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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s to study comparativel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nd 
maximalism in the 2000s fash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art and design. For this pur-
pose, literature survey and demonstrative analysis of fashion collection photographs were 
performed.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2000 to 20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tiveness of minimalism fashion in the 2000s is analyzed as understatement, simplicity, non 
decorativeness. The internal meanings are reduction, purity, asceticism, transcendence and practi- 
cality. Second, the formativeness of maximalism fashion in the 2000s is analyzed as enlargement, 
fusion, decorativeness, luxury and avant-garde. The internal meanings are pluralism, open mind, 
sensibility, fun and materialism. Third, minimalism and maximalism fashion in the 2000s are op-
posite when compared to each other. While minimalism pursues the nature of human being by 
ascetic approach, maximalism does it by immersing in human affairs. Within the spectrum of 
these two opposing ends, there are different degrees of expressions. Also these two trends fuse 
with other styles. As these trends express and pursue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y are ex-
pected to exist incessant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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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2000년대 패션의 특징 중

하나는 대조적인 성향의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미니멀리즘 패션이 1990년대

에 유행한 후 2000년대에는 맥시멀리즘이 부상하였

는데, John Galliano, Viktor & Rolf, Alexander Mc-

Queen 등의 컬렉션에서 거대한 볼륨, 복잡한 구성,

과한 장식, 여러 시대와 민족적, 양식적 이미지를 동

시에 섞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패션으로 나타났다.1)

맥시멀리즘 패션이 부상하는 동안 미니멀리즘 패션

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Calvin Klein과 Jill

Sander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나타났

으며, Celine, Stella McCartney의 2010 SS 컬렉션을

비롯해 다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예술 디자인 비평에서 맥시멀리즘은 주

로 ‘미니멀리즘에 반대되는 것’으로 언급되어왔고, 맥

시멀리즘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미니멀리즘은 주로

1960년대 미니멀리즘 예술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왔다.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들

도 이 논점을 따라 두 범주에서 각각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은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적 특성 이해는 두 경향을 비교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형예술 관련 선행 연구에

서 맥시멀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비교는 최근 건축에

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패션의 경우 미니멀리즘

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고2), 맥시멀리즘 관련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으

나3) 두 분야의 비교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4)

본 연구는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을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조형예술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비교 미학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미

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개념을 살펴본 뒤 예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을 사적

고찰하고, 미적 특성을 비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

로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

즘의 조형성과 내적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 방법

은 관련 서적, 논문,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

연구와, 패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컬

렉션 사진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

한다. 연구 기간은 패션에서 다양화 경향이 심화되고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이 부각된 2000년부터 2010

년까지로 한다. 본 연구는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2000년대

패션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미니멀리즘
1) 개념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소의’라는 뜻의 ‘미니멀

(minimal)’5)과 ‘주의’라는 뜻의 ‘이즘(ism)’을 결합한

미니멀리즘은 되도록 소수의 단순한 요소로 최대 효

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6) 또는 표현주의를 뜻하며

예술의 특정 사조를 말하기도 한다.7) 예술사조로서

의 미니멀리즘은 평론가 Richard Wolheim이 1965년

Art Magazine에 게재한 미니멀 아트 기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8)

2) 예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란 용어가 적용된 예술사조 미니멀

아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주로 제작되어진 추상적,

기하학적 회화와 조각을 언급하며, Jackson Pollack

등 추상표현주의의 과장된 주관적 감성과 팝아트의

천박함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조로 해석된다.9) 미니

멀리즘은 이 미술운동이 추구하는 모더니즘적인 목

표, 즉 재현된 형상과 일루젼(illusion)을 배격하고 회

화와 조각을 기하학적 추상의 본질로 회귀시키려는

경향을 표현한다.10) Donald Judd, Carl Andre, Dan

Flavin, Robert Morris, Sol LeWitt 등 미니멀 아트

작가들은 개성적인 화필, 감정, 영상, 메시지 등을 제

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술을 근본적인 형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순수한’ 익명의 효과를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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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상자나 벽돌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조

립식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작가들은 단순한 형태들

을 하나 또는 반복 배열하였고, 형태와 허공의 관계

또는 법칙에 따른 단순 형태들의 전개와 변화가 작

품의 본질이 되기도 하였다. 작품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ABC Art’, ‘Rejective Art’, ‘Cool Art’,

‘Primary Structures’ 등으로 불려 졌으며 예술 작품

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일으켰다. 미니멀 아트는

최초의 아방가르드 운동인 Suprematism, Des Stijl과

추상구성주의 회화에서 근원이 발견되며 Dada까지

연결된다.11)

디자인과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대상이 꼭 필요

한 요소들 혹은 본질로 환원되는(reduced) 트렌드를

언급한다.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건축의 근원은 De

Stijl과 Bauhaus에서 볼 수 있다. De Stijl은 개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strip down) 선, 평면 같은 기본 요

소들을 특정 방법으로 조직하여 표현하였고12), Adolf

Loos는 현대성을 ‘장식의 제거’와 동의어로 파악하였

다. 그의 개념은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에 적용

되었고 Le Corbusier 등에 의해 강화되었다.13) 건축

가 Ludwig Mies van der Rohe는 극도의 단순함을

창출하기 위한 미학 원칙을 ‘less is more’라고 하였

다. 그의 디자인은 소재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다

중의 시각, 기능, 목적들을 수행하는 효율성 추구 방

향으로 나타났다.14) ‘less is more’는 ‘form follows

function’이란 Bauhaus모토처럼, 예술적 효과는 예술

적 수단들의 과격한 절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원리

를 갖는 미니멀리스트 미학에서 중요한 문구이다. 기

능주의와 미니멀리즘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

을 드러내기 위해 여분의 것을 없애고자 하는 같은

동기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15)

