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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metrical figures have been used as artwork motifs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The area of fashion, being a part of modern art, is also largely influenced by geometry and 
geometrical shapes are being used as a motif for fashion design now more than ever before. 
However, studies about geometry in the fashion field are not yet done enough and further re-
search is necessary. This research will therefore investigate the usages of round, square and trian-
gular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The main scop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t the type of 
expression and analyze the intrinsic meanings of these shapes in modern fashion. This research 
will look profoundly in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se geometrical figures and analyze the 
effects and uniqueness found in the world collection introduced since 2007. As a result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round and square objects were perceived in such a straightforward and 
positive way and these designs, when worn, really completed the final look. On the other hand, 
the triangular design was used mainly for spatial expansion and was interpreted in a more meta-
phorical, indirect and abstract way. The intrinsic meaning of round, square and triangle figures 
in contemporary fashion consists of the informal features that really steps out of the formative 
clothing structure. The topological changes that is formed from the interactive functions and the 
wholism that creates a new system through integration of the human body and clothing contains 
the intrinsic meaning of these geometrical figur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method of 
ex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day fashion's geometrical figures was able to be easi-
ly understood. This work provides the useful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and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cloth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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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도로 산업화되고 대중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

들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삶의 본질에 대

하여 되돌아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패션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중적이고 획일화된

의복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감성적이며 개성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중

심적 디자인은 매우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

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기하학적 사유는 2차원의 평면

조합으로 형성되는 의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하학은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한 가장 원초적이

고 기본적인 예술의 표현 요소이며, 현재에도 디자인

과 예술의 기초를 이루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기하조형은 의복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의복을 결합하고 붙이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디자인 발상의 모티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적용되

고 있는 기하학을 기초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

하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하도형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패션분야에서 기하학이나 기하도형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중심으로

기하학무늬 패션디자인 개발(오윤정)’, ‘기하학적 모

티브를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정혜순)’,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한 패션디자인(김신우)’, ‘고구려 고분벽

화의 기하학문양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정

형호 외)’ 그리고 ‘골프웨어에 활용된 기하학적 패턴

분석(임지완 외)’과 같은 기학적 문양을 활용한 텍스

타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서 기하학의 영향은 소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패션전

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

가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드물게 ‘패션 컬렉

션에 나타난 기하학 패턴에 관한 연구’(양유정 외)와

‘비오네의 작품의 기하학적 패턴의 특성(유수경 외)’

같이 패턴의 구성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

고 ‘조형예술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조진숙)’와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의 유클리드 기하

학적 특성(이윤경 외)’과 같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기하학의 패션 표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하도형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원(○)ㆍ방(□)ㆍ각

(△)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원(○)ㆍ방(□)ㆍ각(△) 기하도형의 디자인 표현 유

형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적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원(○)ㆍ방(□)ㆍ각

(△)의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하도형을 대상으

로 한 디자인 모티브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

시에 이를 이용한 패션 디자인의 표현영역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ㆍ외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 등의 선행연구 및

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등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원

(○)ㆍ방(□)ㆍ각(△)의 기하도형 유형과 내적의미

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Vougue, Trend

Collections, Hot View Collections, Fashion Flash,

Fashion Show의 2007년 S/S부터 2011년 F/W까지

의 Haute Couture와 Pret-a-Porter의 컬렉션 작품

중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 디자인이 표

현되었다고 판단되는 246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

며, 본 논문에는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

디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24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하도형

1) 기하학

기하학(geometry)은 ‘토지(geo)’라는 말과 ‘측량하

다(metry)’라는 말에서 유래된 합성어이며,1) “공간

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또는

“사물의 형(shape)과 크기(size)를 취급하는 과학”으

로 정의된다.2) 기하학의 표현은 모든 우주 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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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아주 간결한 것이며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3)

예술작품에서 기하학적 형태가 등장한 것은 원시

시대로 볼 수 있다.4) 골각기, 토기의 표면, 가락바퀴,

어망추 등에서 사선무늬, 번개무늬, 점열무늬, 물결무

늬, 새끼줄무늬, 동심원무늬, 섬광무늬 등5)의 기하학

적 형태가 나타났으며, 신석기 시대의 토기 표면에서

도 평행사선문, 격자문, 삼각문, 지그재그문 등6)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양식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로부터 고대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세계와 시각적인 인상 속에 얻어진 것들을 직관

