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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vism is an avant-garde movement that began in 20th-century Russia, which rapidly 
turned into an industrial society. This was one of the most experimental art movements, that 
wanted to be at the center of social and political-ideological change as it pursued a unique style, 
which portrayed the true essence of art and humanity. Russian constructivism greatly influenced 
modern fashion and suggested a new artistic standard. First, the artistic elements of Russian con-
structivism include photo montages, geometrical structures, color abstraction, and an asymmetrical 
order, through which the ideals of the Russian Revolution were substantiated, idealized, and ma-
terialized into an artistic form. Second, the different forms of Russian constructivism have various 
artistic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rity, spatiality, structuralism, decorativeness, and mobility, 
which were then expressed in modern fashion elaborated below. This study intend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Russian formalism and reflect it on fashion; thereby reconsidering the character-
istics and the meaning of Russian constructivism in the context of today’s fashion. This will 
broaden the meaning of constructivism and suggest a new direction for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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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성주의는, 20세기 급격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방가르드(Avant-

Garde) 미술운동으로 사회적 변혁과 정치적 이데올

로기 속에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삶이 그대로 드

러난 독특한 양식을 지닌 가장 실험성이 짙은 운동

이었다. 혁명을 전후로 펼쳐진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은 서유럽 중심의 미술흐름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형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 구성주의는 과학과 기

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감상적인 전통적 예술형

식을 거부하고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순수조형

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한 이

미지인 기하학적 공간 구성을 시도하였으며 현대까

지도 접목되는 가장 밀접한 형태와 미학을 보여준다.

러시아 구성주의가 의상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의 수용,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순수조형의 기하학적 조형미학을 시도한 사조이며,

최근 현대 패션디자인에서의 구조 ‘construction'에 대

한 깊은 관심에 따라 다시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선행연구는 전반적인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

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에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본 논문은

구성주의의 예술성을 확장시키고 현대패션의 진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 구성

주의의 미학적 조형성은 오늘날의 현대사회 속에서

창조될 디자인의 형태와 개념을 미리 예견한 선구자

적인 태도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

품의 예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

형성을 현대 패션에 접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예술사조의 관점을 토대로 패션과의 상호관련성과

예술양식이 의상에 도입되어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의미와 상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주의의 미술운

동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구성주

의의 미적특성이 현대패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사례를 분석하여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모든 시각예술에 영향을 끼친

운동으로서 러시아 구성주의가 패션에 영향을 끼치

고 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회화와 조각, 건축의 형태적 요소와 시각적 요

소, 색채의 특성 그리고 사진기법을 통한 상징과 의

미 등 두드러지게 표현된 미술사, 조각사, 건축사, 구

성주의의 작가들의 화집, 러시아 구성주의를 중심으

로 선행 연구된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분석, 고찰하

고자 한다.

연구 범위로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미술기중 1913

년부터 1932년까지를 범위로 하여 러시아 구성주의의

초기단계에서 결집기, 실행기에 나타난 구성주의 작

가들의 다양한 작품의 특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Ⅱ.러시아 구성주의의 이론적 배경
1. 러시아 구성주의의 개념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

어났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을 의미한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러시아 혁명을 전후하여 모

스크바를 중심으로 일어나 유럽에 퍼진 추상 예술의

한 경향으로, 쇠붙이, 유리(琉璃) 등의 재료(材料)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중시하고 역학적인 아름

다움을 강조한 것이다. 회화나 조각 등 단순한 순수

예술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자인, 건축 등 조형

예술 전반과 연극, 음악, 무용, 문학, 영화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아방가르드적 실험들 가운데 가장 급진적

실험을 보여주었던 것은, 러시아에서 1910년경부터

1930년대 초까지 실험되었던 일련의 추상운동들, 즉

광선주의(Rayonism), 입체-미래파(Cubo-Futurism)에

서 절대주의(Supermat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에 이르는 아방가르드들이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일반적으로 구성주의라는 용어로 대표되지만, 1922년

알렉세이 간(Alexei Gan)이 구성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이전부터 러시아에는 이미 다양한 실험적

운동들이 존재했다.1)

러시아는 20세기 초에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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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겪었고, 1900∼1903년의 세계 경제공황의 시작

에서 1904∼1905년의 러일전쟁,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다. 1914년에 들어서면서 노동

운동의 물결은 러시아를 뒤덮기 시작하였으며, 1914

년 7월 15일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군주제는 몰락하였다. 1917년 2월 혁명에서 1917년

10월 혁명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대변혁을 가져왔고

예술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러시

아 구성주의 작가들이 받아들인 혁명은 하나의 의식

혁명인데, 그것은 낡은 가치의 파괴와 새로운 가치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사회는 조형혁명과 사회

혁명으로서 서로 동일개념인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

아에 사회주의를 선포했으며 1918년 소비에트 권력

은 러시아 제국 전역에서 입지를 굳혔다.2) 전시공산

주의(1917∼1921)3) ‘신경제정책(NEP)' 1921년에서

1928년까지4), 1924년 1월 레닌의 죽음과 더불어 스

탈린의 사회주의자 모습이 대두되며, 제1차 5개년계

획을 1928년 10월부터 1932년 12월까지 실시하였고

소비에트 공업화의 특성이 되었다. 이런 경제적 발전

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는 문학예술의 방향을 설정하

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제시되고 작품

에서는 점차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시되었으며, 작품

성보다는 사상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예술분야 또한

상당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혁

명과 더불어 새로운 미학세계를 열망하며 사회 전면

에 부상한 아방가르드는 미술과 관련된 전통적인 개

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조형적 탐구를 전개했다.

