 움푹 파여 있거나 한 거친

질감으로 지루하지 않고 독특하여 시각적, 촉각적 쾌

감으로 감각을 즐겁게 한다. 미술에서의 부조적인 효

과는 질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방법으로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을 덧바르고, 깎고 다시 덧바르는 것을 반복

하는 작업과 덧바르기만 하고 깎아내리지 않아 자연

스럽게 물감이 부풀어 올라 부조와 같은 효과를 내

는 것이다.48) 이러한 부조적인 질감의 효과는 질감의

특성에 따른 분류 중에서 어떤 재료를 직접 바르거

나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 실질적인 질감과 질감효과

가 있는 사물을 화면에 사진처럼 그려서 하나의 콜

라주처럼 보이게 하는 의사질감, 실제로 표면적 재질

구조는 평평하지만 시각적으로 껄끄러운 구조를 가

지고 있는 듯한 패턴상의 질감인 시각적 질감 중에

서 실질적 질감에 가까운 표현방법을 갖는다.49)

패션디자인에 있어 부조적인 조형기법이라 함은

여러 수공예적인 장식방법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전체자료 중 부조형의 표현은

51.5%로 평면형이나 입체형에 반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자수, 비즈 장식, 콜라주, 아

플리케, 컷 아웃, 니팅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보다 변화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법 중 사실적인 꽃의 이

미지를 이용한 코사지나 꽃잎 등을 콜라주 한 것이

13.4%, 자수가 10%, 자수와 비즈 장식을 같이 사용

한 것이 9.7%로 부조적인 표현을 위해 많이 활용되

는 기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ute Couture는

70.3%, Prêt-à-Porter는 38.4%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

는데, 이는 Haute Couture컬렉션의 특성상 보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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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hristian Dior,

2009S/S

<그림 14>

Christian Dior,

2007F/W

<그림 15>

Dolce&Gabbana,

2009S/S

<그림 16>

Giorgio Armani,

2008S/S

<그림 17>

Giorgio Armani,

2008S/S

<그림 18>

Elie Saab,

2009S/S

<그림 19>

Valentino,

2008F/W

<그림 20>

Adam Jones,

2005F/W

<그림 21>

Alexander Mcqueen,

2008S/S

<그림 22>

Jean Paul Gaultier,

2007F/W

<그림 23>

Balenciaga,

2008S/S

<그림 24>

Christian Lacroix,

2007S/S

려한 이미지와 고급스러운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작

품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Haute

Couture의 경우 자수와 비즈 장식을 함께 사용한 것

이 20.2%, 코사지나 꽃잎을 콜라주한 것이 15.5%의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Prêt-à-Porter의 경우 코사지

나 꽃잎을 콜라주한 것이 11.8%, 자수가 9%의 순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12>
50)
는 드레스 전체에 양식적인 꽃문양을

자수로 장식하여 부조적인 질감과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3>51)은 이브닝드레스의 코르

사주 부분과 스커트 윗부분에 걸쳐 비즈 장식만으로

사실적인 꽃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자수와

비즈 장식을 함께 사용하여 화려함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꽃 모티브의 플라스틱판이나 금속조각, 보석

등을 이용하여 옷 위에 부착함으로써 부조적인 질감

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림 14>52)는 드레스 위에

꽃을 모티브로 한 코사지 장식과, 자수, 비즈 장식을

함께 혼합하여 화려하면서도 부조적인 입체감을 표

현한 것이다. 부조적인 표현 중에서도 가장 입체적인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그림 15>
53)
와 같이

실제 꽃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코사지

를 옷 위에 콜라주하거나, <그림 16>54)과 같이 다양

한 색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꽃 모티브를 완성하고

이를 드레스 위에 층층이 콜라주함으로써 볼륨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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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aurizio Galante,

2008S/S

<그림 26>

Christian Dior,

2008S/S

<그림 27>

Christian Dior,

2008S/S

<그림 28>

Franck Sorbier,

2006S/S

<그림 29>

Moschino,

2009S/S

<그림 30>

Chanel,

2009S/S

는 꽃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그림 17>
55)
과 같이 플리츠나 드레이프를 이용