적이고 추상적인 상징체계로 개조하였던7)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벽화에 시문(施文)

된 삼각, 사각, 원 등을 통하여 고대에도 사물의 개

별적인 특징을 사상(捨象)하고 불변적이고 일반적인

특징만을 추상(抽象)화한 기하학적 양식이 존재함8)

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기하학은 이집트의 토지측량술에서 발달하

기 시작하였다.9) 고대 이집트부터 기하학은 설계의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건설을 위한 실

제의 수단으로써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잇는

통로이며 공간에 관한 연구인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

는 방식이기도 하였다.10)

예술측면에서 기하학은 표면이나 공간의 비례체계

를 조작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11) 특히 의식

적, 무의식적 활동의 소산으로 시작된 추상 미술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기하학으로 발

전되었고, 비례와 질서 그리고 크기의 개념으로 예술

작품에 도입되었다.12) 나아가 기하학은 팔레스와 피

타고라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그리스의 모든 사고

를 지배하게 되는 플라톤 철학을 대표하는 형이상학

으로 발전하였다.13)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하학

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본(Stoicheia) 에 집대성됨

으로써 평면기하학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17세기에는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으로 이어졌으며, 19세기에 이

르러서 공간개념이 출현하는 사영기하학과 입체기하

학이 탄생되었다.14) 20세기가 되면서 기하학적 성질

에 대한 연구에서 추상적 공간개념으로 사고의 전환

을 가져온 위상기하학으로 발전하였다. 이 기하학은

여러 차원이 존재하는 공간을 보여주며,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공간의 단절과 연

속에 관한 설명15)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기하학은

동력학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카오스현상을 정량적

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한 프렉탈(fractal) 기하학16)으

로까지 발전하여 자연계의 구조적인 비규칙성을 기

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 기하도형

박정애17)에 의하면 기하도형은 기하학적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기하학의 성질을 좌표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클리드 원론에 기초한 원, 다각형

등의 2차원적 형태와 구, 원기둥, 피라미드, 다면체

등의 3차원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은아18)는

기하학 형태가 자연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써 인간

의 사고체계에 의하여 창조되고 조직화된 간결한 추

상형태의 도형이라 하였으며, 김우리19)는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한 창의적 형태이며 인간의 이지적 사고

로 완성된 가장 단순화되고 정제된 은유적 형태라고

하였다.

플라톤의 “기하학은 실재 이면에 있는 가장 심오

한 관념의 외화(外化)”라고 한 것과 클레어 콜브룩

(Claire Colebrook)의 “기하학은 지금 여기의 공간에

서 모든 공간에 대하여 참된 것을 지각”한다는20) 것

으로부터 기하도형은 우주나 사물에 내재한 질서와

조화를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정신

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기하도형의 표현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며, 원시사회에서 기하도형은 주술적 목적을 수

행하는 동시에 예술적 작품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고 볼 수 있다. 이후 기하학은 그리스 시대를 거쳐

플라톤의 기하학 입체<표 1>와 같은 이론적 체계로

정립된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면서 기하도형은 인

체의 예술적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자연적 신체와 기

하학적 도형의 관계를 보여주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29)의 인체비례도<그림

1>21)라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당시의 예술이

기하학적 비례론의 영향22)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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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의해 묘사된 다섯 가지 플라톤 입체 케를러에 의한 우주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플라톤 입체

플라톤의 다섯 가지 기하학 입체

<그림 1>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

- http://imgv.search.

daum.net

<그림 2> 펜톤의

의자와 테이블

- 입체조형연구,

p. 106.

<그림 3>

Josef Alber의 테이블

- 입체조형연구,

p. 107.