알렉세이 간이 지적한 대로 구성주의의 제 1원리

는 사회적 편의, 실용성의 중시, 과학과 기술에 근거

한 창작 5) 이었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서 모든 미술활동은 정치적인 선동과 선전이란 수단

에 의해서 대중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주요 목

표였으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대격변기의 시기에

예술가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현실적 실체로 전환시켰다.

2. 러시아 구성주의의 형성과 전개
제1기: 구성주의 초기 예술 활동(1913∼1920)

구성주의의 초기단계는 1913년 러시아의 예술가인

화가, 조각가, 건축가인 타틀린(Vladimir Tatlin)과

화가 및 건축가인 리시츠키(El Lissitzky) 등을 중심

으로 시작하여 1915∼1917년의 가보(Naum Gabo)와

페브스너(Antoine Pevsner) 형제의 작품경향에서 활

발한 아방가르드 사조와의 교류아래 구성주의의 차

원이 펼쳐지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구성주의를

러시아의 가장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만드

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제2기: 구성주의의 결집기(1920∼1923)

1920년대는 구성주의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구

성주의의 결집기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는 구성주의

의 사상적 변화가 예술적 실행에 반영되었고, 작가가

기계를 통해 대량생산, 건축, 엔지니어링, 인쇄, 사진

매체에 관계를 접하게 되며, 사회주의 물질적, 지적

요구를 이루는데 공헌, 확산하고자 하였다. 결국 구

성주의자들은 예술과 산업,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

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3기: 구성주의 실행기(1920년대 전반)

이 시기의 활동은 기존의 예술개념이 아닌 오늘날

의 디자인과 유사한 새로운 유형의 활동으로서 작가

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다. 구성주의의 물

질주의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삶에 참여함과 동시에

초기의 예술작품과 유사한 양식적 연속성을 가지며

사회적 측면에서 구성주의자들의 예술적 실행은 현

실적인 영역으로 전환을 지향하고 있었다. 1932년에

구성주의는 물론 모든 전위예술단체가 해산되었으며,

구성주의 운동은 종결을 맞는다.6) 이후 러시아 구성

주의는 유럽의 예술 사조를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Ⅲ.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의 특성
1. 러시아 구성주의 형태구성 요소
회화, 조각, 건축, 사진 등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성주의 작품의 특징은 형태적 측면, 재료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조형적 관계성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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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형태구성의 요소

⇨

⇨

⇨

구성주의 특징

⇨

예술적 특성

형태적

측면

비대상적 형태는 순수한 감각의 표현

추상기하학적 경향

기하학적 구조

비대칭적 구조

단순성

포토몽타주 기법

대중성 시각성 보편성

기하학적

구조

포토몽타주

기법

색채의

함축성

비대칭적

질서

대상적 형태는 사회적 이념을 목표로

대중에게 선동, 선전 포스터로 표현

재료적

측면

추상적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상호작용의 조화를 통해

시·공간 창출

색채의 함축성

비대칭적 질서

공간성물질적 형태는 실제재료들의 상호관입에 의한

시·공간적 창출

기술적

측면

기계미학적 형태는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과 기술의 융합 기하학적 구조

비대칭적 질서

공간성

기능주의적 형태는 집단화를 위한

실제적인 건축적 기술로 기능적이며

미래적인 표현

<표 1> 형태구성의 요소에 의한 예술적 특성

그들이 추구하였던 예술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김주연 강수미, 한선정7)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면

형태구성 요소는 형태적, 재료(요소)적, 기술적 측면

의 세 가지 측면으로 고찰되었다. 세 가지 측면은 형

식과 기능이란 디자인의 이중적 측면으로 요약되며,

전자는 미학과 예술 즉, 형태와 관련되고 후자는 공

간속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의 삶과 행위와 관련된다.

구성주의의 작품을 토대로, 형태적 측면에 의해

나타난 특징은 비대상적 형태와 대상적 형태로 전자

는 순수한 감각의 표현으로 추상기하학적 경향을 나

타내며, 이에 나타난 특성은 기하학적 구조, 비대칭

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사회적 이념을 대중에게 선

동하는 대중예술로 실행하였다. 나타난 특성은 시각

성, 대중성을 들 수 있다.

재료적 측면은 추상적 형태와 물질적 형태로 전자

는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공

간성을 부여한다. 이에 나타난 특성은 색채의 함축성

과 공간성, 후자는 실제재료의 상호관입에 의한 시․

공간을 창출한다. 비대칭성 질서를 들 수 있다.

기술적 측면은 기계미학적 형태와 기능적 형태로

전자는 순수한 기하학 형태의 구성과 기계자체의 구

축,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표현을 추구하였으며,

후자는 기하학적 비례에 융합되어 단순하며 장식을

배제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실제적인 건축적 기술로

기능적, 미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나타난 특

성은 기하학적 구조와 비대칭적 질서를 들 수 있다.