디자인에서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이후 모더니

즘의 쇠퇴와 함께 영향력이 약해졌다가 1990년대에

재등장하였다. 최근 디자인 관련 연구에서는 미니멀

리즘이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기보다 복잡한 상관

구조를 갖는 가운데 ‘미니멀하다’는 요소를 지닌다고

하였다. 미니멀 디자인 경향은 표현이 절제, 단순화

되어 있고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요소로 하며 모더니

즘에서 나타났던 특성을 이어받고 있다16)고 본다. 일

부 연구는 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미니멀

리즘 스타일이 모더니즘 시대 미니멀리즘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다.17) 과거 차가운 예술이었던 미니멀

리즘은 현시대의 디자인 코드인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이 되었고, 자연으로 환원을 갈망하는 내추

럴리즘과 지역적 전통을 중요시하는 지역주의가 결

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양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고 인간 내면

의 근원적 순수성을 추구하며 스타일이 융합되어 표

현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확장된 미니멀 스

타일은 단순 기하학적 형태의 외관에 미디어 스크린

을 장착하여 풍부한 표현과 감성적 방향으로 접근하

기도 한다.

2. 맥시멀리즘
1) 개념

맥시멀리즘은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최대한의’,

‘극대의’의 뜻을 지닌 ‘맥시멀(maximal)’에 접미사

‘ism’이 붙어 형성된 단어로 ‘최대주의, 극대주의’를

뜻한다. 예술의 역사에서 맥시멀리즘이란 명칭의 사

조가 나타난 적은 없으나 1980년대에 문학비평에서

맥시멀리즘 용어와 특징이 다루어진 적이 있으며

1990년대 말 이후 건축과 디자인에서 논의되기 시작

하여 최근에는 패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18)

2) 예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역사 속 예술 운동들은 과도(exuberance)와 억제

(restraint), 또는 복잡함(sophistication)과 단순함

(simplicity)이라는 대조되는 경향을 오가며 진행되어

왔다.19) 16세기 르네상스 후기, 17세기 바로크, 18세

기 로코코 시대, 19세기 중․후반, 20세기 후반기 포

스트모더니즘 시기에 조형예술과 디자인에서 과도함,

복잡함과 지나친 장식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은 이와 맥이 이어진

다. 20세기 이전 건축과 예술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경향들은 절충주의와 예술적 기교주의로 여러 시대

와 문화, 장르의 다양한 양식 요소들의 결합을 비롯

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과장되거나 거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비교 미학적 연구

- 103 -

대 형태로 감각과 감성을 압도 또는 극대화하는 결

과물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양식은 역동적 효과와 함

께 비실용적이고 유희적, 환상적인 느낌을 주었다.20)

맥시멀리즘 경향은 20세기 들어 Bauhaus, 국제주

의 양식, 모더니즘 양식의 대두로 약화되었다가 1970

년대를 전후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다시 나타났

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

면서 장식주의, 장식 회화와 공예의 부활과 발전, 문

화의 혼합으로 인한 콜라주 효과를 만들어냈다.21)

1990년대에는 미니멀리즘의 융성으로 맥시멀리즘

경향이 약화되었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다시 맥시

멀리즘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 나타난 장

식, 과도함(excess)으로 치장된 색상과 럭셔리의 풍

부함은 관능(sensuality)으로의 회귀를 보였다.22) 예

로 디지털 미학은 요란하게 유희적이고, 이미지들을

섞는 환상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을 창조하였고

그래픽 디자인들은 여러 시대와 문화, 이미지 요소들

을 최대한 과하고 복잡하게 사용하거나 장식의 극대

화를 보여주었다.23)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도 여러

시대적 스타일, 타 문화의 이국풍이 혼합된 과도함과

장식, 럭셔리한 데카당스를 보였다. 최대 규모의 건

물들이 지어지고, 복합 재료와 다양한 선을 사용하여

복잡한 장식이 표현되었다. 또한 컴퓨터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과정에서 제시된 가능성이 실

제 건축으로 구현되었다.24)

3. 예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 비교

위에서 살펴본 예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

즘과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을 조형성과 내적 의미

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니멀리즘의 미적 특성

특정한 스타일 접근법으로서 미니멀리즘은 기능주

의, 바우하우스 등의 영향과, 이에 영향 받은 미니멀

디자인 그리고 미니멀 아트의 근원을 가진다. 즉 미

니멀리즘은 20세기 초반 모던 디자인과 1960년대 미

니멀 아트의 특성을 내포하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에 들어서면서 모더니즘 시대의 미니멀리즘과 차이

를 보이게 되었다.

