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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ore specific method to express art connected

to the factor of fashion design by classifying fashion case combined with contemporary

art, which is expressed through visual factor of fashion, analyzing exchange phenomenon,

trend and change aspect of art and fashion and researching its expression type under the

background of art preference phenomenon of contemporary art.

From the result of measuring the frequency of contemporary art type, it was found that

various types and artists' works were applied to fashion industry. Therefore, the scope of

contemporary art, which is used for fashion, is being enlarged and new type is appearing

every year continuously. Especially, its frequency was highest in 2008 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more frequent in S/S season rather than in F/W season.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expression method of contemporary art inspiration shown in fashion by

classifying it into structure aspect, print aspect and 3D decoration aspect, in most cases,

the contemporary art was used as a print or pattern for dress or accessory. The print

aspect could be divided into geometric abstraction pattern, expressional abstract pattern,

trompe-l'oeil pattern, graffiti pattern, picture image pattern and cartoon pattern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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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현대의 문화와 예술은 다양한 영역이 혼합되어 그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기존과는 다,

른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에는 패션 디.

자인 분야에서도 시각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으

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회화나 조

각과 같은 순수미술 분야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거시.

적 흐름이 부드럽고 감성적인 소프트 파워(Soft

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문화와Power)

예술을 기반으로 한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요

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의 문화와 예술은 향유하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소

비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디자인과 마케팅,

을 통해 예술이 결합된 상품은 소비자에게는 개인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워주며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차별화와,

기업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있다.

패션과 예술의 결합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팝아트 초현실주의 옵아트 등의 특정 예술 양식을, ,

반영한 패션에 대한 연구1)와 최근 아트 마케팅이 성

행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나 브랜드와의

콜레보레이션 을 다룬 연구(Collaboration) 2) 현대미,

술에 표현된 의상과 현대의상에 표현된 현대미술로,

나누어 분석3)하여 그 교류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에 주로 다루어졌던.

유명작가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미술(Contemporary

Art)4)에서 영향을 받은 컬렉션이 자주 나타나고 있

으며 그 주제나 작가의 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던 특정 예술양식의 영

향을 받은 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현

대미술이 반영된 현대패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예술선호 현상을 배경으로

패션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표현되는 현대미술과 결

합된 패션의 사례를 분류하여 예술과 패션의 교류현

상의 추이와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그 표현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을 패션 디자인의 요소와 접목시

켜 표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

으며 예술과 결합된 현대의 문화에 대한 고찰을 위,

한 자료는 관련 문헌과 년 년 사이에 국2000 ~2009

내 일간지에 개재된 기사 인터넷신문 포함 를 참조( )

하였다 현대미술과 결합된 현대패션에 대한 사례분.

석을 위한 사진자료는 세계 대 컬렉션이 제시된 패4

션전문지인 와mode et mode Fashion New「 」 「

패션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에서s , www.style.com」

수집하였으며 로 시간적 범위, 2000 S/S~2009 F/W

를 한정하였다.

현대의 예술과 패션.Ⅱ

현대의 예술선호 현상1.

본 연구는 세기 현대인들의 예술과 접목된 상품21

이나 디자인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소유하고자 하,

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점을 배경으로 최근 현대의,

예술선호 현상을 특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아트 마

케팅 아티젠(Art Marketing), (Artygen) 데카르트,

현상을 고찰하고 이와 같은 흐름에 놓여(Techart) ,

있는 현대패션과 예술과의 결합의 양상을 구체적 사

례를 통해 분류하였다.

아트 마케팅의 개념은 홍민지5) 주동미, 6) 등의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크게 예술 기관의 마케‘

팅 과 예술을 통한 마케팅(Marketing of the Arts)’ ‘

으로 그 형태를 구분(Marketing through the Arts)’ 7)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사례연구는 후자의 경,

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술을 통한 마케팅은 예술. ‘ ’

작품과 같은 생산물을 마케팅 하는 것에서부터 기업

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술을 활용한 마케팅과

제품의 디자인과 예술을 연관시킨 마케팅 등 점차

비즈니스와 예술의 두 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영역으

로 확대되고 있다8). 예술적 이미지가 접목된 제품이

나 마케팅은 매출향상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차

별화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 또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함께 창출하므로 일류기

업일수록 문화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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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등 예술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경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명화 를( )名畫

활용한 형태로, 금융 가전 식음료제품 생활용품, , , ,

화장품업계 등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패키

지 디자인 과 기존 자사의 제품을(Package Design)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애드 아트

예술광고 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Advertising Art: ) .

그림< 1>9)은 식음료제품의 사례로 세기 화가 베17

르메르 의 작품인 진주귀걸이를 한 소(Jan Vermeer) ‘

녀 를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한 동원 데어리 푸드의’

덴마크 카푸치노 이다 명화를 활용한 패키지가 유< > .