구성주의의 다양한 작품들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

하여 각각의 측면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을 통해 <표

1>의 예술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2.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의 특성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의 예술적 특성은 포토몽타

주 기법, 기하하적 구조, 색채의 함축성, 비대칭적 질

서로 분류하며, 포토몽타주 기법을 통해 사회적 메시

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구성주의자들은 기하학적

작품 속에 사진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언어로

표현하였으며, 사회가 대량전달을 요구하자 그들의

사상을 대중에게 선동하는 역할로 그들의 포스터 속

에 포토몽타주 기법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전달하

였고, 혁명과 예술이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는 조형의 리듬과 구조의 상호관계

에 접목시켜 구조를 인식하였다. 오장팡(Ozenfant

Amedee)은 “인간은 기하학적 동물이며, 자연은 유

동적이고 인간의 환경은 기하학적이다.”8) 라고 말했

으며, 기하학의 길을 발전시켰고 기계의 출현으로 기

술에 의한 정확성과 정밀함은 건축, 디자인, 생활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5 -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은 이

러한 기본적인 도형과 변형된 형태, 그리고 상호조합

을 통해 공간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배경과 이념에

따라 작품 속에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대주의 작가인 말레비치로부터 주장된 함축적

색채는 색채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적 주목성 등으로

인하여 구성주의 작품에서도 커다란 특징으로 나타

나 있다.9) 절대주의에서는 독립된 단위로서의 색채

와 색채 그 자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면을 강조

하며, 색채와 형의 대비적인 관계는 공간을 구축하고

실체화시킨다. 따라서 색채는 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완전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 색채는 명시성과 가

시도와 같은 시각적 주목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기하학적인 형태들은 물체의 동작

에 따라 공간개념을 확장시키며 비대칭적인 질서를

표현하였다.

비대칭적 질서는 형태자체에 내재해 있는 불안정

한 구조적 조건이 아니라 공간에 부유하는 형태들간

의 역동적 관계를 이루어 내는 미학적인 조건이었으

나 타틀린, 로드첸코의 작품 등은 형태 실험을 뒤틀

린 구조로 바꾸어버림으로써 형태의 역동성과 구조

적 불안정성을 동적인 리듬감으로 표현하였다.

조형과 회화술의 요소로서 미술의 오랜 관습처럼

내려온 정적 리듬을 부정하고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구성주의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 구성주의의 예술적 경향은 미학적인 기반

과 함께 대중을 위한 예술로 실현되었다. 사회이념과

정책은 산업과 집단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새로

운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의 미학적 기준을 실용주의

적 미학으로 확산시켰다. 따라서 포토몽타주 기법으

로 표현된 포스터와 디자인은 사진, 그래픽, 합성사

진, 인쇄기법을 사용도구로 대중에게 쉽게 부각하며

어필하는데 확실한 표현인 ‘대중성’이라는 용어로 함

축될 수 있다.

러시아 혁명기간 동안 구성주의자들은 선동의 포

스터, 슬로건, 판넬 등에 참여하였다. 이런 활동은 그

들의 텍토닉, 팍투라10), 구성의 원리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구성주의자들의 중요한 임무인 것이었다.11)

포토몽타주의 사용은 리얼리즘과 대중적인 소비에트

아트와의 절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 등에 구축된 형태의 특징으

로는, 골격의 각을 이룬 구조, 직사각형, 단순함 그리

고 선과 재료의 경제성, 표면의 정렬에 기하학적 해

결로 표현된다. 기하학적인 것에 대한 기초와 이상적

인 비례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된 구성주의

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예술적 사조와 구

분되는 점은, 기하학적 형태의 상호 작용과 결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형성하며, 작품 내에 ‘운

동’을 직접 등장시켜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낸 점이다.

또한 색채는 형태와 색채의 상호작용과 조화를 통해

공간으로 확장되며 여기에 색채의 함축성과 주목성

이 강조되고 비대칭성을 보여줌으로써 동적인 율동

을 부각시킨다.

구성주의자들의 작품에서는 모든 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결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이 형성되

었고, 구성주의의 조형물은 매스(mass)가 갖는 기본

적 조형요소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간의 창조

는 시간이라는 무한적 요소와 함께 총체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이며 공간적인 건축에

의한 형태미 즉,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합

을 통해 공간이라는 부피감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공간성’이란 용어로 나타내었다.

기하학적인 것에 대한 선호와 공간성의 추구를 통

해 이상적인 비례의 사용은 구성주의의 디자인 특징

이며, 가장 많이 탐구해온 기하학적인 기본도형과 변

형된 형태와의 조화와 융합으로 공간조형성을 추구

하며 입체적인 구성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구조성’

으로 표현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기본요소와 색채는 대상을 대

담하게 단순화시키며 색채에 의한 기하학적 요소의

합리적 배열을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색채의 활용으

로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색채의 힘을 통해서 무한

하게 확장하는 공간개념을 제안하고 색채의 함축성

과 주목성이 부각되는 ‘장식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역동성’이란 용어로 표현된 특성은, 공간속에서

시각적인 역동성을 얻기 위해 ‘운동’을 작품 내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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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예술적 특성 조 형 기 법

⇨

⇨

⇨

⇨

⇨

미 적 특 성

포토몽타주 기법
포스터, 디자인 등은 사진과 그래픽, 합성사진, 인쇄기법을

활용해 메시지 전달
대 중 성

기하학적 구조와

비대칭적 질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합을 통해

공간적 볼륨효과
공 간 성

기하학적 구조 기본적인 도형과 변형된 형태와 공간조형성 구 조 성

색채의 함축성
색채의 힘을 통해서 무한하게 확장하는 공간개념 제안

기하학적 형태와의 조화
장 식 성

비대칭적 질서
공간 내에서의 물체의 동작에 따라

비대칭적인 질서를 표현
역 동 성

<표 2> 러시아 구성주의의 예술적 특성

어들이며 기하학적 형태들의 비대칭적으로 표현하여

율동감과 리듬감으로 활기차고 경쾌한 이미지를 가

진다.