20세기 초 모던 디자인의 특성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단순함(simplicity)을 창출하기 위해 여분의

것, 장식을 제거하고 조형 기본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추구한 것이다. 미니멀 아트의 미

적 특성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앞에서의 고찰

과 선행연구25)를 통해 재정리하면 조형성은 단순성,

반복성, 사물성, 공간성으로, 추구한 의미는 환원성

(reduction), 순수성, 금욕성으로 볼 수 있다. 작가의

개성을 배제한 순수 익명의 효과를 위해 기하학적

형태, 깨끗하고 장식 없는 단순한 외관을 추구한 경

향은 단순성이다. 작품에서 단순 형태들을 반복 배열

또는 전개한 반복성은 결정된 중심이 있거나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시된 표현이 있지 않은 특성을 실현시

키고자 사용되었다. 사물성은 3차원적 요소를 도입하

여 작품 자체를 특수 오브제, 즉 사물(事物)로 인식

하게 하는 것이다. 공간성은 시각이 외부로 확장되는

작품, 관객과 전시 공간의 복합 관계에 의한 것으로

감상자의 시각을 넓혀주고 몰입되게 함으로써 작품

에 생기를 부여한다. 미니멀 아트는 이러한 조형적

특징을 통해 대상을 본연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추구

하여 작품은 형태나 색채 그 자체 외에 아무것도 의

미하지 않게 된다. 환원성은 작품에 대한 본질적인

체험을 유발시킨다.26) 이 체험은 ‘형태의 단순함이 반

드시 경험의 단순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Robert

Morris의 언급27)처럼 사물의 정수에 몰두하여 관심

을 쏟을 수 있게 한다.

최근의 미니멀리즘은 여러 영역에서 금욕주의

(asceticism)에 의해 표현되는 특정 스타일을 말하는

데28) ‘축소 지향’의 미학적 접근을 통해 순수성과 본

질, 초월성을 지향한다. Kenneth Baker는 미니멀리

즘을 개인주의가 주된 축이 되는 물질주의의 넘침에

대한 반대급부로 간주하였다.29) 이는 문학에서 미니

멀리즘 작가가 초월하여 존재해 있는 것, 현재 상태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창조점으로 삼아 초월성을

지향30)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니멀리즘은 근원적 특성에

서 나아가 여러 스타일이 융합, 확장되기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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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

맥시멀리즘은 과거 조형예술에서 과한 장식, 과도

함, 거대함을 추구하던 경향이 20세기 들어 단절되었

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시 나타나고, 2000

년대 들어 더 심화되고 다양하게된 것이다. 2000년대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에 대해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비평가

Charlotte Rivers31)는 그래픽 디자인에 나타난 맥시

멀리즘을 재료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감각을 극대화

하는 감각(sensuality), 라이프스타일과 상품에서 추

구하는 럭셔리(luxury), 장식 요소, 수공예와 기술을

활용하는 장식(decoration), 상상으로 디자인하는 환

상(fantasy)이라 하였다. 건축가 Aurora Cuito는 맥

시멀리즘이 새로운 복잡, 극단의 스타일(new com-

plex, extremist style)이며 절충적 모더니티(eclectic

modernity)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수용한다 하였다.

맥시멀리즘은 모호(ambiguities), 긴장(tension), 질서

를 거스르는 것(transgressive orders)을 추구하는 개념

적, 기술적 도구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다.32) 또한 Cuito는 조형예술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을 과장(overstatement, extravagance), 과잉(excess),

퓨전(fusion), 장식의 넘침, 비합리적 또는 불가능한

형태, 감각의 풍부함, 새로움 및 과도한 즐거움으로

설명하였다.33) 맥시멀리즘 공간의 표현 특성에 대해

김정연 외34)는 여러 정체성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다

문화, 서로 다른 요소들의 융합인 혼용(mix &

match), 극단적 쏠림현상과 극대화로 인한 데포르마

시옹(deformatation), 순환과 반복적 트렌드의 흐름

과 함께 나타나는 감각적 정서의 표현이라 하였다.

박은경35)은 건축, 디자인과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

즘의 조형성을 퓨젼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으로,

내적 의미를 유희성과 인간성 회복으로 들었다. 김현

진·이은숙36)은 맥시멀리즘의 유형을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의 확대과장성, 화려함과 강조 등의 장식성,

그리고 다양성, 복잡성, 독특성을 표현하는 혼합성과,

불균형, 왜곡성, 운동감의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맥시멀리즘의 특성

을 종합하여 재정리하였다. 첫째, 거대하고 과도한

확대성, 둘째, 럭셔리하거나 장식에 치중하는 장식성,

셋째, 복잡하고 다원적인 혼용과 믹스의 혼합성, 넷

째, 환상, 불가능하거나 왜곡 등 비합리적 형태를 추

구하는 아방가르드성이다. 이 유형들은 극단의 스타

일로 나타나며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축적될수록 보다 많은 요소들을 포함

하고 확장된다. 맥시멀리즘은 이런 조형성을 통해 다

양한 역사, 문화와 세속적인 것의 적극적인 포용, 기

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유희성, 감정

과 감각, 물질주의, 다원주의, 탈 중심적 열린 사고,

인간 행복을 추구한다.

John Barth가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에 대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의 은총에 이르는 두 가

지 반대되는 길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없음

의 길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관심사에 몰

입하는 긍정적인 길을 통해서였다.’37)고 하였듯이 미

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은 인간 행복을 위해 노력하

는 반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이 절제와

금욕적인 접근으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맥시

멀리즘은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는 접근을 통해 감정

적, 감각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미적 특성을 보

인다. 또한 200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두 경향

모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니

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미적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Ⅲ.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www.style.com과 www.first

viewkorea.com, www.style.co.kr 등의 패션 전문 사

이트에서 ‘minimal, minimalism, 미니멀리즘', ‘maximal,

maximalism, 맥시멀리즘' 의 검색어로 컬렉션을 검색

하였다. 그 결과 ‘minimalism’은 컬렉션 기사가 다수

검색되었으나, ‘maximalism’은 소수 검색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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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조형

예술·

건축·

디자인

의

역사적

흐름

20세기 전반기 모던

디자인, 기능주의,

바우하우스,

국제양식의 영향

장식제거/ 기본요소

사용, 단순화

대상 본질 추구

효율성

미니멀 아트(1960년대)

기하학적 형태(추상)/

단순성(조형요소 최소화)/

반복성(비관계성)/

사물성(총체적 인식)/

공간성(작품과 관람자간

관계)

추상의 본질 추구(환원성),

금욕성, 순수성

1990년대 미니멀리즘

단순성, 산업적 재료 사용, 수공예 부재

엄격한 축소, 순수한 구성, 환원성

21세기 미니멀리즘

동양, 자연, 하이테크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기도 함.