<표 1> 플라톤의 다섯 가지 기하학 입체

다. 기하도형은 17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의 파스칼과

같은 학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조명되었고, 19세기말

에는 세잔느에 의하여 구성 및 형태의 질서와 색채

체계화의 영향을 받은 큐비즘으로 발전하면서 분석

적이고 종합적 단계를 거친 추상으로써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었으며, 몬드리안, 모딜리아니, 칸딘스키,

클레 등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더

욱 발전해 나갔다.23)

기하도형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한 기하

학적 요소에 입각하여 그 형태를 가장 근원적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단순하고 명쾌한 느낌

을 주며, 전달자의 애매한 생각이 배제된 확실한 개

념의 조형언어로써 감각적 전달수단24)이 된다. 기하

도형은 간결함 속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

고 그 자체로 미적인 힘과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미의 완전함

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25)

예술의 시각적 효과에 있어 기하도형은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규칙적인 배열 및 명쾌하고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26)와 <그림

3>의 작품에 나타난 기하도형은 간단명료한 이미지

와 조화, 통일, 변화, 균형, 대칭, 대조, 강조 등의 규

칙적인 질서와 논리를 가지는 조형원리를 표현하며,

단순하고 일정한 구성 법칙을 통하여 안정감과 긴장

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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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집트의 상형문자

- http://search.daum.net

<그림 5>

천전리 암각화

- http://search.daum.net

2. 원(○)․방(□)․각(△)
1) 원(○)ㆍ방(□)ㆍ각(△)의 일반적 고찰

원시시대의 의식과 무의식 표현에서 시작되었던

기하학은 정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28) 현대 예술에서 기하학의 구성은 뚜

렷한 위계질서를 보이기 보다는 다원적 체계를 복합

적으로 표현하며,29) 평면이나 단면을 입체적으로 구

성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

다.30) 기하학에서 구성의 비례체계와 공간을 조작하

는 수단이 되는 것이 기하도형이라 할 수 있고, 그 중

에서 가장 은유적이며 정제된 형태의 도형으로는 모

든 사물의 기본이 되는 원(○:circle), 방(□:square),

각(△:triangle)이라고 할 수 있다.

원(○)ㆍ방(□)ㆍ각(△) 형태는 고대의 동양과 서

양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31)의 이집트

상형문자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그림 5>32)와 같은 암각화나

고구려의 고분벽화 등에서도 원(○)ㆍ방(□)ㆍ각

(△)을 찾아볼 수 있다.

서구 기하학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기본을 두

고 있다.33) 플라톤의 ‘이데아’는 원래 ‘상(像)’ 또는

‘형(形:form)’을 뜻하는 것으로 수학적이고 미학적인

‘형상’의 근원적 존재, 즉 실재성에 관하여 구명한 것

이며34), 그 지식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천

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하였

다. 또한 그는 최상의 선에 관하여(Philebus) 에서

직선이나 원으로 구성된 도형은 상대적으로 아름다

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의하여 아름다운 것이라

하여35) 기학도형의 정신적인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동양의 기하학은 천부경 36)을 통하여 알 수 있으

며, 그것에서 원(○)ㆍ방(□)ㆍ각(△)에 대한 구체적

인 형태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천부경에서는 원

(○)ㆍ방(□)ㆍ각(△)을 단순한 기하학의 형태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를 포함하는 범우주적이고

범공간적인 체계로 보았다. 여기에서 원(○)은 천

(天), 즉 하늘, 우주를 뜻하며, 방(□)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 지(地)로써 땅을 의미하며, 각(△)

은 사람인 인(人)을 의미하고, 원(○)ㆍ방(□)ㆍ각

(△)이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벽함을 이룬다37)

고 하였다<그림 6>.38) 이러한 원(○)ㆍ방(□)ㆍ각

(△)의 동양적 사고는 서양의 기하학적 사유를 넘어

인류의 생성과 더불어 끊임없이 언급된 근원적이며

영원성을 가진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천부경 의 원(○)․방(□)․각(△) 도형화

- 기하학형의 다원주의적 해석을 적용한 패브릭 연구,

p. 27.

2) 원(○)ㆍ방(□)ㆍ각(△)의 의미 및 특성

원(○)ㆍ방(□)ㆍ각(△)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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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사의 오디오

- 입체조형연구,

p. 107.