하여 꽃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장식하기도

하고, <그림 18>56)과 같이 꽃 모티브의 레이스를 옷

위에 콜라주하거나, <그림 19>
57)
와 같이 가는 리본

끈을 이용하여 꽃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착

하는 등 자수나 비즈 장식과는 다른 느낌의 부조적

인 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림 20>
58)
과

같이 아플리케 기법을 사용하거나, <그림 21>
59)
과 같

이 레이저 커팅에 의한 부조적인 표현은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 평부조의 표현을 나타냈다. <그림 22>
60)

는 꽃의 모티브를 이용한 니트 드레스 위에 손뜨개

한 꽃모양의 조각들을 다시 콜라주 하듯 부착하여

화려한 색감과 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 것이고, <그

림 23>
61)
은 회화적인 꽃의 이미지를 크랭클 기법으

로 표현하여 미래적인 실루엣과 함께 대조적인 조화

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4>
62)
는 과장된 실루엣의

코트 위에 팝아트풍의 크랭클 소재 꽃문양을 부착하

여 부조적인 질감을 표현한 것이다. 원단을 이용한

종이접기의 형식으로 다양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

기도 하는데, <그림 25>
63)
는 다양한 톤의 원단으로

작은 꽃모양으로 접고 이를 다시 패치워크 하듯이

연결하여 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꽃의 이미지를 자수나 비즈 장식,

콜라주, 아플리케, 누빔이나 크랭클 기법 등의 여러

가지 수공예적인 장식기법을 통해 표현하거나, 꽃의

형태를 응용하여 실제 꽃으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코사지를 사용하여 의상에 부착하여 부조

적인 질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프린팅에 의

한 평면적인 표현보다 시각적 효과는 물론 촉각적이

면서 보다 입체적인 형태의 특성이 부각되므로 독창

적인 디자인의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장식적 이미

지를 강조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입체형
입체형의 표현방법은 꽃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꽃

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의상에 입체적으로 응용

하여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전체자료 중 입체형의 표현은 5.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다른

표현유형보다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

타냈다. 특히 Prêt-à-Porter의 경우 1.9%에 불과하나,

보다 조형적인 측면을 강조한 Haute Couture의 경우

11.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26>64)은 꽃 종이접기 기법을 이용한 장미꽃

의 모티브를 원단으로 제작하여 스커트부분에 부착한

것으로 커다란 장미꽃의 형태는 부조적인 형태를 나

타냄과 동시에 입체적인 이미지를 강조시키며 드레스

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짓는 요소로도 작용하였

다. <그림 27>
65)
은 뷔스티에 부분에는 꽃의 모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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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비즈 장식을 하였고, 스커트부분은 그 실루

엣 자체가 한 송이 꽃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입체적인 조형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림 28>66) 역시

머리에는 푸른 이끼의 형상을, 가슴부분에는 컬러풀

한 꽃잎을, 드레스 아랫부분은 그러데이션으로 염색

된 푸른 잎으로 나타내 이국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이

미지를 나타내는 조형으로 드레스 전체를 꽃과 같이

표현한 것이고, <그림 29>67)는 드레스의 뒷면을 실제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꽃을 조형화하여 실루엣으로 표현하거

나, 꽃의 형태나 이미지를 일부분에 응용하여 입체적

조형을 강조하는데, 의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자나

가방, 헤어장식 등에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30>68)은 순백의 원피스 위에 꽃 모티브의 장식을 콜

라주하고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된 종이로 된 꽃 모티

브의 헤어장식을 연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꽃의 이미

지를 형상화하고 입체적인 조형미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입체적인 표현은 꽃을 단순히 하나의 문양

이나 부수적인 장식물의 모티브로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 꽃의 조형은 인간의 신체로, 그리고 디자인의

한 조형요소로 전환되고 다시 재조합되는 새로운 발

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Ⅳ.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특성

꽃의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패턴과 조형의 추구

는 한 시대에 이르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며 다양하

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꽃의 이미지는 패션뿐만 아

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표현되는데 이는 꽃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자연미로 인간의 정서에 평화와

안정감을 주고, 표현방법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

하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유형을 통해

도출한 특성은 첫째, 자연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자연

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심신의 안정과 미

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프린팅에 의한 평면적 표현

이든, 다양한 장식기법을 이용한 부조적인 표현이든

자연의 한 부분인 꽃을 주제로 한 디자인은 자연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꽃이나 식물이 주는 풍

성함, 안정감 등이 바탕이 되어 패션에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특히 현대사회가 첨단 산업화되고 자연의 훼