르네상스후기~19세기 건축과 예술

거대, 과도함/ 지나친 장식, 기교주의/

혼합, 융합, 절충/ 감각, 감정효과/

비현실, 반 합리주의

인간중심, 인간적 욕구 추구,

물질주의 표상

1970말 - 80년대

포스트모던 건축, 디자인

장식주의, 문화적 혼합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자인, 건축, 예술

--> 21세기 맥시멀리즘

미학

원칙

less/ small is more

작은 것이 아름답다

more/ big is more

큰 것이 아름답다

특성 /

키워드

· 모더니즘 사고에서 시작,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연결.

· 금욕적인 스타일, 대상이 본질로 환원되는 것을 추

구하는 트렌드, 접근법

· 21세기에는 타 트렌드와 융합 시도

· 모더니즘 이전 역사적 양식과 연결. 포스트모더니

즘 시대에 융성. 2000년대에 심화

· 과장, 다양, 장식, 왜곡 등을 통한 실험적 디자인

과 인간 본연의 감성 추구 트렌드, 접근법

조형성 의미 조형성 의미

표현 절제

순수한 구성, 단순성

산업적 재료 선호

수공예 부재

비장식성

환원성(대상 본질 지향)

순수성

금욕성

초월성

정신 추구

실용성

확대성

혼합성

장식성, 럭셔리

아방가르드

감정, 감각 지향

탈중심적 열린사고

다원주의

유희성

물질주의

understatement, restraint, austerity, reduction, strip

down, pare down/ simplicity, economize/ purity,

refine, classism/ lack of embellishment/

functionalism, practical

excess, extreme, overstatement, exuberance/

complex, variety, fusion, plurality/ ornament,

decorative, embellishment, sophistication, luxurious,

sumptuous/ emotion, sensuality, sensual, tell a

story, produce need, wants/ caprice, tensions,

transgressive orders, ambiguity

인간 행복 추구

<표 1> 예술과 디자인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특성

통해 아직까지 maximalism이라는 용어가 minimal-

ism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추가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에서 언급되었던 맥

시멀리즘 관련 단어인 ‘excess, exaggerated, 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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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ed, ornament, sensual, fusion, multicultural’

등의 검색어로 컬렉션을 검색한 뒤, 패션을 전공한 3

명의 전문가가 맥시멀리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컬

렉션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미니멀리즘도 관련 단

어인 ‘pare down, reduction, simple, practical, aus-

terity' 등의 검색어로 재검색하였다. 또한 패션 잡지

기사와 선행연구에서 미니멀리즘이나 맥시멀리즘 사

례로 든 컬렉션도 참고 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전반적 경향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미니멀리즘이 약해

지는 대신 맥시멀리즘이 증가하였고, 중반 이후 미니

멀리즘이 다시 부각되는 동시에 맥시멀리즘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흐름은 대표적인 디자이너들

외에도 많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이 단순해지거나,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동시대성을 띠고 있었다.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는 Calvin Klein,

Jil Sander이며, 거의 지속적으로 미니멀리즘 패션을

선보였다. Narciso Rodriguez도 비교적 많이 실용적인

미니멀리즘을 표현하였다. 2010년에는 Celine, Stella

McCartney 등이 클린(clean)한 미니멀리즘 패션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맥시멀리즘은 Alexander McQueen,

Christian Dior, John Galliano, Viktor & Rolf가 대표

적이다.

한편 Prada 2005 FW 컬렉션, Lanvin 2006 SS,

2008 FW 컬렉션, Hussein Chalayan과 Yves Saint

Laurent 2010 SS 컬렉션 등에서는 미니멀한 디자인

과 장식적인 디자인이 한 컬렉션에서 동시에 제시되

기도 하였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브랜드 아이덴티

티로 가진 Jil Sander나 Calvin Klein의 경우 원 디자

이너가 떠나고 뒤를 이은 디자인 팀이나 새로운 수

석 디자이너에 의해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이에서 다

소 벗어나는 시도가 한 컬렉션에서 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예로 Calvin Klein 2005 FW 컬렉션에서

Francisco Costa는 자신의 디자인 성향과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브랜드 고유 정체성과 결합을 꾀하였는데

이후로도 이런 경향을 보였다. 2009 FW 컬렉션을

비롯하여 Jil Sander 브랜드도 Jil Sander와 디자인

팀, 후속 디자이너 Raf Simmons에 의해 미니멀리즘

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과 디자이너의

새로운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하였다.