<그림 8> Freshwater Pavilion' Kas

Oosterhuise

- http://search.naver.com

<그림 9> 런던브리지 주변 건물

- 필자 촬영

<그림 10> 몬드리안

- http://search.

daum.net

<그림 11> 피라미드에 나타난 각(△)의 형태

- http://search.daum.net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면적 기하학에서 원(○)은 정다각형의 면

의 수가 무한대로 발생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으로

써 시작과 끝이 따로 없고 모서리의 각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39)라고 본다. 원(○)은 인류와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상

징으로 여겨졌고,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형태40)로 인

식되었다. 이러한 원(○)은 현대 예술까지도 이어지

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예로 <그림 7>처럼 원(○)의 근원적 형태를 벗어

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작품에 표현한 경우도

있으며, <그림 8>과 같이 원(○)의 고유한 특성인 곡

선을 응용하여 원(○)의 형태를 추상적인 입체구조

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둘째,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평면

도형41)을 의미하는 방(□)은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우 친근하고 유용한 도형으로

써 <그림 9>와 같이 건물의 외관이나 주변 환경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다. 임미라42)는 직사각형의 장방형

은 기하학에 있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장 적합한 형상이며,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도형이라 하였다. 몬드리안<그림 10>은 서로 대립

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이원적 요소들이 대립과 합

일을 거쳐 만들어 낸 궁극적인 형태가 사각형이라43)

하여 방(□) 형태를 미적인 기하학 개념에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아른하임에 의하면 인간은 중력이 존

재하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의 체

계를 인식하며, 예술행위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전ㆍ

후ㆍ좌ㆍ우의 직교체계가 나타나는 작품들이 등장한

다고 규정하여44) 사각형 구조가 인간의 본능적 평형

감각과 관계되어 있음45)을 보여 주었다.

셋째, 각(△)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며, 다각형 가운데 가장 강한 이미지를 표출46)

하게 된다. 각(△)은 세 개의 점 중에서 맨 위의 점

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발전된 도형으로 변화를

암시하게 된다.47) 뿐만 아니라 이 기하도형은 안정적

인 입체 구조물을 만드는 기하학적 기본 요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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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케네스 놀렌:

가뭄

- 클릭 서양미술사, p. 301.

<그림 13> 도날드 저드:

무제

- 클릭 서양미술사, p. 303.

<그림 14> 이세이미야케의 기하도형을

모티브로 한 의상

- 소재혼합과 미니멀 표현에 의한 섬유제품

디자인 연구, p. 25.

용되어 <그림 11>의 피라미드와 고대 건축에서부터

현대의 비선형적 건축물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와 함께 한 기하도형이다.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원(○)ㆍ방(□)ㆍ각(△)

의 기하도형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조형

언어로써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방(□)․각(△)은 극도로 단순화된

도형으로써 강렬한 시각효과를 가지고 있고, 장식을

배재한 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림 12>48)와 <그

림 13>처럼 간결함, 명확성, 객관성 등의 시각적 정

확성을 표현한다. 둘째, 원(○)ㆍ방(□)ㆍ각(△)은

임의나 우연적인 요소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49) 셋

째,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을 이용하여

형(形)과 형(形)을 조합할 경우 새로운 기하학 형태

가 만들어지는 형태 구성의 유연성을 가진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도형은 회화나 건축을 넘

어 의상과 같은 변형성이 강한 영역에도 활용되어

형태 조작의 가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은 가

장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영원성을 가진 형태로 인식

되고, 단순하고 명쾌한 지각적 인상과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유발하는 예술 원천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볼

수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조형적 창조의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원(○)ㆍ방(□)ㆍ각(△)의 표현

1.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원(○)ㆍ방(□)ㆍ
각(△) 표현 유형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원(○)ㆍ방(□)ㆍ각(△)의

형태는 기하도형의 구조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

하기 보다는 도형의 변화와 조작을 통하여 복합적이

고 다차원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의복의 기하학적

조작은 패턴이나 디자인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3차원의 인체에 대입되면서 새로운 기하학적 구조 체

