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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ir style takes a large part in emphasizing to the appearance and the effect of image trans-
formation with fashion to the modern people whose competition is appearance in 21 centur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the exchange of the life style. Image creation 
which correspond to T.P.O is needed and style-up is also required in modern costume, as the 
coordination for special day is routinized. In this study, the expression of a fine and organic line 
shown as a motive in Art Nouveau style's works is applied to style-up design and a new view 
sight to the style-up design through the art history is suggested with developing style-up design 
to satisfy the upgraded customer's requirements. The feminine beauty is appeared as a various 
image by applying style-up design from Art Nouveau style through this study. and the infinite 
possibility to the design development can be found with activated motive of Art Nouveau. These 
Art Nouveau trend will be a foundation to the inspiration of high artistic design and will be 
helpful to the aesthetic satisfaction of the elegance modern people. Therefore, I hope this study 
will be a fundamental data for creative development of hair design through the art history which 
may be for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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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고대로 부터 현재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변화하며 발전하여 왔고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개성화 · 다양화가 요구 되고 있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표현하는 신체의 한 부분인

모발은 얼굴 전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

으로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장식의 기능을 하며 사회

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 시대적 상황이나 사

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양식 그리고 개인의 미적

감각에 따라 달리 표현 된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과 더불어 문화적 향유가 증가하면서 Time, Place,

Occasion에 적합한 이미지 연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어스타일의 연출에 있어서도 과거 특별한 날에 하

던 업스타일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다양한 파티문화

가 일상화 되면서 전통한복이나 웨딩드레스, 예복뿐

아니라 현대 의상에도 활용 되어질 수 있는 실용적

인 업스타일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현대인은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을

통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한

다. 또한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업스타일 디자인의 개발

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예술사를 바탕으로 한 디

자인 연구는 헤어스타일의 예술적 표현에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이너의 손끝을 통한 조형예술

로 아르누보의 수공예적 경향과 일치하며 자연미를

강조하고 유기적인 선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누보적

스타일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연을 동경하는 현대인의

니즈와도 많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특히 헤어 디자인

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아르누보적 성격은

현대에 와서 다양한 형태와 결합하여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되고 있다.

아르누보 양식에서 보여지는 부드러운 곡선, 비대

칭적인 구조, 자연주의적이고 여성적인요소를 업스타

일 디자인에 응용함으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

으며 아르누보 양식을 모티브로 한 예술적이고 다양

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아르누보라는 예술사를 통한

업스타일 디자인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업스타일의 기술적 가치와 아르누보 양식의

예술적 측면을 조화시킨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을 살린

업스타일 디자인 개발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전문서적을 통해 아르누보 양식

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기적인 선이 표현된 아르누보

의 대표적 작품에 관하여 고찰한다.

둘째, 업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요소

와 다양한 표현기법을 연구하고 정리한다.

셋째, 상기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업스타일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아르누보 양식의 유기

적인 선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업스타일 디자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작품의 제작에서는 각각의 모티브

가 되는 아르누보 작품에 대해 고찰하고 디자인 의

도, 제작과정, 작품사진 등으로 정리 하여 업스타일

디자인 작품의 의도한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업스타일

1) 업스타일의 정의

업스타일은 다양한 이미지 표현방법 중 여성을 가

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는 조형예술 형식으로 최고

의 스타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욕구에서 본질을 찾

을 수 있으며 입체적이고 심미적 아름다움의 표현과

창출을 위한 헤어스타일의 한 분야이다.1)

사전적 의미로의 업스타일이란 Up+style의 명사로

머리카락을 위로 치켜 올려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

의 머리모양 또는 여자의 머리 꾸밈새의 하나라고

정의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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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형태 특징 디자인적용

땋기

(Braids Style)

머리가닥의 풀림을 방지하거나 장

식적인 효과

겹치기

(Overlaps Style)

가닥의 굵기, 섹션, 강조지점에 따

라 형태의 변화

꼬기

(Twists Style)

모발가닥의 크기와 텐션이 꼬기의

모양을 결정

말기

(Rolls Style)

롤은 어느 방향에서든 디자인 형성

이 가능

매듭

(Knot Style)

전체 디자인 내에서 하나의 구성요

소로 작용

고리

(Loops Style)

고리의 위치, 크기의 다변성, 볼륨

형성이 용이

- 드레스롱 헤어(긴머리 업스타일), 열두손가락 업스타일<기술편>

<표 1> 업스타일 표현기법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업스타일은 머리를 빗어

올려 묶거나 핀으로 고정하여 목덜미 부분위에서 연

출되어지는 모든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3)

현대의 업스타일은 다양한 시술방법과 형태, 위치

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연출 되며 다른 헤어

스타일에 비해 디자인이 강조되고 조형감각과 풍부

한 감성, 기술적 테크닉이 요구되는 특수한 기능으로

인식 되고 있다.