행하게 된 원인으로 예술은 차별화된 가치를 지녀,

서 개인이 소유하기가 쉽지 않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상품을 소유하면서 예술품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체

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 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사후 년이 넘50

은 경우에 한해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년 체결된 베른협약1886 10)에 따라 해외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어 일부

명화의 이용 시에는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

도 되는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1). 효과적인

아트 마케팅은 기업의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평준화되고 있는 제품의 물리적 만족

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감성적 가치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티젠12)은 예술 작품이 담긴 각종 상품을 선호하

는 대 소비자층을 지칭하는 신조어로20~30 , LG 경

제연구원이 제시한 년도 뉴 소비코드2007 ‘ 5’13)에서

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소비자 집단은 개성 있.

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으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티젠은 현대인들이 예술이라는 코드를 차

별화되고 창의적이며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데본

리 에 따르면 비눗갑 같은 평범한 일상(Devon Lee)

품의 패키지에 명화나 명화와 비슷한 구도의 사진,

유명 스타의 사진 등을 넣어 비교 실험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비눗갑 패키지에 명화를 싣는 것만으,

로도 그 제품을 다른 제품에 비해 고급스럽다고‘ ’

여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14) 더불어.

리미티드 에디션 역시‘ (limited edition)’ 현대인들의

높아진 문화적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이벤트성이 강

한 판매형태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

2>15)는 미국 추상주의 계열의 작가인 존 트렘블리

와의 합작품인 슈에무라 클렌징(John Tremblay) <

오일 리미티드 에디션 으로 패(shu project by j.t)>

키지에 오일 방울을 형상화한 심플한 기하학적인 패

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최근 가전업계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아트가 결합한

신조어인 데카르트 를 표방하는 제품의‘ (Tech+ Art)’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데카르트 현상은 첨단기술.

이라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차이가 미미해지는

가전업계의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예술.

품이 도입된 전자제품들은 일반제품에 비해서

더 비싸지만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심미10~15%

적 측면과 감성적 코드로 인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

께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매출

은 더욱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데카르트 컨셉을 적용한 가.

전제품의 대표 사례로는 그림< 3>16)은 휴렛 팩커드

사의 미니 비비안 탐 스페셜 에(Hewlett Packard) <

디션 으로 모란꽃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디자이너> ,

비비안 탐 의 문양을 노트북 외관과(Vivienne Tam)

내부에 활용했는데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기술, ,

과 패션이 혼합되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년 월 일 열린 지식경제 오픈 포럼에서는2009 6 4 ‘ ’

기술이 예술이다 란 주제 아래‘ (Technology is Art)'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엠아이 디자인의 문준기,

대표는 예전에는 기술이 먼저 나온 뒤 이를 상품화‘

하려고 디자인을 했으나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디,

자인에 맞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17)고 말

하였다 또한 이는 기술보다 디자인이 먼저라는 의. ‘ ’

미라고 하여 그 위상이 달라진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아트 마케팅 아티젠. , ,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흐름은 문

화적 코드와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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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문화적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장공략 방

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예술적 감성이 표현된 디,

자인을 선호하는 트렌드는 문화의 시대 감성의‘ ’, ‘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사례들에’ .

서 제시된 것처럼 생명력이 긴 순수예술 작품은 창

의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덧입힘으로써 디자인과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제품의 아이텐티티를 소비자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동일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특성이 드

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패션과 예술과의 결합양상2.

현대패션과 예술이 결합되는 양상은 재화나 서비

스 등에 예술작품의 이미지를 반영하거나 예술을 후

원하는 활동 등이 해당되는 예술을 활용한 마케팅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아트마케팅을 분.

류함에 있어 이예림, 18)은 미술작품 이미지의 직접

이용 아티스트와의 협력 미술관 전시회 공모전 작, , / , /

가지원의 가지로 김민주4 , 19)는 아트마케팅의 믹스

요소로 제품 가격 장소 및 유통 홍보 및 촉진 물, , , ,

리적 증거 사람 전시과정의 가지로 제시한바 있, , 7

다 본 연구에서는 이예림의 분류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과 예술과의 결합현상을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아티스트와의 협업 예술적 전시 및, ,

예술후원활동의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조사3

를 통해 그 전개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림 덴마크< 1>

카푸치노, 2008

-www.dwdf.co.kr

그림 슈에무라의 리미티드< 2>

에디션, 2006

-http://www.notcot.org

그림 미니 비비안 탐< 3> HP , 2008

-www.etnews.co.kr

미술작품을 활용한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자 하는 아트 인스피레이션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이

예림 등이 제시한 아트마케팅의 요소는 상품으로서

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아트 인스피레이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서 디자인의 조형성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패션에서 미술작품.

을 활용한 디자인은 패션 디자인의 요소를 통해 의

상 액세서리 등의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되는 경우,

가 해당된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인 안젤라 맥로비.

는 영국에서의 패션 디자이너들(Angela McRobbie) “

은 순수예술의 전통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며 그것이야말로 그들,

의 작품을 벽에 결려있는 작품으로서 보게 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20)라고 말하여 패션 디자이너가 예,

술적 안목을 지니고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작업하는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맥.

로비의 주장처럼 패션에 입혀진 예술성은 패션이 개

인적으로는 입는 기능을 지닌 일상품에서 나아가 일

종의 오브제나 조형물로서 가치를 지니게 하며 사,

회적으로는 디자인 경쟁의 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

닌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의미도 지닌다 미술작품.