구성주의의 예술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대 패

션으로 표현됨에 있어 연관되는 특성 등을 <표 2>의

대중성, 공간성, 구조성, 장식성, 역동성으로 도출하

였다.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미적특성

구성주의의 예술적 특성에서 나타난 표현방법에서

분석된 결과, 러시아 구성주의의 예술적 특성이 현대

패션으로 표현됨에 있어 나타나는 특성을 대중성, 공

간성, 구조성, 장식성, 역동성 등으로 채택하여 패션

분석을 하겠다.

1. 대중성
구성주의에 나타난 예술적 특성인 포토몽타주 기

법은 현대패션에 ‘대중성’이란 미적특성으로 나타냈

다. 구성주의자들은, 첫째, 사회주의 이념을 대중에게

선동·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슬로건을 내걸며 자신의 주장을 의상으로 표현하였

다. 둘째, 혁명과 예술이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사진과 포토몽타주 기법을 통해 자신들의 함축된 메

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대 디자이너는 여러 가

지 실사 사진, 흑백의 사진, 그래픽, 컴퓨터 아트, 순

수회화 기법, 창의적인 일러스트 등으로 시도함으로

써 메세지를 더 쉽고, 재미있고, 예술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여 감각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셋째, 산업과

예술의 접목으로 대량생산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작

가의 독특한 상상력이 결부되어 창의적인 작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기술화로 우리는

다양한 기법을 통한 디자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뚜렷이 지각될 수 있는 의미와 가치에 창

의적인 감각을 부여하기도 한다.

쿨루치스의 작품 “5개년 계획 포스터”<그림 1>은

5개년 계획에 대중을 동참시키기 위한 포스터로 최

고의 선동적인 포스터로 묘사되었으며 이것은 표현

적인 힘과 정치적인 실재12)를 잘 나타내었기 때문이

다. 패션에서도 Vivienne Westwood의 작품<그림 2,

3>처럼 디자이너의 슬로건(slogan)을 강하게 주장하

고 디자인 요소로 접목시켰으며 사회의 현상을 그려

내었다.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작가의 창

의력을 바탕으로 예술성있게 표현한 포스터는 Vivienne

Westwood가 내세운 슬로건이 패션에 스며드는 표현

성에서 연관지을 수 있다. 영국정부가 테러리스트를

재판없이 가둔 날짜를 의미하는 “56”13)이라는 숫자

를 넣어 원포인트나 패턴으로 사용하고, 의미있는 컬

러를 사용하였다.

쿨루치스의 작품 “Proletariat”<그림 4>는 사진기법

과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

으로 구성된 포스터이며, Mfgirbaud의 작품 <그림

5>에서 포토몽타주나 흑백사진 등 같은 기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대중에게 자신들의 함축된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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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은 구성주의 특징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No

Smoking'인 주제를 가지고 모노크롬 컬러의 흑백사

진이 사용되었다.

대중성으로 나타난 특성에는 구성주의의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을 대중에게 선동, 선전하기 위한 포스

터나 표지 디자인은 현대에 디자이너가 내건 정치적,

사회적 슬로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디자이너들

의 생각이나 주장을 의상에 접목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2. 공간성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합을 통해 공간

적 볼륨효과를 주며 ‘공간성’이란 미적특성을 나타내

었다. 현대패션 및 디자인계에는 현재 ‘construction’

에 대해 디자이너들은 다시 재조명되어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작품에 구조적인 라인을 가미하여 표

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과 기능을 충

족시키는 경제적인 제품으로 전환, 주목을 끌면서 세

련되고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며, 동

시대의 차별적인 감성을 넣기도 하고 미래주의적 신

비감을 섞어 아름다움을 부각시킨다.

기하학적 요소인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수직

및 수평의 교차로 동적인 요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

에 불필요한 장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조형적이며,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사각형은 매우 중

요한 도형이며, 모든 디자인영역에서 많은 영감을 주

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 사각형의 각진 형태는 과장

되어 부각되며, 공간이라는 부피감을 느끼게 한다.