손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자연으

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이며, 불확실

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과거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있는 자연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꽃과 같은 자연적인 이미지의 표현을 통해 첨단 물질

문명 속에서 자연과 생태학적 환경을 중시하고자 하

는 인식의 변화 및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현대인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 하겠다. 사실적인

꽃의 프린트나 콜라주 등을 통해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외에 현대에 이르러 두드러지는 양식화

되거나 추상적인 표현 역시 직접적인 자연을 표방하

지 않더라도 그 구성상 우아한 곡선의 윤곽선으로 안

정적인 변화감을 주며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이미

지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적인 우아미의 표현이다. 여성성이란 여

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각의 우수함, 부드러움, 온화

함 같은 여성적인 미적 특성을 의미하며,69) 이러한

여성성을 바탕으로 느끼게 되는 우아미의 미적가치

는 고급소재, 단정하고 정숙하여 격식에 어울리는 품

위성, 도회적이며 섬세하고 기교의 성숙함, 감미로운

매력이 있는 여성성, 그리고 복식 내에서 각 부분들

의 상호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닌 조화성이라 할 수

있다.70) 이러한 여성적이고 우아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꽃의 상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

성을 상징하는 꽃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꽃의

일반적인 상징은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의 상징이다. 아름다운 사물이나 사

람을 지칭할 때 꽃에 비유하여 그 아름다움을 칭송

하듯 꽃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역시 그 표

현유형에 상관없이 화려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

냈다. 특히 꽃의 모티브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이

나 꽃의 조형성을 이용한 디자인 및 다양한 표현기

법 등은 대부분 원피스나 드레스 위주의 여성적인

아이템에 적용되어 우아한 여성미를 가중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꽃의 조형적

인 형태 및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기법들은 여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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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곡선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로 여성적인 특질을 나타내게 하였다.

또 사실적 이미지의 꽃의 표현은 그 섬세한 표현으

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게 되고 화려한

원색의 색상 또는 파스텔조의 색상으로 이미지의 변

화를 갖게 하였으며, 레이스나 비치는 소재와 함께

비즈장식이나 코사지 장식 등은 부조적인 표면효과

와 입체적인 조형효과로 보다 화려한 여성적인 이미

지를 나타냈다.

셋째, 수공예적 장식미의 표현이다. 미의 추구를

위한 복식이나 기타 장신구에 있어서의 장식은 인간

표현 본능의 하나로 인간 자신과 생활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한 개인의 자아나 미적취향,

신분 표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71)특히 단순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던함이 주던 차가움과 냉정함과 같

은 획일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개성적인 아름다

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소재와 수공예

적인 기법을 통해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오늘

날 예술조형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자유로운 조형의

식과 확장된 표현기법으로 인해 현대패션 나타난 다

양한 장식적인 기법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그

표현양식이나 재료, 기법 등에서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과 독창성을 느낄 수 있다. 꽃의 이미지를 나타

내기 위한 표현기법은 직조나 프린트 외에도 자수,

비즈 장식, 아플리케, 컷 아웃, 레이스나 꽃잎, 코사

지등의 콜라주, 종이접기 방식의 부조적인 표현과 꽃

의 조형을 의상 전체나 일부분, 그리고 패션소품 및

헤어장식 등에 적용한 입체적인 표현, 그리고 이러한

모든 표현유형의 혼합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장식적인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텍스타일 디

자인의 패턴 물로 사용된 경우 자연적인 에콜로지

경향에 따라 수채화의 번지는 듯한 이미지 또는 수

묵화와 같은 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

술적사조의 영향으로 추상 회화의 표현기법을 이용

한 듯한 이미지로 나타나 장식적인 표현을 강조하였

다.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소재 또한 형태나

색채와 연관되어 디자인의 완성시키는 중요한 조형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실제 꽃에서부터 원단, 플라스

틱, 종이, 리본 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사용

을 통해 디자인에 장식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모던함이 주는 경직성이나 단조로운 실루엣

에서 벗어나 여성미를 강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환

상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기성복의 경우

프린팅을 통한 꽃문양으로서의 표현이 주를 이룬 반

면 Haute Couture 컬렉션의 경우 자수나 비딩, 코사

지장식이나 레이스 콜라주 등 부조적인 장식의 표현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다 화