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예전에는 기존 아티스트의

그림을 의상에 패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으며 활용되는 미술양식이나 아티스트의 작,

품이 한정적이어서 앤디 워홀 이나 바(Andy Warhol)

실리 칸딘스키 카지미르 말레(Wassily Kandinsky),

비치 등 특정 아티스트의 작(Kazimir S. Male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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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반복적으로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

의 작품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패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와의 공동작

업은 일찍이 폴 푸아레 와 엘자 스키아(Paul Poiret)

파렐리 이래로(Elsa Schiparelli) 21) 있어 왔으며 최,

근에는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콜레보레이션으로 이어

져 그 활용범위에 있어 확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콜레보레이션에 대한 분류는 파생된 결과물이 패션

관련 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동종업계의 콜레

보레이션과 이종업계의 콜레보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22) 이러한 콜레보레이션 중 패션브랜드와 아티.

스트 협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루이비통은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ane Sprouse),

그림< 4>

의 광고Prada , 08 S/S

-http://chicclique-itgirl.blogspot.
com

그림< 5>

Jean paul gaultier,

Pain Couture, 2004

-www.telegraph.co.uk

그림< 6>

의Prada Transforme

전시Waist Down , 2009

-http://kpculture.wordpress.com

그림 서울의 디스플레이 배영환< 7> Hermes , , 2009

-www.heraldbiz.com

줄리 버호벤 다카시 무라카미(Julie Verhoeven)

야오이 쿠사마(Takashi Murakami, ), (Yayoi村上隆

리처드 프린스Kusama, ), (Richard Prince)草間弥生

등과의 작업으로 예술적 감성이 충만한 컬렉션을 선

보임으로써 클래식한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현대적이

고 젊은 감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현대미술작품.

을 꾸준히 수집해오고 있으며 년 비영리 문화, 1993

재단인 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Fondazion Prada’

예술가들을 후원해오고 있는 프라다도 패션과 아트

의 결합에 대한 꾸준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 브랜드

로 꼽을 수 있다 그림. < 4>23)는 아티스트 제임스 진

과 협업한 프라다의 시즌의(James Jean) 2008 S/S

컬렉션 광고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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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는 예술가와의 작업

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인 주제의 기획전을 개최하거

나 미술관을 운영하여 예술적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그 명성만으로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니,

는 현대의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미술상을 제정하

거나 신인작가를 육성하는 사회적 역할까지도 수행

하고 있다 그림. < 5>24)는 년 월 까르띠에 미2004 6

술관에서 개최된 일종의 아트 웨어 전시인‘ ’ ‘Pain

로 장 폴 골티에 는 빵Couture' , (Jean Paul Gaultier)

을 이용하여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전시하

였으며 그가 디자인한 바게뜨 빵을 실제 판매하기,

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그림. < 6>25)은

패션 예술 건축 등 창조적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

영역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룹 경영이념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년 월 경희궁에 설치한 프로젝트 프2009 4

라다 트렌스포머 의 전시 사진이(Prada Transformer)

다 이외에도 크리스티앙 디오르 는. (Christian Dior)

창립 주년 기념으로 베이징 울렌스 현대미술센터60

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와 중국 아티스트(UCCA) ‘

전 을 개최하기도(Christian Dior & Chiness Artists)’

하였고 샤넬은 년부터 샤넬 모바일 아트, 2008 ‘

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럭셔리(Chanel Mobile Art)’ .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 코리아는 년도부터 매년2000

미술상 에르메스 미술상 에서 최종심사에 오른 국내( )

작가들에게 쇼윈도 작업을 맡겨 오고 있으며 그림, <

7>26)은 년의 작가인 배영환의 작품이다 이외2009 .

에도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 명품 브랜드가 자사 소,

유의 미술관이나 문화예술후원조직을 운영하고 있

다.

이처럼 패션이 예술의 스타일과 감성 철학을 융,

합함으로써 패션과 예술은 서로의 영역을 부분적으

로 차용하는 단순한 협업관계에서 발전하여 사회적

이슈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이끌기도 하면서 서,

로가 상생할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다27).

세기 패션에 나타난. 21Ⅲ

의 특성Contemporary Art Inspiration

인스피레이션 은 주로 예술창작 과정에(inspiration)

서 일어나는 영감 을 말하며 이는 창작의 구체( ) ,靈感

적인 움직임이나 동작 예술형태 등이 어떻게 생성,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28) 인스피레이션.

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지만 예술

적 창조과정이나 생산적 사고 과정에 의한 이차적인

표현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29) 이처럼 영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스피레이션을 패션 디자이너

가 디자인을 위해 차용한 영감으로 정의하고 현대,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의 사례를 추출함에 있어

Vogue Korea , Mode et Mode , Fashion「 」 「 」 「

스타일닷컴 삼성디자인넷News , (www.style.com)」

등 패션전문지 및 인터(www.samsungdesign.net)

넷 사이트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응용된 컨.