2) 업스타일의 디자인 요소와 표현기법

아름다운 업스타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형태

(form), 질감(texture), 색(color)의 세 가지 디자인

요소에 입각하여 표현 되어 질 때 아름답고 조화로

운 업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헤어디자인에서 형태(form)란 헤어스타일의 실루

엣(silhouette) 혹은 전체적인윤곽(outline) 을 말하는

데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고 대상을 보는 각도

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대상의 신체조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질감(texture) 또한 시각과 촉각적인 감각으로 표

현되는 것으로 웨이브 모와 직모 등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4), 인위적으로 물리 화학적인 변화 또는

일시적인 스타일링 테크닉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어

이미지를 변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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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빛에 의해 생기는 감각으로 헤어 디자인에서

색채(color)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으로 염색을 통

해 변형된 머리색을 의미하며, 헤어컬러는 볼륨을 증

감시키거나 피부색을 보완함으로써 얼굴이미지를 변

화시킬 수 있다.

업스타일에 있어 색채는 질감에 착시현상을 일으

켜 전체 머리 형태 또는 그 머리형태의 어느 한 부

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모발의 방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디자인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여 형태 내의

각각의 모양에 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업스타일에 이용되는 표현기법으로는 땋기(braids

style), 겹치기(overlaps style), 꼬기(twists style), 말

기(rolls style), 매듭(knots style), 고리(loops style)

등이 있다<표 1>.

땋기(Braids) 기법은 세 가닥이나 그 이상의 머리

가닥을 교차하거나 엮는 것으로 숙련된 기술을 요하

며 각 시대의 유행 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지고 조화롭게 완성되어 진다.

겹치기(Overlap) 기법은 두 개의 모발가닥을 서로

반대쪽 가닥위로 반복적으로 겹쳐서 십자형으로 겹

침 효과를 얻는 기법이며 겹쳐지는 각의 크기와 방

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 할 수 있다.5)

꼬기(Twists)기법은 밧줄 같이 감기는 모양을 나

타내기 위해 모발을 탄탄하게 꼬아주는 기법으로 무

제한의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젊고 발랄한 이

미지표현이 용이하다.

말기(Roll) 기법은 굴리거나 회전하여 굽어지는 모

양으로 모발가닥 자체 내에서 말거나 감겨지는 것이다.

매듭(Knot)의 기원은 인류가 최초로 덩굴이나 끈

등을 이용하여 나무막대 끝에 돌들 묶어 원시적인

도끼를 만들 때부터 비롯되었으며6) 모발가닥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어 마디를 이룬

것이거나 끈, 실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엇갈리어 마

디를 짓거나 고를 내거나 하여 모양을 만들어 헤어

를 장식하는 기법이다.

고리(Loop)기법은 머리카락을 접거나 구부리거나

동그랗게 하여 곡선모양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발 가닥을 말기 전에 손가락의 위치로 크기를 결

정하고 디자인에 있어서 고리의 숫자가 증가하면 복

잡한 디자인이 형성된다.

2. 아르누보
아르누보(Art Nouveau)란 불어의 아르(Art)와 누

보(Nouveau, New)의 합성어로 신미술, 즉, 새로운

미술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아르누보(Art Nouveau)

라는 용어는 1895년 12월 사무엘 빙(Samuel Bing,

1838~1905)이 새로운 작업방향을 추구하는 젊은 예

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파리에 문을 연 미

술 공예점 ‘라 메종드 아르누보(La Maison De Art

Nouveau)’에서 유래한다.7)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전통적 역사

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자연형태에서

동․식물에서 보여지는 생기 있고 유기적인 곡선을

모티브로한 작품들을 만들어 냈고 건축이나 조각, 실

내장식과 공예품 등의 장식미술과 가구, 벽지, 금속

및 유리공예, 식기, 포스터, 책 표지디자인 등 생활미

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아르누보는 기계생산품에 반대하여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에 가치를 두자는 ‘미술 수공예 운동(Art

and Crafts Movement)'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 사상가 존 러스킨은 기계

에 의해 대량생산이 수공예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무시해 예술과 공예의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소

멸시킨다고 주장했다.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영

국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에

의해 미술 공예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계사용이 본질적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라 비

난하고 수공예로 이루어진 장식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하며 수공예에 가치를 두고 응용미술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아르누보의 형성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도입되

어 융합되었다.