리시츠키의 작품 “프룬1c”<그림 6>은 기하학적 형

태의 상호작용과 비대칭 그리고 대비 등을 통해 공

간의 깊이를 표현하였다. Martin Margiela의 작품

<그림 7>은 과장된 각진 구조의 실루엣으로 공간의

깊이가 표현되며, 이로부터 기하학적 구조와 비대칭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수평과 수직의 교차로 인한

구조적 라인과 각진 구조 또는 각진 형태로 어깨를

직각이 되게 위로 과장된 것이 특징이며, 앞여밈이

비대칭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미투리치 작품 “구성 No.18"<그림 8>에서 그는 최

초로 직선과 각진 형태에 곡선이란 기하학적 요소를

고용함으로써 부피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 부피감의

표현은 좀더 부드럽고 간결하다고 할 수 있다. Jil

sander의 작품 <그림 9>에서는 이런 미투리치의 작품

처럼 기하학적 형태에 곡선을 결부시켜 공간조형성

을 표현하였다. 특히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라인에 어

깨에서 네크라인 부분을 원통모양으로 과장된 칼라

와 레이어드되며 부피감이 존재한다. 실루엣은 수직

적이며, 외형적으로는 조각적인 형태에서 우아하며

심미안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은 어깨를 강조하거나 볼

륨감있는 실루엣으로 등장하였으며, 단순하고 장식적

인 디테일을 배제한 절제미를 볼 수 있으며, 최소한

의 절개와 박음선으로 꾸밈이 없는 간결한 구성주의

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3. 구조성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즉 입방

체, 원통, 구, 원뿔, 피라미드 등을 기본 형태로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대립되거나 조화와 균형이란

구성 법칙에 따라 안정된 앙상불로 결합된다. 기하학

적 도형과 변형된 형태, 그리고 조화와 융합으로 공

간성을 추구하며 구조적이며 입체적인 구성물을 만

들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와 질서를 통해 무한

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주의 작품 중의 하나인 클라운의 작품 “스쳐

지나가는 풍경”<그림 10>에서 대각선과 수직선의 교

차된 면이 강한 컷팅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이 구성은 활기찬 컬러를 통해 각 형태들이 옮겨지

거나 이동되어짐을 강조한다. 부조작품처럼 기하학적

형태와 변형된 형태는 Armani 작품에서 비슷한 기

법으로 보여진다. Armani의 작품 <그림 11>에서는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형태들 간의 관계, 색채들

의 연결, 형태와 색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순수감각적인 미적 특질이 표현되었다. Armani는 원

을 따라 교차되는 기하학적 요소인 면이 컷팅되어

부조처럼 조각조각 맞춰 디자인되어 있다. 이것은 그

의 의상에서 개성있고 입체적이며 독특한 감각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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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운의 작품 “둥근 비구상 구성”<그림 12>는 순

수한 예술로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단지

형태만 있을 뿐이다. 기본 도형인 원, 삼각형, 사각형

을 겹쳐 투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딱딱한 기하학적 구

성을 색채와 함께 부드럽게 표현한 추상회화이며,

Issey Miyake 작품 <그림 13>은, 기하학적 도형인 삼

각형의 모티브와 도형들이 겹쳐 투명하게 표현된 클

리운의 작품처럼 기존의 기학적인 형태가 느껴지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부드러운 소재와 칼라로

배합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것은 구성주의의 표현과 부분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

으며, 구조적인 라인은 꾸뛰르 감성과 어우러져 단순

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로 표출된다.

사례분석의 결과, 구조성은 전반적으로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요소들의 조화를 구조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기하학적 요소들을 부조처럼

부각시키며 돌출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반복적이고 규

칙적으로 휘어지고 접히는 구조적인 스타일로 반영

되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인한 기하학적 형태

속에서 그 도형들의 정확성과 도형간의 경계에 대한

선명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표현이 관찰된다.

4. 장식성
러시아 구성주의의 특징은 첫째,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완전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며, 둘째, 색채는 형과의 조화와 대비적인

관계로 구성을 이루며,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여 구성

된 형은 단순화되며, 잠재된 공간을 실체화시킨다.

이것은 색채가 주는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주제나 내용에 따라 색

채는 함축성을 지니며, 시각적 주목성을 고찰하여 색

상과 형태와의 조화에 따라 관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 요소는 현대패션에서 유사성이 발견

되며 새롭게 재조명되어 발전되고 있다.

리시츠키의 작품 “무제” <그림 14>는 구성주의자

들이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서만 완전

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사각형,

십자형, 원의 기하학형 형태와 곡선의 조합은 유기적

으로 연결되며 붉은 색과 검정색의 함축성있는 색채

와 함께 평면을 조립하며 공간조형을 이루었다. 색채

의 대립만으로 이미 조형적 시각효과를 얻게 되며,

이런 점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Kenzo 의상과 매칭될

수 있다.

Kenzo는 작품 <그림 15>에서 무채색이란 기본 바

탕의 드레이핑된 원단위에 곡선의 흐름과 기하학적

구성을 포인트 칼라로 사용함으로써 패턴을 단순, 강

조시키고 시선을 유도하며, 블랙과 레드라는 칼라의

사용으로 간결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리시츠키의 작품 “두 사각형 이야기”<그림 16>은

색채의 함축성이 표현되며, 기하학 형태와 색채의 조

화를 통해 확장되는 공간개념과 연관될 수 있으며,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 <그림 17>은 상

징화된 Square와 색채로 적합한 조형효과를 만들었다

고 볼 수 있다. 기학적인 요소인 사각형을 붉은 색으

로 포인트 줌으로써 면 분할이라는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색의 차이와 대조로 인해 평면의 직사각

형은 입체적으로 부각되며 공간적 깊이를 보여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식성으로 나타낸 현대패션

은 전반적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이루

며 단순하고 장식적인 표현을 제안한다. 단순한 형태

와 강렬한 색감의 대비, 그리고 기하학에 대한 호의

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흐름은 깔끔한 실루엣에 절제된 색상의

사용이며, 모노톤의 컬러와 강렬한 컬러 블록의 결합

에서 오는 장식성과 그래픽적인 컬러 융합은 구성주

의 전반에 걸쳐 보이는 절제된 형태미와 부합되어

어우러지고 있다. 색채의 함축성에 의해 시선과 형태

가 강조되었으며, 이것은 전체적인 색상의 조화이기

보다는 부분적인 면에서 집약된 색상이다. 특히 전반

적으로 블랙과 레드라는 색상에 의해 분할과 집중이

표현된다.