템포러리 아트 인스피레이션의 종류와 유형 표현형,

식의 분류 및 분석을 위한 사례 수집을 함에 있어서

는 세계 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과 오트 쿠튀르4

컬렉션에서 특정 예술양식이나 작가의 작품이 패션

의 디자인적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시각적

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부터 까지이며 이 기간의 컬렉2000 S/S 2009 F/W ,

션 중에서 아트 인스피레이션이 나타난 사진 장944

을 선별하여 표현된 예술적 영감의 원천과 그 표현

방법을 분석하였다.

패션에 응용된 의1. Contemporary Art

종류와 유형

컨템포러리 아트는 현대미술을 말하지만 그 개념

과 범위는 매우 막연한 것이 사실이며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구분 또한 확연하게 짓기 힘들다 따라.

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개

념은 좁은 의미에서는 제 차 세계대전 후의 미술인2

세기 후반기의 미술을 가리키고 근대미술은 세20 , 19

기 미술을 포함한 세기 전반기까지의 미술을 의미20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30) 넓은 의미로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

를 확연하게 구분 짓기 힘들고 이와 같은 연대에,

의한 규정은 그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며 오히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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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31)는 입장에서

현대미술의 개념을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설정하였

다.

패션에 응용된 컨템포러리 아트의 종류를 분류함

에 있어 먼저 평면회화와 입체조형물의 사례로 대분

하고 이후 평면회화는 패션에 자주 응용되고 있는,

구성주의 신조형주의(Constructivism), (Neoplasticism),

절대주의 등과 미니멀리즘(Absolutism) (Minimalism),

옵티컬 아트 팝 아트 초현실주의(Op Art), (Pop Art),

추상표현주의(Surrealism), (Abstract Expressionism),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에는 오르피즘. (Orphism),

상징주의 다다이즘 등 앞서(Symbolism), (Dadaism)

언급한 예술 양식 이외의 사조나 정확한 작가의 이

름이 제시되지 않은 추상 회화를 표현된 사례를 포

함시켰다 입체조형물의 경우에는 조각 과. (Sculpture)

키네틱 아트 아상블라주(Kinetic Art), (Assemblage)

를 포함시켰다 또한 부터 까지. 2000 S/S 2009 F/W

각 시즌별로 활용된 예술양식의 빈도를 측정함에 있

어서는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여러 예술양식이

활용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작품수를 기준으로 하

였다 더불어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은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 작가의 작품이 뚜렷이

나타난 경우 작가명은 정확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예술양식의 특성이 뚜렷한 경우 특정 사조나,

작가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프린트(artistic prints/

의 경우로 그 관련정도에 대한 기준을arty textile)

설정하였다.

패션에 응용된 컨템포러리 아트의 종류와 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응용된 양식 면에서는 전체 개, 944

중 기타가 개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274 (29%) ,

는 팝아트 개 구성주의 신조형주의254 (26.9%), / 131

개 옵티컬 개 초현실주의(13.9%), 93 (9.8%), 75

추상표현주의 개 등의 순이었다 표(8%), 35 (3.7%) <

참조 기타 항목은 전체적인 빈도가 가장 높았으1 >.

며 를 기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2005 S/S ,

는 현대패션에 응용된 현대미술의 종류가 고전적인

미술양식이나 반복되는 작가에서 탈피해 장르와 작

가가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팝아트와 구.

성주의 신조형주의는 년 이전과 이후가 비슷한/ 2005

분포를 보여 꾸준히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니멀리즘과 옵아트 초현실주의는 세기 전. , 20

반에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추상표현주의와 사진,

은 후반기에 강세를 보였다.

연도 및 시즌별 빈도를 살펴보면 가2008 S/S

개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134 (14.2%) , 2006

개 가 개 로 다음을S/S 69 (7.3%), 2008 F/W 66 (7%)

이었다 표 참조 특히 는 조각을 제외< 2 >. , 2008 S/S

한 거의 모든 예술양식이 등장하였고 기타 항목도

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아트 인스피레이션이63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

세기 들어 꾸준히 증가해오던 패션을 비롯한 기업의

아트 콜레보레이션이나 아트 마케팅이 년 이후2004

상업적 성공사례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변화점을 지

나 년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정점에 이르2008

는 추이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즌별로.

는 시즌이 개 시즌이 개S/S 544 (57.6%), F/W 400

로 시즌이 약간의 강세를 보였는데 의(42.4%) S/S ,

상에 패턴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아트 인스피레

이션의 특성상 시즌에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S/S

표현이 자유로운 반면 시즌에는 어두운 색상, F/W

의 외투 류가 많아 표현에 제약을 받거나 사진 상으

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패션에 활용된 의< 1> Contemporary Art

종류 단위(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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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패션에 활용된 의 시즌별 분포 단위< 2> Contemporary Art Inspiration ( : n(%))

패션에 나타난2. Contemporary Art

의 표현형식Inspiration

구성적 측면1)

아트 인스피레이션이 패션의 구성적 측면에서 활

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절개선이나 봉제선 파, ,

이핑 패치워크처럼 의복의 구성적 측면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 면분할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