2. 미학적 특성 비교
1) 미니멀리즘 패션의 미적 특성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1960년대와 1990년대 미니

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주로 1960년대 미니멀 아트

의 특성에 근거하여 환원성,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물체성, 환경성, 순수성 등으로 언급하였다.38) 한편

국내 패션 전문 정보 사이트39)는 1990년대 미니멀리

즘 패션을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편안, 간결한 데이웨

어 스타일을 총괄하는 개념(Practical Minimalism)이

라 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고찰한 디자인과 예술

의 미니멀리즘 특성을 참고하고, 현대 패션에서 미니

멀리즘은 20세기 모던 디자인 사고에서부터 시작되

었다는 관점40)과 의견을 같이 하여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해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은 현대 디자인과 패션

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기능적, 실용적 측면과, 미

니멀 디자인과 아트가 추구한 대상 또는 추상의 본

질로의 순수한 환원이라는 두 맥락이 결합되어 나타

났다 할 수 있다. 즉 프랙티컬 미니멀리즘과, 보다

더 개념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으

며 이 두 맥락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한

쪽으로 더 치우쳐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1>41), <그림 2>42), <그림 3>43), <그림 4>44)

는 포켓, 칼라(collar), 단추 등의 기본 디테일이 있는

실용적인 의상으로 프랙티컬 미니멀리즘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무늬 있는 원단의 사용을

절제하였고 디테일도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였다. <그

림 4>의 경우 바지의 허리와 옆선 장식도 엄격하게

통제된 느낌으로 가미하였다. <그림 5>45), <그림

6>46), <그림 7>47), <그림 8>48) 의상들은 칼라, 소매

등의 기본 디테일까지도 생략되어 극도로 절제된 예

를 보여준다.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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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SS FW SS FW SS FW

min
Calvin klein
Jil sander

Calvin Klein
Calvin Klein
Jil sander

Alessandro
Dell'Acqua
Calvin Klein

Calvin Klein
Narciso

Rodrigues

Calvin Klein
Hermès

max
John Galliano

Junya
Watanabe

Christian Dior
Roberto Cavali
Viktor & Rolf

Arcadius
Christian Dior
Viktor & Rolf

John Galliano
Viktor & Rolf

2003 2004 2005

SS FW SS FW SS FW

min Calvin Klein
Calvin Klein
Narciso
Rodrigues

Hermès Jil Sander
Calvin Klein
Narciso
Rodrigues

Calvin Klein
Jil sander
Kenneth Cole
Narciso
Rodriguez
Prada

max
John Galiiano
Maskrey

A. McQueen,
Viktor & Rolf

John Galliano

A. McQueen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John Galliano

Ashish
A. McQueen
John Galliano

Viktor & Rolf

Basso & Brook
Roberto Cavali
Kenzo

2006 2007 2008

SS FW SS FW SS FW

min

Calvin Klein
Chaiken
Chalayan
Lanvin
Narciso
Rodrigues

Jil Sander
Jil Sander
Luca luca

Calvin Klein
Jil Sander
Versace
Vionnet

Calvin Klein
Helmut

Lang(resort)
Jil Sander

Calvin Klein
Jil sander
Lanvin
Narciso
Rodriguez

YSL

max
Basso & Brook

Balenciaga
A. McQueen
Gareth Pugh

A. McQueen
Basso & Brook

Balenciaga
John Galliano
Margiella

Viktor & Rolf

Balmain
Dreis Van
Notten
Vivienne
Westwood

Anna Sui
Gareth Pugh
Wunderkind

2009 2010

SS FW SS FW

min
Calvin Klein
Jil sander
Y-3

Calvin Klein
Jil Sander
TSE

Calvin Klein
Chalayan
Celine
Chloé

Jil Sander
Michael Kors
YSL

Calvin Klein
Celine

Jil sander
Lanvin

Max Azria
Michael Kors
Stella McCartney

max Viktor & Rolf Peter Som

A. McQueen
Givency

Louis Vuitton
Viktor & Rolf

A. McQueen
Balmin

Blumarine
Dries Van Noten
Dolce & Gabanna

Lanvin
Mary Katrantzou

Pucci
Rodarte

Roberto Cavalli
Viktor & Rolf

<표 2> 2000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굵은 글씨는 대표적인 컬렉션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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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lvin Klein

2000 SS

- http://www.style.com

<그림 2>

Kenneth Cole

2005 FW

- http://www.style.com

<그림 3>

Jil Sander

2007 FW

- http://www.style.com

<그림 4 >

Celine

2010 SS

-http://www.style.com

<그림 5>

Narciso Rodriguez

2003 FW

- http://www.style.com

<그림 6>

Jil Sander

2007 FW

- http://www.style.com

<그림 7>

Stella McCartney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8>

Chloé

2010 FW

- http://www.style.com

리스 미니 원피스를 비롯한 의상들은 순수한 오브제

같이 정제되고 환원된 느낌을 준다.

미니멀리즘 패션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액세서

리도 분위기 표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헤어스타일

은 올백(all back) 스타일이나 스트레이트 스타일, 뒤

에서 하나로 묶는 스타일로 정결함을 강조하거나 자

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내추럴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메이크업도 내추럴 스타일, 은은하고 정갈한 스타일

부터 도시적인 깔끔한 메이크업까지 표현되었다. 액

세서리는 자제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림 1>~<그림 8>의 사례들은 ‘미니멀리즘 패션이

깨끗한 라인과 표면 장식의 결여가 강하며 장식이

있어도 그것은 구조나 구성의 수단이어야 함’49)을 비

교적 잘 보여준다. 완벽한 재단과 고급소재 사용에

의한 럭셔리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200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의 일부는 앞선 시

대의 미니멀리즘 패션과 차이가 있으며 변화를 보여

준다. 예로 <그림 9>50), <그림 10>51), <그림 11>52)처

럼 소재나 색상, 디자인이 절제되어 전체적으로 미니

멀한 느낌을 주지만, 길이나 볼륨이 확장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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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2>53)에서 상의 가운데 프린트를 찍은