계가 완성된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장에서는 현대 패

션에 나타나는 원(○)ㆍ방(□)ㆍ각(△)의 기하학적

표현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의 표현 유형

의복에 표현되는 기하도형 원(○)은 그 형태가

<그림 7>처럼 명확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그림 8>의

조형물처럼 곡선을 활용하여 원(○)의 이미지를 효과

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체는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곡선으로 조합된 복

잡한 조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하도형 원

(○)이 표현된 의복이 인체에 착용될 경우 <그림

15>50), <그림 16>, 그리고 <그림 17>처럼 의복에 의

하여 인체 고유의 형태는 배제되고 의복과 인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새로운 입체구조로 발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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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aris

10-11 A/W

Issey Miyake

- Fashion Show

<그림 16> London

10-11 S/S

Anrealage

- Trend Collections

<그림 17> Paris

07-08 A/W

Giambattista Valli

- Trend Collections

된다. 즉 인체의 유기적인 곡선은 원(○)이 표현된

의복에 의하여 감추어지고, <그림 15>과 <그림 17>처

럼 부드러운 벌크형 실루엣이나 <그림 16>과 같이

구(球)를 연상하게 하는 조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결과 원(○)의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복은 인체

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인위적 형태 조작이 이루

어지며, 인체와 의복을 통합화시킴으로써 유동적 조

형체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체 고유의 비

례 관계와 의복의 전통적 구성 체계를 탈피하고, 인

체와 의복의 상대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의 기하도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처럼 명확한 원(○)의 기하도형을 연상시

키는 의복은 단순하고 명쾌한 조형적 감정을 불러일

으키고, 인체와 의복의 구조가 혼성화되어 하나의 매

스(mass)로 보여짐으로써 의복을 통한 인체의 시각

적 공간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림 15>와 같

이 다양한 곡률을 가진 직선, 평행하지 않은 선, 부

정형 선 등이 서로 중첩되거나 오버레이(overlay)되

면서 의복에 표현된 구조적 곡선들이 원(○)의 이미

지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복의 곡률적 레이아웃과 인체구조의 전

일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원(○)의 기하도형이 표

현된 의복에서는 통일적 조형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때 원의 특성인 부드러운 곡선은 의복의 시각적 유

연성을 부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원(○)의 기하

학적 구조는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으로 집

중시켜 인체와 의복이 하나로 결합된 매스(mass) 조

형체를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방(□)의 표현 유형

인간의 평형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각형 구

조는 의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10>의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 18> 의복의 경우, 지표면과 평행하게 위치한

허리의 선과 수직으로 놓인 의복 중심의 세로 절개

선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때 사각형의

평면을 연상시키는 구조와 직선은 시각적 질서의 간

결함과 평형감을 불러 일으켜 보는 이로 하여금 시

각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평면구조를 표현하기 위

하여 구성선을 단순화하고 간결한 수평면과 수직선

을 조합한 <그림 19>의 의복에서는 경직되고 단절된

느낌의 방(□)의 기하도형이 연상된다. 이러한 장방

형이 디자인된 의복은 2차원의 평면적 조형미가 나

타나며, 형태의 간결성과 명확성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기하도형 방(□)의 형태가 적용된 의복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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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aris

07-08 A/W

Giambattista Valli

- Trend Collections

<그림 19> New York

11-12 A/W

Narciso Rodriguez

- Fashion Show

<그림 20> Paris

10-11 A/W Maison

Martin Margiela

- Fashion Show

(○)이 적용된 의복에서와 같이 의복이 인체 고유의

형상을 유보시키고, 의복의 구조에 의하여 인체를 장

방형의 입체 구조물로 인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인체의 구조와 형태는 의복의 기하학적 형태조작을

통하여 감추어지고, 직선과 분절된 선으로 구성된 의

복에 새로운 조형구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그림 20>에서는 의복의 정형적인 구성과 디자인