라파엘 전파(pre-raphaellite), 고딕에 대한 동경은

자연주의적인 세부묘사와 근본적이며 일상적인 것에

서 미를 발견하고 표현하였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

밖에 아르누보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것

은 일본 및 동양의 예술로 동양 미술의 특색인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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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회화 장신구 복식

<그림 1> 타셀저택

- 아르누보, p. 64.

<그림 3> 절규

- 아르누보, p. 87.

<그림 5> 목걸이펜던트

- 아르누보, p. 150.

<그림 7> Hourglass Style

- 서양복식문화사, p. 341.

<그림 2> 카사밀라

- 가우디의 환상공간

<그림 4> 입맞춤

- 아르누보, p. 99.

<그림 6> 난초머리장식

- 아르누보, p. 55.

<그림 8> S-Curve Style

- 서양복식문화사, p. 342.

<표 2> 유기적선에 따른 아르누보 디자인

방향의 문자구성은 포스터와 삽화,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8)

아르누보는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건축이나

공예, 그리고 조각 등의 장식미술에 접목되었고 점차

모든 미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종래의 역

사주의, 전통주의에 반항하여 비엔나 분리파에 영향

을 주는 등 현대미술의 확립에 선구적 구실을 했다

는 점과 근대 운동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높이 평

가되고 있다.9)

아르누보 양식은 각 나라의 특색과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자연물을 소재로 유기적이고

움직임이 있는 모티프를 즐겨 사용하였다. 비대칭구

조의 형태를 도입, 유동적인 곡선의 표현, 부드러운

색조에 동양의 화려하고 이국적인 색채 등이 주된

특성이다.

길게 굽이쳐 흐르는 선과 물결치는 듯한 생동감,

긴 선이 주는 아름다움은 생활 조형물인 장신구를

통하여 가장 잘 표현 되어 있으며 공예나 벽화에도

식물을 모티브로 유동적인 곡선을 반복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Ⅲ.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선을
모티브로 한 업스타일 디자인 제시

1. 유기적선에 따른 아르누보 디자인
아르누보 건축은 일반 식물 형태에 기본을 둔 부

드러운 선의 표현이 주가 되면서 전통적인 건축 장

식의 견고하고 직선적인 기하학적인 형태와 대조를

이루는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곡선의 사용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아르누보의 대표 건축물로는 빅토르 오르타의 타

셀저택<그림 1>과 안토니오 가우디의 카사밀라<그림

2>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건축은 자연에서 느껴지

는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곡선을 건축물에 조화시켜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건축뿐 아니라 회화에서도 유기적인 선의 사용이

많았다. 에드바르드 뭉크는 작품 절규<그림 3>에 아

르누보의 원칙적인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선을 인간

의 내적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형태의 왜곡과 율

동하는 선으로 표현하였다.10) 피터베렌스의 입맞춤

<그림 4>은 아르누보 회화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선의 형태로 실제머리카락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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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 Ⅰ

작품Ⅰ 모티브 작품Ⅰ- 갈라테아(Galatea/Galateia)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안토니오 가우디 - 카사밀라 옥상조형물 표현기법 말기, 겹치기

여 깊은 느낌을 전달하려는 느낌이 효과적으로 드러

난 작품이다 아르누보는 예술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장신구 분야에서도 식물모티브나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한 많은 작품들이 창출되었다.

르네 랄리크(Rene Lalique, 1860-1945)는 보석공

예분야에서 프랑스 아르누보운동에 불을 붙인 창시

자였으며 아르누보 운동의 주역으로 섬세한 곡선과

장신구의 우아함을 잘 표현한 작가이다<그림 5>, <그

림 6>. 그의 작품은 잎과 줄기의 곡선적인 미가 잘

드러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식물의

유려함을 비롯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미의 극대치’를 보여주고 있다.11)

장신구와 더불어 복식에서도 아르누보의 선을 찾

을 수 있다. 복식에서도 아르누보의 경향인 식물의

줄기처럼 흐르는 듯한 C자와 S자의 곡선으로 우아하

고 여성적이며 신비스러움을 표현하였고, 감각적 향

락적 귀족적 유미적인 면과 과잉장식 등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아르누보시기의 복식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소매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허리를 조

인 Hourglass Style<그림 7>과 가슴과 힙을 강조한

S-Curve Style<그림 8>이다.