것처럼 부분적으로 장식을 하거나, <그림 13>54), <그

림 14>55) 같이 그러데이션 염색, 표면 텍스추어의 변

화 등으로 흥미를 끌 요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옷

의 라인도 엄격하게 떨어지는 대칭, 직선, 기하학적

느낌만이 아니라 <그림 7>, <그림 15>56), <그림 1

6>57)처럼 부드러운 곡선, 유기적으로 변형된 라인,

비대칭 선들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그림 1

7>58), <그림 18>59)처럼 옷의 일부를 지퍼로 오픈되

게 하거나 컷 아웃(cut out)하여 관능성을 보여주었

다.60) 소재도 면, 리넨, 울, 가죽 등 표면이 비교적

단순한 재질부터 고광택 실크, 비닐, 표면에 독특한

재질감이 있는 것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미니멀 아트나 디자인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요소

나 동일 무늬의 반복은 200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에

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니멀 아트에서 금속, 플

라스틱 같은 산업적 재료를 사용하였던 것은 패션의

경우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재의 표면 변화를

주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소재를 개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미니멀리즘은 전개가 다양하

여 자연주의 미니멀리즘, 도시적인 미니멀리즘61), 클

리니즘(cleanism)이라 해석되거나62), 하이테크 기술

을 활용한 소재를 통해 의상 이라기보다는 미니멀

아트처럼 디자인된 오브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한다.63) 종합하면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미

니멀리즘은 단순, 절제된 표현을 통해 실용성 뿐 만

아니라 환원성, 순수성, 초월성, 금욕성, 정신성의 의

미를 추구한다. 예로 Celine 2010 FW 컬렉션에 대한

패션 비평의 키워드들은 “clean, sharp, strict, re-

duced” 등 이었다.64) Calvin Klein의 수석 디자이너

Francisco Costa는 “미니멀리즘은 거의 정신적인 것

(spiritual)이다. 그것은 균형, 완벽, 순수를 위한 탐구

이다.”65)라고 밝힌 바 있다.

2) 맥시멀리즘 패션의 미적 특성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시멀리즘 패션의 표현

을 유형화하고 의미를 분석하거나66),맥시멀 룩을 하

위 스타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는데67) 유형과

스타일의 범주가 혼용된 채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형

은 확대성, 과장과 집중, 이접과 혼재, 퓨전성, 혼합

성, 장식성, 환상성, 비구조성, 아방가르드, 왜곡과 변

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었다. 스타일은 에스닉,

멀티 에스닉, 레트로, 로맨틱, 글리터링, 퓨처리즘, 엘

레강스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의미는 독특함,

새로움, 사치, 향락, 쾌락, 감각성 추구, 탈 중심적 열

린 사고, 다원주의, 크로스오버, 복고, 유희성, 인간성

회복 등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와 2장에서 고찰한 디자

인과 예술의 맥시멀리즘 특성을 참고하여 패션에 나

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재분류하였다.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범주는 첫째, 거대 규모로 확장하거나

과장, 과잉을 나타내는 확대성, 둘째, 이접과 혼재,

복잡 다원적 혼용의 혼합성이다. 셋째, 럭셔리하거나

장식에 치중하는 장식성, 넷째, 비합리적, 왜곡, 환상

의 아방가르드성 이다. 내적 의미는 탈 중심적 열린

사고, 다원주의, 물질주의, 유희성, 인간 행복의 추구

이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대 맥시멀리즘 패션을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9>68), <그림 20>69), <그림 21>70), <그림

22>71)는 극단적으로 과장된 볼륨과 복잡한 디테일

사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겹겹이 사용된 러플과

플리츠 장식 및 의복의 실루엣은 통상적인 규모를

넘어 극도로 과장되었다. 이렇게 인체의 선을 무시하

고 왜곡 확장된 의복은 비구조적인 아방가르드 특징

을 보인다. 또한 <그림 20>과 <그림 21>은 다양한 패

턴들을 믹스했으며 헤어 메이크업과 장식도 여러 테

마가 혼재된 혼합성을 보인다. <그림 20>의 경우 연

극 무대 화장, 가부키 마스크, 광대의 화장과 1950년

대 테디보이(teddy boy) 헤어스타일이 혼합되었다.

<그림 21>은 높이 쌓아올린 헤어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여우 꼬리, 은색 장식, 미니어처 주방용품으로

장식하고 꽃무늬 스카프와 모자를 썼다. 가슴 부분에

도 에스닉한 동전을 비롯한 각종 장식으로 재미있으

면서 스펙터클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23>72), <그림 24>73), <그림 25>74), <그림

26>75)은 다양한 패턴과 테마, 소재, 디테일이 복잡하

게 혼합된 혼합성을 보여준다. <그림 23>은 안락한



服飾 第62卷 8號

- 110 -

<그림 9>

Jil Sander

2006 FW

- http://www.

style.com

<그림10>

Versace

2007 FW

- http://www.

style.com

<그림 11>

TSE

2009 FW

- http://www.

style.com

<그림 12>

Jil Sander

2005 SS

- http://www.

style.com

<그림 13>

Clavin Klein

2010 SS

- http://www.

style.com

<그림 14>

Jil Sander

2010 SS

- http://www.

style.com

<그림 15>

Jil sander

2009 FW

- http://www.

style.com

<그림 16>

Azria

2010 FW

- http://www.

style.com

<그림 17>

Chalayan

2010 SS

- http://www.

style.com

<그림 18>

Michael Kors

2010 SS

- http://www.

style.com

유년기 기억으로 회귀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험 같은 컬렉션 의상이다. 장식적 프롬 드레스에