기하학적 형태와 색으로 평면을 조립하여 조직적

인 색채이론으로 구성된 솔직 간결한 장식성, 즉 첫

째, 강렬한 색채대비(color contrast)를 사용하고 둘

째, 선명한 그래픽적인 패턴의 색채융합(color combi-

nation)을 보여주며 셋째, 차분한 회색 톤의 색상을

통해 장식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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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동성
Hebert Read는 “조각은 변화하는 명암법과 빛의

효과에 의한 기계적인 설계와 기계처럼 움직이는 조

각, 이른바 Kinectic14) 조형물로 고안하게 되었다”라

고 보았다.15) 타틀린, 가보, 로드첸코 등 구성주의자

들은 ‘운동’을 작품 내로 끌어들였다. 가보는 기하학

적이고 구축적인 선과 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볼

륨을 지적하고, Kinectic 효과는 구조물 안에서 선들

의 움직임을 통해서 관찰된다.

타틀린의 작품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그림 18>

에서처럼 Elie Saab의 작품 <그림 19>는 공간 내에서

의 물체의 동작에 따라 비대칭적인 질서를 표현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나선형의 리듬을 선택하여

그 끝의 공간에 까지 연장되어 보이고 움직일 때 나

선형의 흐름에 따라 역동성이 보인다. 패턴 상에서는

기하학적인 면을 서로 어긋하게 대립시킴으로 율동

감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조화에서 비대칭적인

형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비대칭, 부분적인 불균

형이 율동감과 리듬감으로 표현된다.

ASNOVA(신건축가협회)의 형식적 구성주의자들

의 작품 “시각적 역동성의 실험”<그림 20>은 공간속

에서 시각적 역동성을 얻기 위해 비스듬한 구조를

이용하거나 기하학적 매스들을 서로 어긋나게 결합

한 것이다.16) Armani의 작품 <그림 21>에서도 구성

주의의 특징인 비대칭 질서를 볼 수 있는데 즉, 기하

학적 형태의 조각을 결합하여 연결되었으며 비스듬

한 구조의 비대칭적 구조를 보여주는 장식은 역동적

인 리듬을 보여준다.

사례 분석의 결과는 공간 속에서 비대칭적 질서는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시각적인 시선을 받

으며, 대상을 강조하기위해 비대칭을 선택하고자 하

였다. 비대칭은 운동방향에 따라 의상의 끝까지 연장

시켜줌으로써, 의상이 차지하는 공간을 확장시키고

동적인 균형을 느끼게 한다. 비대칭적인 디테일, 재

질감과 색상의 첨가, 비대칭적인 절개선, 그리고 비

대칭적 여밈의 드레스를 통해서 역동성을 나타내었

다. 구조적 형태의 레이어링은 비대칭적으로 표현되

어 공간속에서 시각적인 역동성을 얻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러시아 구성주의의 예술적 특징

은 현대 패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어 표현되

는지를 살려보고 패션에 나타난 각각의 미적 특성을

잘 표현한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찾아 <표 3>과 같이

분류하고자 하였다.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적 활용은 다음과 같은 현

대적 의의를 가지며, 대중성이 가지는 의의는, 과거

포토몽타주 기법을 응용한 패션은 아트적으로 표현

되며 살아있는 하나의 새로운 현실감을 창조하였다.

대중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대

중에게 부여하며 이러한 상징은 다양한 기법으로 발

전되고 있다. 사진, 사진의 테크닉인 포토몽타주 기

법에 몰두해 그 결과로 객관적인 이미지, 즉 현실의

재현적 이미지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보지 못하던

세계까지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를 표

출하였던 것이다. 패션계에서 정치적인 소리나 태도

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참여적 프로테스트(protest)

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매니페스토(manifesto)정신과

함께, 프로테스트 아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17) 또한 패션업체들은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사회기여’라는 명분으로 자사

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

자의 요구를 맞추면서 사회 참여에 동참하고 있으며,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화매체로서의 영

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간성이 가지는 의의는, 구성주의의 총체예술인

건축의 기하학적인 조형미와 그에 따른 공간은 디자

인계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공간 그 자체

가 지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형태, 구조, 장식들에

의해 공간을 구축18)하며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공간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구성주의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3차원적인 구성물이 가지는 형태를 보

여주었다. 구성주의자들의 형태를 조직하는 체계처럼

내부의 골격을 드러내는 뼈대로 된 각진 구조, 직각

형태, 단순성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 공간구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구성주의의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요

소는 인체의 변형과 과장으로 표현되었으며, 넥크라

인과 어깨를 강조한 T실루엣과 어깨와 소매를 강조

한 X실루엣 등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등장하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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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쿨루치스 G.

(1930) 5개년계획 포스터

- 러시아 미술사, p. 398.