며 이 경우 단순히 소재 자체에 프린트 되어 시각,

적으로 보여지는 면분할의 사례는 제외시켰다. 그<

림 8>32)은 호안 미로작품이며 그림, < 9>33)는 이 작

그림< 8> Joan Miro, 1967 -www.joanmiro.us

그림< 9> Marni, 03 F/W -www.style.com

그림< 10> Alexander Calder, 1937

-www.tat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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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색상대비 특성을 아이템과 내부 구성선의 면분

할로 표현한 마르니의 디자인이다 그림. < 10>34)은

알렉산더 칼더 의 모빌이며 그(Alexander Calder) , <

림 11>35)은 이에서 영감을 얻은 가는 선과 면의 대

비를 뚜렷이 하여 입체적 구성을 인체 위에 평면적

구성으로 변화시킨 장 폴 고티에의 디자인이다.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03 S/S, Jean

Paul Gaultier Couture, 03 S/S, -www.style.com

문양적 측면2)

기하학적 추상 패턴(1)

의상에 활용되는 아트 인스피레이션의 사례 중 대

부분은 프린트나 패턴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서 가장 두드지게 나타나는

현대의 추상회화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을 분석함에

있어 기하학적 추상 패턴과 표현적 추상 패턴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기하학적 추상 패턴은,

구성주의를 비롯한 미니멀리즘 옵아트 오르피즘, ,

등에서 나타나는데 단순한 디자인에 대부분 규칙적

인 질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점 선 면을 반복하여, , ,

구성되고 있었다.

구성주의나 신조형주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은

기하학의 기본도형과 변형된 형태의 구성으로 얻어

지는 공간조형성을 통해 표현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하며 질서와 비율 균형의 미를 추구한다 이러한, , .

표현의 영감을 준 대표적 아티스트로는 카지미르 말

레비치 와 칸딘스키 몬드리안을(Kazimir Malevich) ,

들 수 있다 그 예로 그림. < 12>36)는 칸틴스키의 작

품이며 그림, < 13>37)은 이를 활용한 영국의 신예

디자이너 조나단 사운더스의 패션 디자인이다 구성.

주의 및 신조형주의 작품을 의상에 활용하고 있는

디자이너로는 샤넬 에밀리오 푸치, (Emilio Pucci),

지암비스타 발리 크리스토퍼 케(Giambattista Valli),

인 등이 있다(Christopher Kane) .

의상에 활용된 미니멀리즘은 간결하고 간단한 컬

러 블록이나 굵은 붓 터치의 이미지를 표현한 경우

가 많았는데 대표적 사례로 그림< 14>38)는 마크 로

스코 의 작품이며 그림(Mark Rothko) , < 15>39)는 이

를 활용한 마우리지오 페코라로(Maurizio Pecoraro)

의 디자인이다 또한 그림. < 16>40)은 엘스워스 켈리

의 작품이며 그림(Ellsworth Kelly) , < 17>41)은 이를

메탈릭한 컬러의 패턴으로 표현한 프로엔자 슐러

의 디자인이다(Proenza Schouler) .

옵티컬 아트는 추상회화의 일종으로 선에 의한 다

양한 착시 효과를 통해 조형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

색하는 예술양식이며 이를 패션에 도입한 디자인은,

선명한 색면의 대비 및 선의 구성과 운동에 의한 시

각적 효과로 인체의 운동감과 빛에 의한 시각적이

착시를 일으켜 실루엣을 확장 혹은 축소시키면서 변

화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

18>42)은 브릿지 라일리 의 옵티컬 아(Bridget Riley)

트이며 그림, < 19>43)는 이를 활용한 알렉산더 맥퀸

의 디자인이다 옵티컬 아트(Alexander MacQueen) .

를 패션에 활용하는 디자이너는 이외에도 돌체 앤

가바나 알렉산더 맥퀸 셀린느(Dolce & Gabbana), ,

릭 오웬스 아르마니(Celine), (Rick Owens), (Giorgio

등이 있다Armani) .

표현적 추상 패턴(2)

본 연구에서의 표현적 추상 패턴은 추상표현주의

나 표현주의 상징주의 등의 양식에(Expressionism),

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인 아티스트가 어떠한 사물도

재현하지 않고 해체적인 형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 20>44)은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작가인 잭슨 폴록(Paul

의 액션 페인팅Jackson Pollock) (Acting Painting)

작품이며 그림, < 21>45)은 이를 활용한 랑방(Lanvin)

의 디자인이다 그림. < 22>46)는 현대추상미술 작가

인 하르퉁 의 작품이며 그림(Hans Hartung) ,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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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Wassily Kandinsky,

1923

-www.writedesignonline.com

그림< 13> Jonathan

Saunders, 05 S/S

-www.style.com

그림< 14>

Mark Rothko, 1953

-wwww.greatmodernpictures.com

그림< 15> Maurizio Pecoraro,

08 S/S -www.style.com

그림< 16>

Ellsworth Kelly, 1951

-www.artinthepicture.com

그림< 17> Proenza Schouler,

07 S/S -www.style.com

그림< 18> Bridget Riley, 1961

-http://artclassesva.com

그림< 19> Alexander

McQueen, 03 F/W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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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Jackson Pollock, 1948

-http://en.wikipedia.org

그림< 21> Lanvin, 00 S/S

-mode et mode No.309, p.79

그림< 22> Hans Hartung, 1972

-www.artnet.com

그림< 23> Chloé, 2008 S/S

-www.style.com

은 이를 활용한 클로에 의 디자인이다 이러(Chloé) .