체계를 탈피하고, 장방형 구조가 표현될 수 있도록

의복을 인체로부터 이탈시키고 인위적으로 확장함으

로써 인체와 의복 사이의 기하학적 공간 질서를 유

도한다. 이는 전형적인 의복 형태에 대한 관념적 질

서를 해체하고 기하학 형식을 물리적 실체인 의복에

표현함으로써 강렬한 시각효과를 부여하고 복식조형

의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하도형 방(□)이 표현된 의복은 수직선

과 수평선이 직각으로 대립되는 선을 의복의 디자인

과 구성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과 간결한 미적효

과를 유도하며, 그 형태는 관찰자의 시선을 상ㆍ하

또는 좌ㆍ우로 유도하여 원(○)의 구조나 각(△)의

구조보다 시각적 정보 전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

과를 갖게 한다.

3) 각(△)의 표현 유형

의복에서 원(○)과 방(□)의 표현은 기하도형의

형태를 즉각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기하도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체계를 보다 가깝게 표현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두 도형에 대

한 의복의 표현 방법은 기하도형 형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려는 적극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각

(△)은 다른 도형들에 비하여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체는

유기적인 곡선으로 연결된 구조체이기 때문에 각

(△)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의복에서 각(△)의 표현은 삼각

형의 형태를 의복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날카롭

고 끝이 뾰족한 각(△)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대입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과 <그림 22>를 볼 때

정형적인 의복 구조를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의복의

라인을 창조함으로써 각(△)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

하지 않고 각(△)의 이미지를 간접적인 형태로 표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의복들에서는 방향성을 지

닌 사선이나 날카로운 삼각형의 예각, 수평 또는 수

직에서 이탈한 탈중력적 사선들이 회전이나 중첩하

면서 각(△)의 형태를 형상화하여 의복의 추상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함축적이고 은유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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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aris

10-11 A/W

Ckermann

- Trend Collections

<그림 22> Tokyo

10 S/S

Ana Locking

- Hot View

Collections

<그림 23> Paris

09 A/W

Rick Owens

- Hot View

Collections

미로 각(△)을 표현한 <그림 23>의 의복은 소매 끝

이나 도련 부분에 각(△)의 효과를 표현하고, 의복과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각(△)이 표현된 <그림

21>, <그림 22>, 그리고 <그림 23>과 같은 입체 기하

학형 의복은 보는 이의 방향이나 각도, 인체의 움직

임에 따라 다양한 각(△)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관찰

자의 심리적 작용에 의하여 그 형상이 보다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각(△)의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복은 구조선과 구

성면 사이의 끊임없는 유기적 변화를 통하여 의복의

추상화된 구조를 완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복으로부터 형성된 각(△)의 표현 요소들은 정형

적인 의복의 구조를 탈피하여 의복에 대한 디자인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의 형태와 인체의 유기적

인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는 이에게 시각적

긴장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인체를 보다 입체적인 조

형물로 인시시키게 한다.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원(○)ㆍ방(□)ㆍ
각(△) 기하도형의 관념성
앞에서 살펴본 원(○)ㆍ방(□)ㆍ각(△) 기하도형

의 표현 유형을 바탕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

복의 관념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정형성

비정형적(informal)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정형

적이지 않은’ 또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이라

는 뜻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과도한 틀에 박힌 정형

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는 상태를 지칭한다.51)

의복에서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을 표

현하려는 시도는 정형적인 의복의 구조와 디자인에

서 벗어나 인체를 보다 입체적 조형으로 표현하려는

의복의 창작적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하도형

이 표현된 의복에서는 원(○)처럼 자유로운 곡선이

유도되기도 하고, 방(□)과 각(△)처럼 직선이 분절

되거나 결합되어 재구성되면서 정형적인 의복의 구

조와 디자인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의복이 나타난다.