려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그리고 수공예

적인 장식예술의 특성으로 보다 예술적인 측면을 강

조하는 Haute Couture 작품의 가치를 강조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꽃 이미지의 표현특

성에 관한 것으로 현대패션디자인과 텍스타일 모티

브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또 꽃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티브의 광범

위한 개발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독창적 디자인의 무

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2005S/S~

2009F/W까지의 컬렉션 작품 중 Haute Couture 401

점과 Prêt-à-Porter 575점을 수집하여 총 976점의 자

료를 분석하였고, 표현 유형에 따라 크게 프린트나

직조에 의한 평면형, 자수나 비즈 장식, 코사지 장식

등을 통한 부조형, 입체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면형의 표현은 42. 7%를 차지하였으

며, 이 중 양식적인 표현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

다. 그리고 양식적인 표현은 다양한 모티브의 크기조

절이나 반복, 생략 등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내는데

보다 용이하여 사실형이나 추상형에 비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패션

의 경향이 다양한 미술 사조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프린팅 기법에 있어서

도 추상표현주의 기법을 수용하는 등 다양한 추상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조형의

표현은 51.5%로 평면형이나 입체형에 반해 가장 많

은 비중을 나타냈다. 부조형은 자수, 비즈 장식,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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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플리케 등 다양한 수공예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보다 사실적이고 변화된 이미지로 나

타냈으며, 프린팅에 의한 평면적인 표현보다 시각적

효과는 물론 촉각적이면서 입체적인 형태의 특성이

부각되어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표현을 나타냈다.

꽃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을 의상에 입체적으로 응용하여 표현한 입체형의 표

현은 5.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조형

미를 강조하는 Haute Couture컬렉션의 경우 과장된

실루엣과 함께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거나 패션소

품, 헤어장식 등에 응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성은 첫째, 자연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어떠한 표현유형이나 기법을 사

용하든 꽃을 주제로 표현된 현대패션디자인은 꽃이

주는 풍성함, 안정감 등이 바탕이 되어 패션에 표현

되어지는 것으로 특히 현대사회가 첨단 산업화되고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회귀 본능

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꿈꾸기보다 과거의 풍요로움

과 자유로움이 있는 자연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라

하겠다. 둘째, 여성적인 우아미의 표현이다. 꽃의 이

미지를 나타낸 의상의 아이템은 대부분 원피스나 드

레스 위주의 아이템에 적용되었고, 특히 사실적 이미

지의 꽃의 표현은 그 섬세한 표현으로 여성적인 이

미지를 더욱 강조하게 되고 화려한 원색의 색상 또

는 파스텔조의 색상으로 이미지의 변화를 갖게 하였

으며, 레이스나 비치는 소재와 함께 비즈장식이나 코

사지 장식 등은 부조적인 표면효과와 입체적인 조형

효과로 보다 화려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셋

째, 수공예적 장식미의 표현이다. 꽃의 이미지를 나

타내기 위한 표현기법은 직조나 프린트 외에도 자수,

비즈 장식, 아플리케, 컷 아웃, 레이스나 꽃잎, 코사

지등의 콜라주, 종이접기 방식의 부조적인 표현과 꽃

의 조형을 의상 전체나 일부분, 그리고 패션소품 및

헤어장식 등에 적용한 입체적인 표현, 그리고 이러한

모든 표현유형의 혼합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장식적인 기법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특히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턴 물로 사용된 경우

자연적인 에콜로지 경향에 따라 회화적인 기법, 즉

수채화의 번지는 듯한 이미지 또는 수묵화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술적사조의 영향으로

추상적인 회화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듯한 이미지로

나타나 장식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특히 Haute

Couture 컬렉션의 경우 부조적인 장식의 표현이 주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다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그리고 보다 예술적인

가치와 정교하고 수공예적인 장식예술의 특성을 나

타내는 Haute Couture의 작품의 가치를 강조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었다.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꽃의 아름다

움을 회화나 조각, 건축, 공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인간생활과 함께 하였

고, 현대패션디자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내면의

정서를 정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패

션의 이미지를 보다 다채롭게 나타냈다. 또 하나의

문양이나 장식적인 요소로서의 모티브뿐만 아니라

꽃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독자적인 오브제로

나타나 보다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패션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대패션디

자인에 있어 꽃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물의 재조명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간중심의 디자인전개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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