한 표현적 추상패턴은 의상의 구조나 실루엣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술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

현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주 등장하고 있었

다 또한 표현적 추상패턴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직.

접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대 패션의,

아티스틱 프린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앞으

로도 그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표.

현적 추상패턴은 이외에도 마르니 다이안 본(Marni),

퍼스텐버그 크리스찬 라크(Diane von Furstenberg),

르와 발렌시아가 등(Christian Lacroix), (Balenciaga)

많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트롱프뢰유 패턴(3) (trompe-l'œil)

트롱프뢰유는 실제의 것이라 착시를 일으키는 속

임수 그림으로 물체의 명암 양감 질감을 회화형식, ,

으로 재현하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에서 주로 나

타난다 아티스트의 작품에서 트롱프뢰유는 그림. <

24>48)처럼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인해 착각을 불

러일으키는 반면 패션에서는 주로 흑백의 대비나,

약간의 원색을 활용하여 칼라 리본 패턴 등 패션, ,

의 디테일을 하나의 패턴처럼 직조하거나 그려서 표

현함으로써 그림< 25, 26>49)50)처럼 마치 의상에 실

제로 그러한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

를 활용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트롱프뢰유는 경.

쾌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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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Michael Molnar,1998

-www. trompeartists.com
그림< 25> Sonia Rykiel, 02 S/S

-www.style.com
<그림 26> Sonia Rykiel, 02 S/S

-www.style.com

그림< 27> Jean Michel

Basquiat, 1982

-www.www.chinadaily.com.cn

그림< 28> Valentino, 06 F/W

-www.style.com

그림< 29> John Galliano, 01 S/S,

Vivienne Westwood, 08 F/W

-www.style.com

그림< 30>

Man Ray, 1932

-www.manraytrust.com

그림< 31>

Lanvin, 07 S/S

-www.style.com

그림< 32>

Tim Roeloffs, 1992-2009

-www.roeloffs1.com

그림< 33>

Versace, 08 F/W

-www.style.com

모스키노 엘페스 깁슨(Moschino), (Elspeth Gibson),

안나 수이 등 많은 패션 디자이너가 자주(Anna Sui)

활용하는 예술양식 중 하나로 조사되었다.

그래피티 패턴(4) (graffiti)

스프레이로 그려진 낙서를 비롯한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그래피티는 원근법과 명암법이 무시되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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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대되거나 원색을 사용한 보색대비로 주목성이

있으며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

현대패션에서는 스테판 스프라우스 장 미셀 바스키,

아 키스 헤링(Jean Michel Basquiat), (Keith Haring)

등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드로

잉이나 패턴 로고 문자의 형태로 주로 활용되고, ,

있었다 그림. < 27>51)은 바스키아의 작품이며 그, <

림 28>52)은 이에 영감을 받은 발렌티노의 디자인이

다 그래피티 패턴을 두드러지게 활용하는 디자이너.

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림(Vivienne Westwood)<

29>53) 돌체 앤 가바나 존 갈리아노, , (John Galliano), 엘

리 키시모토 등이 있다(Eley Kishimoto) .

사진 이미지 패턴(5)

대상을 예술적인 시각에서 미적 감동을 일으키도

록 찍는 사진은 세기 들어 순수미술의 범위에서도20

활용되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상업적인 목적의 사진,

이외에도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사진의 이미지를 활

용한 패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

30>54)은 먼 레이 의 작품 눈물이며 그(Man Ray) ‘ ’ , <

림 31>55)은 이를 비닐 소재 에 프린트해 미래적 이

미지의 의상으로 변형시킨 디자인이다 또한 그림. <

32>56)는 팀 뢰로프스 의 작품이며(Tim Roeloffs) ,

그림< 33>57)은 이를 건축적인 실루엣에 프린트한

베르사체 의 디자인이다 사진 이미지를 활(Versace) .

용한 패턴의 경우 형태의 변형과 단순화가 많았던,

그림< 34> Takashi

Murakami, 2002

-www.collectorsquest.com

그림< 35> Louis

Vuitton, 03 S/S

-www.style.com

그림< 36> Roy

Lichtenstein, 1965

-www.popartists.com

그림< 37> Chanel, 01 F/W

-mode et mode

No.315, p.9.

다른 패턴의 종류와는 다르게 원래의 이미지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형태로 의상위에 표현된다는 특성이

있었다.