이 때 의복의 형태는 일정 공간 내에서 다각적인 변

형을 일으켜 관찰자의 미해석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

한다. 따라서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복은 시각적인 측

면에서 인체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화시킴으로

써 창조적인 조형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방(□)이나 각(△)의 기하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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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aris

10-11 A/W

Lanvin

- Fashion Show

<그림 25> Paris

10-11 A/W

Givency

- Trend Collections

<그림 26> Paris

10-11 A/W

Gareth Puch

- Fashion Show

연상시키는 의복이나, <그림 25>처럼 원(○)의 기하

도형이 표현된 것에서는 인체의 고유한 구조를 의복

이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체로 재구성함

으로써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조형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직선이나 곡선으로 구성된 추상적 형태의 의복은

착장과정을 거치면서 유기체인 인체와 상호작용하고

의복 고유의 형태에서 발전된 창의적 조형구조를 조

직해 나간다. 즉, 물리적이고 인공적 조형물인 의복

이 인체와 통합화됨으로써 의복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형태미에서 벗어나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조형미를 창조하는 가변적인 입체로 발전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정형적인 구조를 탈피한 각

(△)의 기하도형이 표현된 <그림 21>이나 <그림 26>

과 같은 의복에서는 의도적으로 변경된 구조선이나

인체에서 분리되어 면과 선의 조합에 의하여 의복의

추상화를 이끌어 내고, 의복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통

한 다양한 가변적 형태를 형성한다.

따라서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복에서는 의복과 인

체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조

형 질서를 형성하고, 정형적 인체구조를 이탈한 비결

정성을 가진 입체 조형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위상의 변화

기하학 형태는 공간, 점, 선, 면, 거리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독립적이고 논리적 상태로 상호작용하고,

그 요소들은 서로 내재적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위상

적 상태로 존재한다.52) 유한공간 내에 존재하는 기하

도형은 공간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역동적 구조인

위상의 변화(Topological Transformation)를 형성하

게 된다.53)

기하학의 비선형과 관련된 형태이론에서 물질은

완전한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써 독자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인 변형을

거치게 되고, 어떤 한 순간에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

게 된다54)고 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역동성은 기하학

요소의 선, 면, 볼륨들 사이의 관계성 인식55)에 의하

여 완성되며, 원(○)ㆍ방(□)ㆍ각(△)이 표현된 의복

에서도 기하학의 디자인 요소인 점, 선, 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창조적 조형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과 <그림 28>처럼 유연성이 있는 텍스타

일 소재로 기하도형을 표현하였을 경우, 인체와 의복

의 연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역동적

인 위상의 변화가 표현된다. 이러한 변화는 원(○)ㆍ

방(□)ㆍ각(△)의 기하도형에 내포되어 있는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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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aris

10-11 A/W

Mila Schon

- Trend Collections

<그림 28> Paris

10-11 A/W Ckermani

- Hot View

Collections

<그림 29> Milano

07-08 A/W

Balenciaga

- Fashion Show

요소들이 인체와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위상의 변화를 유도하여 점진적이고 동적 형태로 발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과 <그림 28>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성질

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인 인체와 탈인체적 형태의

의복이 상호 융합하여 일체화되는 과정에서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인체의 형태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의복은 절대적

이고 확정적인 형태 개념을 지양하고,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조형 구조를 표

현하며, 인체와 의복의 구조적 경계를 소멸시키고 탈

연계적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위상기하학적 공간

의 유기성56)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 <그림 20> 그리고 <그림 29>와 같이

기하도형 형태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의복은 인체

고유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변형시키고, 관찰자의 다

각적 시각 흐름을 유도하여 다차원의 의복 공간 구

조를 형성한다. 더불어 인체와 의복의 상호작용에 의

한 위상적 합일화는 두 구조체의 형태적 경계를 허

무는 혼성적 조형 공간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3) 전일성

전일성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이해하는 것으로써 자연에서 각각의 시스템

들은 개방성이 있어 자신의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체가 부분들의 합 이상을 형성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1+1이 2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는 세계관을 포함57)하는 것이다.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

복은 구조나 형태가 독특한 조형요소를 포함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조형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의복은

인체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인체

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적 형태로 진화하며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심오한 미적 의미가 완성된

다. 즉 의복은 인체라는 유기체와 결합하여 끊임없이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 때 각

구조들은 분리된 집합체의 요소가 아닌 상호 의존하

고 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하나의 조형체로 발전하

게 된다. 즉 기하도형이 표현되는 의복은 개방적인

공간 내에서 인체와 물질적․시간적․공간적 상호교

류를 일으켜 전일성을 가진 창조적인 입체 조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일성이 표현되는 의복은 공간적으로나 형태적으