<그림 2> 08 S/S

Vivienne Westwood-Paris

- http://www.ifp.co.kr

<그림 3> 08 S/S

Vivienne Westwood-Paris

- http://www.ifp.co.kr

<그림 4> 쿨루치스 G.

USSR is strike brigade of

the international Proletariat

- Great Russian Utopia,

p. 66.

<그림 5> 08 S/S

Mfgirbaud, Milano

- http://www.ifp.co.kr

<그림 6> 리시츠키 E.

(1919) 프룬1c

- 러시아 구성주의, p. 62.

<그림 7> 08, 09 F/W

Maison Martin

Margiela, Paris

- http://www.ifp.co.kr

<그림 8> 미투리치 P.

(1920) 구성 No.18

- 러시아미술 1863~1922,

p. 253.

<그림 9> 08, 09 F/W

Jil Sander, Milano

- http://www.ifp.co.kr

<그림 10> 클리운 I. (1914

~15)스쳐지나가는 풍경

- 러시아 구성주의,

p. 64.

<그림 11> 08 S/S

Armani, Prive, Paris

- http://www.if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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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클리운 I.

(1922~25)둥근 비구상 구성

- 러시아 구성주의, p. 65.

<그림 13> 08, 09 F/W

Issey Miyake, Paris

- http://www.ifp.co.kr

<그림 14> 리시츠키 E.

(1919~20) 무제

- 러시아 구성주의, p. 60.

<그림 15> 08, 09 F/W

Kenzo, Paris

- http://www.ifp.co.kr

<그림 16> 리시츠키 E.

(1920~22) "Here are two

squares." of Two Squares.

- El lissitzky from two

quadrants, p. 1.

<그림 17> 08, 09 F/W

Jean Charles

de Castelbajac, Paris

- http://www.ifp.co.kr

<그림 18> 타틀린 V.

(1920)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 모형

- 러시아구성주의,

p. 42.

<그림 19> 08, 09 F/W

Elie Saab, Paris

- http://www.ifp.co.kr

<그림 20> ASNOVA

(1923) 시각적 역동성의 실험

- 메트로폴리스, p. 327.

<그림 21> 08 S/S

Armani Prive, Paris

- http://www.if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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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구성의

요소

구성

주의

특징

⇨

예술

적

특성

조형기법

⇨

⇨

⇨

⇨

⇨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

표현방법
사례분석

결과

브랜드 &

디자이너

형

태

적

측

면

대상적 형태는

사회적 이념을

대중에게 선동,

선전포스터로 표현

미적 즐거움

뿐아니라 대중을

위한 예술실행

포토

몽타주

기법,

대중성,

시각성,

기하

학적

구조,

비대

칭적

구조,

색채의

함축성,

비대

칭적

질서,

공간성

기하

학적

구조,

비대

칭적

구조,

공간성

포토

몽타

주

기법

사진,

그래픽,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해

메시지 전달

대중성

대중들에게

사회적

참여유발

슬로건

전달

컴퓨터 아

트, 그래픽

실사사진,

순수회화기법

의 표현

으로 의미

전달

Mfgirbaud,

Vivienne

Westwood

비대상적 형태는

순수한 감각의

표현으로 추상

기하학적 경향

기

하

학

적

구

조

비

대

칭

적

질

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합을

통해 공간적

볼륨효과

기본도형 및

변형된

형태와 공간

조형성

공간성

각진 구조와

형태,

볼륨감있는

실루엣 형태

공간이란

부피감표현

T실루엣

(각진 실루엣),

X실루엣

(과장된

실루엣),

조각적 컷팅과

장식적

디테일배제

Jil sander,

Maison Martin

Margiela

재

료

적

측

면

물질적 형태는

실제재료들의

상호관입에 의한

시·공간적 창출

구조성

원, 삼각형,

사각형

기하학적

요소들의

조화를

구조적이며

입체적

표현

원, 삼각형,

사각형,

기하학적

형태사용,

구조적 라인과

입체적 형태,

반복적이고

규칙적 형태

Armani,

Issey Miyake

추상적 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공간적

창출

색

채

의

함

축

성

색채의 힘을

통해서

무한하게

확장하는

공간개념

제안

장식성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이루며

단순하고

장식적

표현

강렬한

색채대비

(color

contrast),

그래픽적인

색채융합

(color

combination)

Kenzo,

Jean Charles

de Castelbajac

기

술

적

측

면

기계미학적 형태는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과

기술의 융합

과학기술을 통한

표현양상

기능적 형태는

직각의 사면

체들의 복잡한

결합과 실제적인

건축적 기술로

기능적이며

미래적인 표현

비

대

칭

적

질

서

공간

내에서의

물체의

동작에 따라

비대칭적인

질서를 표현

역동성

공간내에서

시각적

역동성을

얻기 위해

기하학적인

형태의

비대칭적

표현

비대칭적

실루엣,

비대칭적

레이어링,

비대칭적

디테일 첨가

Elie Saab,

Armani

<표 3>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에 따른 현대패션에 나타난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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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한 선과 면을 미니멀한 디테일로 사용한다. 전반

적으로 라인이 피트되지 않고 수직과 수평으로 부피

감이 표현된다. 또한 색상의 사용에서도 단색과 차분

한 색감이 선택되어 단순함을 전개되었다.