만화적 패턴(6)

만화적 표현은 팝아트에서의 이미지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평범하거나 상업화된 이미지의 재구성 혹은

이미지의 평면화와 관련이 있으며 패션에 표현된,

만화적 패턴은 흑백과 밝은 원색을 사용하며 단순,

화된 형태에 뚜렷한 검은 외곽선을 이용한 평면화,

캔버스에 크게 확대된 과장된 이미지 레터링,

(lettering)58)의 특성을 보인다 대표 아티스트로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Roy Lichtenstein), ,

다카시 무라카미 등이 있다 그림. < 34>59)는 다카시

무라카미의 작품이며 그림, < 35>60)는 무라카미와의

협업으로 디자인된 루이비통의 핸드백이다 그림. <

36>61)은 팝아트를 대표하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며 그림, < 37>62)은 이를 활용한 샤넬의 디자인이다.

이러한 만화적 패턴은 유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도 하며 자주 선보이고 있는 기타 디자이너로는 마,

크 제이콥스 돌체 앤 가바나 카스텔(Marc Jacobs), ,

바작 등이 있다(Jean-Charles de Castelbajac) .

입체장식적 측면3)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패션에서 입체적인 장식물

이나 액세서리에 표현하는 경우는 아상블라주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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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eredin &

Vasiliev, 01 SS -mode
et mode No.314, p.25

그림< 39>

D&G, 03 S/S

-www.style.com

그림< 40>

Damien Hirst, 2002

-http://art-for-a-chan
ge.com

그림< 41>

Chanel, 07 S/S

-www.style.com

그림< 42> Richard

Prince, 2002

-www.artnet.com

그림< 43> Louis

Vuitton, 08 S/S

-www.style.com

그림< 44>

Frida Kahlo, 1944

-www.arthistoryarchi

ve.com

그림< 45> Jean Paul

Gaultier, 07 S/S

-www.style.com

치미술 등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

루었다 아상블라주는 년대 콜라주에서 발전하. 1910

여 다양한 오브제나 폐품 등을 모아 부착한다는 의

미로 추상적인 이미지에 벗어나 기존의 이미지를 적

절히 선택 재결합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현대조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

었다 그림. < 38>63)은 이러한 아상블라주의 방식으

로 입체적으로 표현된 의상과 초현실주의적 이미지

를 모자로 활용한 디자인의 예이며 그림, < 39>64)는

곰인형을 부착하여 팝아트 적인 이미지의 스커트를

구성한 의 디자인이다 또한 그림D&G . < 40>65)은 데

미안 허스트 의 설치작품인(Damien Hirst) ‘Pharmacy’

에서 전시되었던 알약의 모습이고 그림< 41>66)은

이를 입체적인 장식물로 활용한 샤넬의 디자인이다.

이처럼 현대패션은 예술적 영감의 대상을 차원적인2

회화에서 차원적인 입체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늘어3

나고 있으며 설치예술이나 환경조각처럼 기존에는,

의상에 표현하기 힘들다고 인식되어졌던 영역으로까

지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 외에도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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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패션에 나타난 의 표현형식< 3> Contemporary Art Inspiration

분류 특성
활용
예술양식

활용 아티스트 대표 디자이너

구성적 측면

절개선이나 봉제선,

파이핑 패치워크 등,

의복구성방법을 사용한

면분할

한정되지
않음

호안 미로,

알렉산더 칼더
마르니 장 폴 고티에,

문양적

측면

기하학적
추상
패턴

기하학 기본도형의 형
태 구성,

규칙적인 질서감

구성주의,
신조형주의,
미니멀리즘,
옵아트,
오르피즘

카지미르 말레비
치,

바실리 칸딘스키,
몬드리안,

브릿지 라일리

샤넬 지암비스타 발리, ,
크리스토퍼 케인,

에밀리오 푸치 엘스워,
스 켈리 알렉산더 맥퀸,

표현적
추상
패턴

아티스트의 주관을
표현한 해체적이고 추
상적인 형태 아티스틱, 

프린트에 영향

추상표현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잭슨폴록,

한스 하르퉁

마르니,
크리스찬 라크르와,
클로에 발렌시아가,

트롱프뢰유
패턴

흑백의 대비와 원색을
활용하여 직조하거나

그려서 표현
초현실주의 마이클 몰나

모스키노 엘페슨 깁슨, ,
안나 수이

그래피티
패턴

즉흥적인 드로잉, 
패턴 로고, ,
문자를 활용

팝 아트,

네오 팝

장 미셀 바스키
아,

키스 헤링

존 갈리아노 발렌티노, ,
돌체앤가바나,
엘리 키시모토

사진 이미지
패턴

형태의 변형과 단순화
없이 원래 이미지를 그

대로 패턴화
사진

먼 레이,

팀 뢰로프스
랑방 베르사체,

만화적
패턴

대중화된 이미지와 캐
릭터의 평면화 단순화, ,

유희화

팝 아트,

네오 팝

다카시 무라카미,
로이 리히텐슈타

인,
앤디 워홀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
스 샤넬 돌체앤가바, ,
나 카스텔바작,

입체장식적 측면

앗상블라주 설치작품,
등의 이미지를 입체적

장식물이나
액세서리로 표현

팝아트 다다, ,

설치미술,
데미안 허스트 샤넬D&G,

기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의 모습을 모델과 의상
에 그대로 표현

한정되지 않음
리처드 프린스,
프리다 칼로

루이비통 장 폴 고티에,

델과 의상에 그대로 표현하여 컬렉션 무대의 모델이

마치 하나의 움직이는 작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

는데 그림, < 42>67)는 리처드프린스의 작품에 등장

하는 간호사의 모습이며 그림, < 43>68)은 이를 그대

로 재현한 루이비통의 경우이다 또한 그림. < 44>69)

는 프리다 칼로가 그렸던 자화상이며 그림, < 45>70)

는 그 형상을 디자인 영감으로 접목시켰던 장 폴 고

티에의 경우이다 이상의 패션에 나타난 컨템포러리.