아빠의 커다란 가디건과 꽃 모양 우산을 매치하였고

얼굴과 목에는 어린아이가 물감으로 장난한 듯 원색

의 물감이 뿌려져 아이 눈높이에서 즐겁게 이것저것

매치를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76) <그림 24>는 거대한

모자와 플라운스 등 과장된 실루엣, 활기 넘치는 싸

이키델릭 멀티 컬러, 립스틱, 거울, 장미, 악보, 피아

노 건반, 폴카 도트 등의 멀티 프린트로 복잡한 혼합

을 보여준다. <그림 25>는 거대한 아프로(Afro) 헤어

스타일에 스포티, 밀리터리, 쿠튀르 분위기, 미국 원

주민 장식기법 응용, 메탈릭, 글리터링한 소재 및 여

러 아이템 레이어링 등 다양한 테마와 아이템이 혼

합된 컬렉션의 의상이다.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느

낌을 준다.77) <그림 26>은 몽유병을 테마로, 수공예

와 시골풍 순진무구한 느낌을 혼합한 컬렉션 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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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Junya Watanabe

2000 FW

- http://www.

firstveiwkorea.com

<그림 20>

Christian Dior

2004 FW

- http://www.style.com

<그림 21>

John Galliano

2004 FW

- http://www.style.com

<그림 22>

Viktor & Rolf

2010 FW

- http://www.style.com

<그림 23>

John Galliano

2000 FW

- http://www.style.com

<그림 24>

Basso & Brooke

2006 SS

- http://www.style.com

<그림 25>

Louis Vuitton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26>

Rodarte

2010 FW

- http://www. style.com

다. 다양한 체크 소재, 꽃무늬 쉬폰과 빈티지 레이스,

번 아웃 벨벳, 양탄자 조직, 진주 장식, 크로셰 니트,

가죽과 염소 털, 프린지 등 다양한 소재가 장식적으

로 혼합되었다. 신발의 굽은 녹아내리는 양초 모양으

로 디자인되어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느낌을 준다.

럭셔리하고 장식적인 디자인 예는 <그림 27>78),

<그림 28>79), <그림 29>80), <그림 30>81)에서 볼 수

있다. 고가의 고급스럽고 화려한 소재들의 사용과 섬

세한 수공예 장식을 보여준다. <그림 27>은 화려한

소재와 비딩 장식, 모피, 깃털을 넘치게 사용하였다.

나폴레옹 황제시대가 영감의 소재였던 컬렉션의 의

상 <그림 28>은 귀족적인 화려함과 고급스런 섬세함

을, 네오 바로크 분위기의 <그림 29>는 섬세한 레이

스와 자카드, 실크 소재들을 정교한 솜씨로 패치워크

하여 럭셔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디자이너 Nicolas

Ghesquière는 건축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 날카로움

과 장식주의라는 상반된 것의 결합을 “baroque rock

star”로 시도하였다. <그림 30>은 중세시대 예술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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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Cavali

2001 FW

- http://www.style.com

<그림 28>

Dolce & Gabanna

2006 FW

- http://www.style.com

<그림 29>

Balenciaga

2006 SS

- http://www.style.com

<그림 30>

McQueen

2010 FW

- http://www.style.com

<그림 31>

John Galliano

2000 FW

- http://www.style.com

<그림 32>

Gareth Pugh

2006 FW

- http://www.style.com

<그림 33>

Viktor & Rolf

2007 FW

- http://www.style.com

<그림 34>

A. McQueen

2010 SS

- http://www.style.com

과 아름다움의 탐색과 Alexander McQueen의 과거

컬렉션 요소들이 결합된 컬렉션의 의상이다. 이 컬렉

션은 대천사들과 중세시대 예술가 Bosch의 그림 속

악마들의 디지털 프린팅을 자카드 패브릭으로 만든

장식적인 소재를 우아한 실루엣과 조화시켜 중세시

대 마돈나와 비잔틴 황후의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겹

겹이 레이어드된 스커트 하단 금박을 입힌 섬세한

자수와 황금 깃털들로 만든 재킷은 환상적인 느낌까

지 준다.

전위적인 아방가르드성을 보여주는 예는 <그림

31>82), <그림 32>83), <그림 33>84), <그림 34>85)이다.

<그림 31>은 마치 새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새 모

형의 바디에 깃털 장식 부츠를 신고 어린아이의 물

감 장난 같은 바디 페인팅을 선보였다. <그림 32>는

퍼포먼스 아트 같은 패션쇼를 선보인 Gareth Pugh

의 의상이다. 얼굴을 검게 칠한 모델이 거대한 방울

장식 모자와 손 장식을 하고 검은색 바디 수트를 높

은 플랫폼 닥터 마틴 슈즈와 함께 착용하였다. 이렇

게 유치하고 장난스러운 것에 시간과 돈을 쏟아 붓

는 터무니없음과 함께 그는 반항적인 영국식 기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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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less is more more is more

원형 다른 스타일 수용 최대한으로 추구

조형성

절제성 understatement, pare down

단순성 simplicity

비장식성/럭셔리 non-decorativeness /luxury

과장성/확대성 extreme/enlargement

혼합성 fusion

장식성/럭셔리 decorativeness /luxury

아방가르드성/환상 avant-garde, fantasy

내적

의미

환원성 reduction(인간의 본질로 환원, 대상 본질 지향)

순수성 purity

금욕성 asceticism(정신적인 것 추구)