구조성이 가지는 의의로는 기하학적인 구성주의의

미학을 이어받아 단순한 형태 속에는 과학기술이 스

며들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구

조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기하학의 기본인 도형과 변

형된 형태와 상호작용을 조화로 얻어지는 공간조형

성을 통해 동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점, 선, 면, 각 등

기하학의 기본이 가장 충실하게 표현되었으며, 건축

적인 미학에 따른 구조적 라인과 원, 삼각형, 사각형

의 기하학적 요소를 그대로 접목시켰으며 정확하고

절제되어 평면적인 패턴과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되

었다. 기하학적 형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장식적인 디

테일을 배제한 깔끔한 스타일로 표현했으며, 꾸밈이

없는 추상적 형태를 부각시키고 그래픽적 요소를 나

타냈다.

장식성이 가지는 의의로는, 강렬한 색감과 기하학

을 선호했던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

며, 기본적인 도형 및 변형된 형태 즉, 기하학적 조

형미와 상징적인 힘을 가진 컬러가 중요해진다.

장식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러시아 구성주의의 특

징은 첫째,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와의 조화를 통해서

만 완전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은 의

상에서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이루며 단순

하고 장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냈다. 둘째, 색채는 형

과의 조화와 대비적인 관계로 구성을 이루며, 단순한

색상을 사용하여 구성된 형은 단순화되며, 잠재된 공

간을 실체화시킨다. 이것은 색채가 주는 시각적 특성

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패션에서는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색감의 대비,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을 통해 공간을 확장시킨다. 셋째, 주제

나 내용에 따라 색채는 함축성을 지니며, 시각적 주

목성을 고찰하여 색상과 형태와의 조화에 따라 관계

를 표현한다. 의상에서는 함축성있는 색채를 선택하

여 시선과 형태는 색채를 통해 강조하였다.

역동성이 가지는 의의는, 창조된 공간속에 ‘움직임’

또한 구성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며 구

성주의에서의 움직임은 그 자체만이 표현적 요소의

역할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직접 등장시키고 적용시

켰다. 패션에서도 동역학적, 역학적 물리현상들을 도

입시켜 정적인 리듬을 거부하였으며 이것은 공간속

에서 동적인 질서와 비대칭적 구조를 통해 인식되고

표현된다. 역동성으로 표현된 패션은 공간 속에서 시

각적 역동성을 얻기 위해 기하학적 형태들을 비대칭

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비대칭적 질서에 의해 율동감

과 리듬감을 보여준다.

비대칭적인 실루엣은 시각적인 주목성을 부여하며,

전반적인 비균형에서 오는 리듬감을 표현한다. 기하

학적 형태의 비대칭적 결합은 균형과 비례를 파괴하

고 그 속에서 율동감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이 대중성, 공간성,

구조성, 장식성, 역동성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대중성은 산업과 예술의 결합으로, 사회적

이념을 대중들에게 선동하고자 표출되는 시각성, 보

편성과 연결되며, 현대에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취지

와 사회적 현상을 디자인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는

실사사진이나 컴퓨터 아트, 그래픽, 순수회화 기법 등

으로 더 쉽고, 재미있게, 아트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공간성은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간의 상호결

합을 통해 공간 조형성을 이룬다. 공간적 볼륨 효과

는, 패션에서 각진 형태와 구조로 어깨를 강조한 T실

루엣과 어깨와 소매를 과장한 X실루엣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공간감과 볼륨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각

적인 컷팅과 정확하고 측정되어진 것처럼 간결함을

관찰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구조성은 기하학적 표현을 구성하는 원, 삼

각형, 사각형의 도형과 변형된 형태와 공간 조형성이

조화를 이루어 구조적이며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다.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평면적, 입체적 형태로 표

현하였으며, 반복적이며 규칙적으로 휘어지거나 접히

는 구조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넷째, 장식성은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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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으며 그래픽적인 색채융합(color combi-

nation)과 강렬한 색채대비(color contrast)로 색채의

함축성과 시각적 주목성으로 장식성을 나타낸다.

다섯째, 공간 내에서의 물체의 동작에 따라 비대

칭적인 질서를 표현한 역동성은 전체적인 조화에서

비대칭적인 실루엣과, 비대칭적인 레이어드, 비대칭

적인 디테일을 통해 율동감과 리듬감으로 표현된다.

비대칭은 대비를 통해서, 즉 대소, 명암, 중량, 수평

과 수직, 각과 원, 평면과 입체, 폐쇄와 개방, 다색과

단색 등의 대립을 통해서 조형적인 시각효과를 나타

내며,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새로운 예술사조인 러시아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고 재조명되고 있다. 점, 선, 면, 각

등의 기본요소에 충실하며, 구성주의의 기하학적 조

형미와 상징적인 힘을 가지는 컬러가 새로운 관점으

로 관찰되며, 이러한 경향은 패션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한 시점으로 부각되고 새로운 공간 구성 방법들

이 등장한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패

션에 러시아 구성주의의 미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

해석하여 충족될 수 있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는, 구

성주의의 조형성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적

요소가 풍부하며, 앞으로도 더욱 독창적이고 감각적

인 디자인 개발에 구성주의의 조형성이 적용되고 표

현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이

현대 패션에 접목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패션

을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 결과가 구

성주의의 예술성을 확장시키고 진보적이며 창조적으

로 현대패션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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