아트 인스피레이션의 표현형식을 표 에 정리하< 3>

였다.

결 론.Ⅳ

아트 마케팅 아티젠 데카르트 등으로 대변되는, ,

예술과 접목된 상품이나 디자인 다양한 예술적 체,

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

의 특성은 예술과 패션이 결합하여 다양한 표현가능

성을 모색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현대미술에 대.

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명화나 몇몇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에 그치지 않고 동시대 아티스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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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실험적인 조형성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사례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에 놓여 있는 현대패션과 현대미술과의 결합의

양상 및 추이 변화양상이 패션에 어떠한 형태로 표,

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 응용된 현대미술의 양식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 팝아트 구성주의 신조형주의 옵티컬, / ,

아트 초현실주의 등 기존에 자주 활용되었던 예술,

양식은 꾸준한 활용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그동안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예술양식

이나 정확한 작가 명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특정 작

가의 특색이 뚜렷한 경우 혹은 특정 사조나 작가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아티스틱 프린트의 디자인이 전

체 개 중에서 개 로 가장 높은 비율을944 274 (29%)

보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통해 패션 이외의 분야에서 아트 마케팅에서 쓰이는

미술의 범위는 국내에서 유명한 마네 모네 등 인상,

파 위주의 근대 서양미술들로 한정되어져 있는 반

면 패션계에서는 다양한 양식과 작가의 작품이 응,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에 활용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대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은 매년마다,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년 에는2008 S/S

조각을 제외한 모든 양식이 등장하면서 개134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시(14.2%) . S/S

즌이 개 로 시즌의 개544 (57.6%) F/W 400 (42.4%)

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시즌에는 다양, S/S

한 색상과 패턴의 표현이 자유로운 특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패션에 나타난 컨템포러리 아트 인스피레이,

션은 의상이나 액세서리에 프린트나 패턴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표현방식은 구성적,

측면 프린트적 측면 입체장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

볼 수 있었다 구성적 측면은 절개선이나 봉제선. ,

파이핑 패치워크 등 의복구성적 측면을 활용한 면,

분할의 경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보여졌.

던 프린트적 측면은 기하학적 추상 패턴 표현적 추,

상 패턴 트롱프뢰유 패턴 그래피티 패턴 사진 이, , ,

미지 패턴 만화적 패턴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

기하학적 추상패턴은 미니멀리즘 구성주의 신조형, ,

주의 옵아트 오르피즘 등에서 나타난 점 선 면을, , , ,

활용한 구성과 규칙적인 질서감이 특징으로 나타났

다 표현적 추상패턴은 추상표현주의나 표현주의. ,

상징주의 등의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주관적이고 추

상적인 조형성을 보여주며 아티스틱 프린트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진이미지의 패턴은 형.

태의 변형과 단순화가 많았던 다른 패턴들과는 다르

게 원래의 이미지가 거의 변형 없이 표현되고 있었

다 만화적 패턴은 팝아트와 관련이 깊으며 이미지. ,

를 평면화 단순화하여 과장되고 유희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체장식적 측면은 조각이.

나 아상블라주 콜라주에서 영감을 얻어 패션에 입,

체적인 장식물이나 액세서리로 표현되는 경우가 주

를 이루었다.

넷째 컨템포러리 아트 인스피레이션을 자주 활용,

하는 디자이너나 브랜드로는 샤넬 루이비통 마크, ,

제이콥스 샤넬 프라다 미우미우 마르니 장 폴 고, , , ,

띠에를 꼽을 수 있었다 더불어 엠마 쿡 조나단 사. ,

운더스 엘리 키시모토 아크리스 지암비스타 발리, , ,

등도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창의적인 컬렉션을 자주 선보이는 차세대 디자이너

및 브랜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여러 예술양식을 차용한 작품들이 나오는

가 하면 같은 아티스트의 작품임에도 디자이너에,

따라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예술가와 패션디자이너와의

결합이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동시에 창조해 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의 패션 또한,

단순히 의복으로서의 개념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

과 문화 코드로 확장되어지고 있어 미술과 패션의

상호 연관성은 추후로 더욱 확장 및 다양화될 것으

로 전망해볼 수 있었다.

현대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인스피레이션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어지려면 예술가가 주는 고

유의 디자인과 예술철학이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

가 추구하는 컨셉과 일치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의 건축 디자인 분야까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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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이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의 협업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패션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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