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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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Paris

10-11 A/W

Gareth Puch

- Trend Collections

<그림 31> Paris

07-08 A/W Issey

Miyake

- Hot View

Collections

<그림 32> Milano

11-12 A/W

Francesco

Scognamiglio

- Trend Collections

로는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 <그림 20> 그리고 <그림 30>

의 의복은 순수한 인체의 구조를 따르기 보다는 원

(○)ㆍ방(□)ㆍ각(△)의 기학도형을 채용했기 때문

에 창의적인 조형 구조의 개별성이 표현되었다. 그러

나 이 의복들은 인체에 결합되어 상호작용을 일으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통일성을 가진 작품으로 승

화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의복과 인체의 이질적 요

소들이 하나로 응집하게 되고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그림 20>과 <그림 31>처럼 2차원적 면의 구성과

방(□)의 다각형 구조가 강조된 의복과, <그림17>과

<그림 32>처럼 매스(mass) 구조체를 연상시킬 수 있

는 의복들은 각 부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전체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체 확장형 조형체계를 완

성하고 이질적인 성질의 부분들이 일원적으로 합일

화되면서 조형 구조 이상의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전일성은 독립된 의복으로써 기하도

형의 구조와 유기적이고 유연한 인체 구조가 다르다

는 것이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체로써 통합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공간을 제공하

고 복합적인 의복의 질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기하도형은 고대 인류에서부터 현대까지 많은 예

술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기하도형 가운데

원(○)ㆍ방(□)ㆍ각(△)의 형태는 인류 초기부터 근

원적이고 정제된 예술의 표현 형태로 인식되었으며,

명쾌하고 강렬한 시각 효과를 위한 원천으로 활용되

었다. 현대 예술의 한 분야인 패션에도 기하학은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의 발상을 위

한 모티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

술의 포괄적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는 기하도형 가운

데 가장 근본적인 원(○)ㆍ방(□)ㆍ각(△)의 영향을

받은 의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

하도형과 원(○)ㆍ방(□)ㆍ각(△)에 관한 이론 고찰

을 하였고, 나아가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원(○)ㆍ방

(□)ㆍ각(△)의 표현 유형과 그에 내제되어 있는 관

념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대 패션에서 원(○)과 방(□)은 직접적

이고 적극적으로 기하도형의 형태를 의복에 대입시

키며, 의복의 인체 착장과정을 통하여 원(○)과 방

(□)의 구조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은 기하도형의 이미지를 의복에 추상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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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키는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의복에 표현된 원(○)ㆍ방(□)ㆍ각(△)의 내제적

관념성은 비정형성, 위상적 변화, 전일성으로 구분되

었다. 비정형성은 기하도형이 표현된 의복, 인체 그

리고 공간이 상호 작용하면서 의복 구조가 정형성을

탈피하고 비결정성을 가진 추상적 입체조형으로 발

전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위상의 변화는 유

기적인 인체와 탈인체적 형태의 의복이 상호 융합적

조형을 형성하며,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역동적

인 조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일성에서는 기하학 구조의 의복과 인

체가 다름을 인정하는 동시에, 두 조형이 시공간을

초월해 통합되어 발전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의

복의 조형질서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이 적용된 의

복 디자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오랜 시간 지속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 및 환경에 따라 다양

한 방법으로 예술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현대 패션에도 기하학은 의복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매우 다각적 방법과 형태로 의복에 적용되고

있었다. 셋째, 원(○)ㆍ방(□)ㆍ각(△)의 기하도형이

적용된 의복을 통하여 기하학 모티브는 시대를 초월

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를 바탕으로 다

른 기하학 모티브들이 패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현대 패션에서 기하도

형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 다품종소량생산체계의 패션산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 의하여 현

대 패션의 기하도형의 표현방법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패션 디자인의 개발과 복식문화

에 대한 해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기하도형 디자인 의복의 특성만을 분석한 것이기 때

문에 후행 연구에서 구성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미래 패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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