초월성 transcendence

실용성 practicality

탈중심적 열린 사고 open mind

다원주의 pluralism

감각성 sensibility

물질주의 materialism

유희성 fun

인간 행복 추구를 위한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접근법, 디자인

<표 3> 2000년대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 비교

이 소멸되는 것 같던 런던 디자인에 새로운 놀라움

으로 등장했다.86) <그림 33>의 컬렉션에서는 모델들

이 거대하고 무거운 네덜란드 나막신 하이힐을 신은

채, 머리 위로 높이 솟은 무거운 철제 장치와 조명,

스피커들을 어깨로 지지해야 했다. 사람들 모두가 자

신만의 상상의 패션쇼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걸어

나가는 지를 표현하고자 한 디자이너들의 개념은87)

기존 패션쇼에서 의상을 제시하는 것을 벗어나 극단

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림 34>와 같이 Alexander

McQueen은 미래세계의 생태학적 붕괴라는 묵시론

예언을 참고하여 컬렉션을 구상했다. 모델은 파충류

패턴이 디지털 프린트된 의상과 태고의 환상적 바다

괴물의 머리 같은 그로테스크한 신발을 착용했다. 여

성과 바다 생물의 생물학적 하이브리드를 시각화 한

것 같은 이 컬렉션은 그로테스크 하면서도 환상적이

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맥시멀리즘 패션의 여러 유형들

은 유형마다 극단의 스타일로 나타나며 서로 혼합되

기도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축적될수록 보다 많

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확장된다. 내적 의미는 탈 중

심적 열린 사고, 다원주의, 물질주의, 유희성을 통한

인간 행복의 추구이다.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합리적

인 인체와 의복의 관계를 넘거나 환상적 이미지까지

추구되는 것은 고정 개념과 경계를 넘어 끝없이 새

로움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며, 억압되지 않

은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적으로 맥시멀리즘 패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

하고 동시에 여러 문화와 범주를 넘나들며 감성과

감각, 화려함, 자극, 즐거움, 새로움을 최대한으로 추

구함으로서 삶 속 세속적인 것의 자유로운 향유를

통해 인간 행복을 추구한다.88)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은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근본으로 하는 반대 경향의 접근법이다. 미니

멀리즘이 절제하는 접근으로 실용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맥시멀리즘은 보다 세속적인 것으

로의 접근을 통해 감정적, 감각적, 물질적인 것을 추

구한다.

200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은 실용성, 순수성,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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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금욕성, 본질, 인간의 정신적․내면적인 것을 추

구한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실용성, 본질 추구가

확장되면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 가능한 패션,

시간을 초월하는 영속성 추구로 연결되며, 이는 ‘비어

있음’의 미학으로 연결된다.89) 2000년대 맥시멀리즘

패션은 탈 중심적 열린 사고, 다원주의, 물질주의, 유

희성을 통한 인간 행복을 추구한다. 맥시멀리즘 패션

은 모든 범주를 넘나들며 모든 것을 혼합하고 최대한

으로 추구하는 ‘넘치는’ 미학을 실현한다.

예술과 디자인에서처럼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은 상대적으로 반대인 미적 특성을 보인다. 예로

절제와 순수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값싼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럭셔리한 고급의

질을 추구한다.90) 맥시멀리즘이 럭셔리와 수공예 장

식의 극한을 추구하더라도 키치 느낌을 줄 때도 있

다.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0년대

패션에는 서로 반대의 극점을 지향하는 미니멀리즘

과 맥시멀리즘 표현이 동시에 공존하며 두 극단 사

이에서 표현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원형의 강한 특징이 여러 다른 스타일과 결합하

면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두 가지 경

향이 한 컬렉션이나 의상에 동시에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패션을 비교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V. 결론
2000년대 패션은 다양한 트렌드와 스타일이 혼재

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 추구하는 상반되는 미학적

접근 방향인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의 공존은

2000년대 패션의 특징을 잘 설명해준다. 미니멀리즘

은 현대 패션 이후 지속적으로 패션의 근본이 되어

왔으며 필요한 시점에는 회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왔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것을 융

합하여 변해 온 점은 맥시멀리즘의 특성과도 연결된

다 할 수 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은 대체적으로

단순 형태와 디테일 및 장식, 무늬의 절제, 중성적인

색채 또는 단일 색, 소수의 색 사용을 통해 복식과

인체의 순수미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이너에 따라 볼

륨감을 부여하거나 유기적인 라인, 부분 장식 등을

보여주는 변화가 있다. 또한 에스닉, 젠 스타일, 관능

성, 퓨처리즘과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환경 친화적 시

각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그 근본에는 항상 실용성

강조가 있으며, 때로는 예술작품 같이 순수 오브제에

가깝게 나타나기도 한다. 2000년대 미니멀리즘은 과

거 모더니즘 시대 양식이 단절되었다가 유행의 반복

으로 재등장 했다 하기 보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흐름이 지속 되면서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맥시멀리즘

은 현대 이전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다. 미니멀리즘

처럼 맥시멀리즘도 인간의 본성으로 항상 잠재해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

리즘은 실루엣과 장식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여러 색

상과 무늬, 소재, 시대, 이미지, 감각이 복잡하게 섞

여 새로운 이미지가 창조되고 극대화된 감성 지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희성, 감각성 추구, 탈중심

적 열린 사고,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에 공존하고 있는 미니멀리즘

과 맥시멀리즘 패션 두 극단 사이에서 표현의 정도

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경향이 한 컬렉션

이나 의상에 동시에 표현되기도 한다.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적 본성을 반영

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다양화된 패션 트

렌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로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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