어깨와 소매를 강조하기 위한 주름 곡선 등이 아

르누보의 독특한 곡선양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표 2>.

2. 작품제작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르

누보 양식을 업스타일에 응용함에 있어 유기적인 선

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작품을 제작

하였다.

아르누보는 산업발전으로 인해 획일화·기계화·비

인간화 되어가는 전체적 경향에 대한 반발로 인간성

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의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추구

하는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직선

보다는 소용돌이 치고 서로 교차하는 유기적인 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아르누보양

식의 유기적인 선을 모티브로 하여 여성의 아름다움

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업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각각의 모티브에 나타난 유기적인 선을 사실적으

로 표현하거나 변형 또는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디자

인하였고 업스타일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하여 6

개의 모티브에 6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님프)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가우디는 자연이 만들어낸 형태가 직선이 아닌 연

속적인 형태의 곡선이라 보고 이것이 가장 완벽한

미의 형태로 보았으며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하여 다

양한 형태로 자연의 역동감을 표현하였다.12)

작품Ⅰ 갈라테아(Galatea/Galateia)는 전체적인 구

조적 형태미 속에서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이 가

장 잘 나타나 있는 카사밀라 옥상의 조형물을 모티

브로 시뇽(chignon) 업스타일에 곡선의 자연미를 살

린 동양적인 업스타일로 디자인 하였다.

빅토르 오르타(Victor Horta, 1861~1947)는 벨기

에 출신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건축가로 아르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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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작품 Ⅱ

작품Ⅱ 모티브 작품Ⅱ- 드리아데스(Dryades)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빅토르 오르타 벽장의 청동손잡이 표현기법 말기, 꼬기

<표 5> 작품 Ⅲ

작품Ⅲ 모티브 작품Ⅲ - 멜리아스(Melias)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찰스 롤프스(Charles Rohlfs), 의자 표현기법 말기, 겹치기

인 표현수법 창작에 우수한 작가로 자연미의 형식화

에 의한 곡선 구성에 뛰어났으며 생명력 있는 유기

적인 선형양식을 도입 하여 문과 문손잡이, 계단난간,

벽, 가구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선형방식을

볼 수 있다.13)

작품Ⅱ 드리아데스(Dryades)는 오르타벽장의 청동

손잡이를 모티브로 하여 사실적 표현을 통해 전통

쪽머리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 하였다.

찰스 롤프스는 가장 매력적이고 독특한 가구 제작

자로 누구보다도 아르누보의 곡선을 잘 활용하였고

그의 가구는 꾸불꾸불한 자연적 형태와 추상적 디자

인에 단순한 정직함을 더했다.

대단히 정교하고 양식화된 식물의 형태를 가구에

도입하여 자연의 꾸불꾸불한 형태와 추상적인 디자

인의 지극히 아르누보적인 가구를 제작하였으며 이

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아르누보의

주된 정신이기도 했다. 이러한 찰스 롤프스의 의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Ⅲ 멜리아스(Melias)는 복잡한 덩굴

이 얽혀있는 대담하고 화려한 선의 디자인을 심플하

고 단순화한 디자인으로 절제미와 단순미를 강조하

고자 하였다.

작품Ⅳ 시링크스(Syrinx)의 모티브는 스토클레 저

택의 벽화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로 빈

아르누보 운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미술가 중

하나였으며 동양적인 장식양식과 추상적인 모티브로

다채롭고 독창적인 기법을 구사하였다. 생명의 나무

는 구상적 표현이 전혀 없는 추상적인 형태로 이루

어져 있으며 여기서 나무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화면

을 통일하는 장식적 유기체의 구성물로서 장식은 인

간보다 더 두드러진 의미로 부각된다.14)

그의 작품 스토클레 저택의 벽화 생명의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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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작품 Ⅳ

작품Ⅳ 모티브 작품Ⅳ- 시링크스(Syrinx)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구스타프 클림트, 생명의 나무 표현기법 말기, 겹치기

<표 7> 작품 Ⅴ

작품Ⅴ 모티브 작품Ⅴ- 클리티에(Clytie)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알퐁스 무하, 모나코 몬테카를로 표현기법 말기, 꼬기

<표 8> 작품 Ⅵ

작품Ⅵ 모티브 작품Ⅵ - 헤르세(Herse)

디자인구상 완성작품

- 필자 그림 - 필자 작품

윌리엄 모리스, 오이풀 무늬 벽지 도안 표현기법 땋기, 고리, 매듭

모티브로 하여 곡선의 유기적인 연속성 활용하여 여

성미를 강조하는 업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알퐁스 무하는 아르누보 운동의 핵심적 인물로 연

극포스터, 삽화, 벽화 등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이

다.15)

무하의 작품 ‘모나코 몬테카를로’는 모나코의 해변



服飾 第62卷 2號

- 76 -

작 품 디자인 의도 설문 결과

Ⅰ 갈라테아 단아하고 동양적인 여성미 oriental 14명, 46.67%

Ⅱ 드리아데스 클래식하고 복고적인 여성미 classic 18명, 60%

Ⅲ 멜리아스 심플하고 단순한 절제미 simple 16명, 53.33%

Ⅳ 시링크스 사랑스럽고 귀여운 로맨틱한 여성미 romantic 19명, 63.33%

Ⅴ 클리티에 경쾌하고 발랄한 여성미 cute 22명, 73.33%

Ⅵ 헤르세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미 elegance 21명, 70%

<표 9> 작품 이미지 설문 결과

휴양도시 몬테카를로로 봄 여행을 떠나라고 유혹하

는 프랑스 철도회사의 광고 포스터로 당시 유행하던

장식미술 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율동적이고 우아한 선의 흐름을 볼 수

있다.16)

무하의 작품은 독특한 기교와 다채로운 색감으로

상당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만화 같은 느낌으로 그

의 작품 속 여성은 젊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지닌 건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며 매력적이다.

업스타일을 통해 무하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도록 현대

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하였다.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는 실

내 장식에 예술적 감성을 불러온 대표적 작가로 사

회사 상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고딕 부흥양식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퓨진(A.W.Pugin)

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르누보 양식에 큰 영향을 미

쳤다.17)

모리스는 자연을 주제로 식물, 새, 동물의 형태를

강력한 영감의 원천으로 직물, 벽지 디자인에 평평하

고 2차원적인 양식화된 패턴으로 사용하였다.

윌리엄 모리스의 벽지 패턴에서 보여 지는 식물의

유기적인 곡선을 흘러내리는 듯한 웨이브라인으로

표현, 풍성한 웨이브로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 업스

타일로 디자인 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유기적인 선을 모티브로 한 업스타일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고급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과 아르누보라는 예술사적

인 개념을 모티브로 하여 업스타일 디자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의도한 이미지를 classic, cute, elegance,

oriental, romantic, simple 6가지로 분류한 다음 작품

이미지에 대하여 뷰티관련 교수 10명, 미용실 원장

10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들에게 본 연구에서의 업스타일 디자인을 연출함

에 있어 의도 하였던 이미지의 객관화를 위하여 설

문을 실시하여 의도하였던 이미지를 도출 할 수 있

었고 예상 했던 대로의 결과로써 매우 만족한 성과

를 얻었다<표 9>.

아르누보 양식의 유기적인 선을 모티브로 한 업스

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누보양식의 대표적 특징으로 구별 되는

여성미를 업스타일 디자인에서도 적극 강조하여 우

아하고 로맨틱한 이미지, 단순하고 귀여운 이미지,

동양적이며 클래식한 이미지 등 다양한 여성미를 도

출하여 현대적 감각의 여성미를 연출 할 수 있었다.

둘째, 업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아르누보

작품의 유기적인 선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응용하

여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양

해지고 고급화 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업스타일 디자인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업스타일이 헤어디자이너의 창의력과 숙련

된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조형예술로 자리매김 함에

있어 아르누보적 경향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연구수행 중 도출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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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적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헤어스타

일의 요소 중에서 업스타일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완성 작품만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어서, 설문결과가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와 뷰티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아르누보라는 예술사조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

인을 개발 연구함에 의의를 갖고, 후속연구에서도 다

양하고 폭넓은 예술 사조를 바탕으로 한 모티브를

중심으로 창조적인 디자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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