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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 long time, architecture has functioned as something that is inevitable for humans, a ne-
cessity that provides housing settings and living spaces for human lives. In the creation of art, ar-
chitecture is a genre that has a field of infinite possibilities of endless inspiration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with its unimaginable various styles and function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igurativ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 expression style of nude architecture with modern fash-
ion design, reinterpreting it by a modern edge, and expressing it into an originative costume 
work.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motive for the potential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modern fashion in the future through an endless study on artistic ar-
chitecture that includes nude architecture and an originative expression style that will prepare a 
momentum that indicates the direction into a new line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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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패션 디자인은 건축, 자동차, 무대디자인,

공예디자인 그리고 회화와 같은 예술분야와 서로 교

류하며 점차 독창적인 조형적 표현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의상을 디자인하고 생산함에 있어서, 이

런 새로운 시도는 대중과의 교류를 통하여 디자이너

의 참신한 메시지 전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은 독특한 양식을 표현하는 장이 되었으며

다양한 예술분야와 더불어 끊임없는 상호 교류 작용

을 하면서 발전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20세기 건축 분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의 관심사인 안도 다다오의 누드 표현기법을 패션

디자인에 접목 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960년대 누드 건축물을 처음 소개한 르 꼬르뷔제

의 영향을 받은 안도 다다오는 20세기 후반부터 21

세기 초반까지 누드 건축물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독특한 촉감과 투과성을 또

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도 다다오는 콘크리트 자체

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에 내

재하는 자연적 요소와 인간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컨대, 기하학적 구성, 투박한 소재의 노출 콘

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투과성, 빛과 물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과 혼화시키는 환경 친화적 구성, 스토리적

구성을 가지는 연속성 그리고 일본의 전통 건축을

국제적인 언어로 계승하는 전통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도 다다오의 누드 건축물을

통한 휴머니즘적 건축 기법에 나타난 조형적인 미를

패션 디자인에 도입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

된 의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다. 아울러 의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입는 즐거움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한 분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도 다다오의 누드 건축물의 독특

한 양식을 분석하여 패션 디자인에 응용함으로써 새

로운 스타일의 시도로서 누드 건축물의 독창적인 표

현 양식을 패션의 조형미로 추구하고자 한다. 누드

건축물에서 발췌한 형태적인 요소와 특징적인 개념

양식들을 중심으로 예술적이며 색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 패션 디자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누드 건축물의 중요 디자인 양식에 따

라 개발될 현대 패션 디자인연구를 위해서 누드 건

축물의 이론적 개념과 배경, 현대 의상에 나타난 전

반적인 건축 디자인의 사례 분석, 누드 건축물의 조

형성을 연구하여 현대적인 감성에 맞는 창의적인 의

상 작품 제작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드 건축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서 문헌 조

사를 통해 누드 건축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고, 그 기능적인 면들과 활용의 예를

살펴본 후, 자료 조사를 통하여 특징적인 누드 건축

의 표현 양식을 분석해 보았다.

둘째, 1960년대 건축에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최초로 누드 건축을 표현한 르 꼬르뷔제와 그 사용

법을 발전시켜 21세기 초반 누드 건축가 안도 다다

오의 배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안도 다다오의 전체 건축물들의 경향들 표현

양식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누드 건축 기법이 지

니는 특징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패션 디자인에 응용한 안도 다다오의 건축

에 나타난 특징적 표현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하였다.

넷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누드 건축 디자인을

2006 S/S-2010 S/S 컬렉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분류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성, 재료만이 가질 수 있는 투

과성과 친환경 소재의 개발을 야기 시키는 환경 친

화성 그리고 주제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가지는 연속

성, 마지막으로 일본 고유의 특성을 현대적인 패션에

맞추어 계승한 전통성 등이 있다.

본 연구 방법은 누드 건축물과 관련된 작가들의

문헌, 20세기 후반 미술 분야에 나타나듯 겉의 화려

함보다 자연의 순수함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생각과 상통한다. 노출 콘크리트를 무채색인 회색으

로 수식된다. 회색은 하얀색이 아니다. 하지만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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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미의 하얀색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어두움 속

에선 하얀색이라 부를 수도 있다. 명도 차의 변화 속

에서 흰색, 회색과 검정은 공존하고 있기에 그 어떤

색도 고정된 이미지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와 같이 수식되는 노출 콘크리트의 맨 살결은 주변

의 다른 색에 거부감 없이 어울릴 줄 안다.

참고 문헌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관련 문헌과 논

문, 건축학 관련 서적, 예술 월간지, 정기 간행물, 학

회지, 인터넷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분석의 시각 자료 중 현대 패션의 Collection의 경우,

최근 5년간의 2006 S/S-2010 S/S 기간을 참고하여

인터넷과 Collection Magazine에서 조사하였다. 패션

디자인의 디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Collezione과

Gap press의 사진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Ⅱ. 누드 건축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누드 건축의 개념
누드 건축이란 누드(nude)와 건축(architecture)을

결합시킨 합성어이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누드의 의미는 재료의 사용법

에서 나타나는 방식 중 건축 재료를 노출 시키는 기

술을 말하며, 이것은 안도 다다오가 사용한 노출 콘

크리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한다. 노출 콘크리트

란 소재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성질을 가지고 있

으며 외부에 페인트 등의 도장 등을 하지 않고 거푸

집을 뗀 표면을 그대로 건물의 외장으로 두는 일종

의 누드 같은 마감 표현이다.

노출콘크리트 건축물은 자신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투과력과 모든 건축적 언어를 자유롭게 변화시

키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화

장을 한 노출 콘크리트는 단순한 미가 있다. 특유의

느낌은 사실 빈티지(vintage)스럽다.1) 하지만 의상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스타일이 단정적으로 값어치가

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출 콘크리트 또한 드

러나 있는 단순함과는 달리 그 단순함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상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스타일이 단정적으로 값

어치가 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출 콘크리트

또한 드러나 있는 단순함과는 달리 그 단순함을 만들

어내고 유지하기 위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범해 보이는 흰 와이셔츠 같은 옷이 사실은 더 손

이 많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외장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

실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노출 콘크리트를 꺼리는 경

향이 있다. 그 이유는 거푸집에서 콘크리트가 어떻게

양생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거푸집을 뜯은

후에 나온 표면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그래서 덧칠을 한다거나 모르타르로 마무리 작업

을 해야 하는 것이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누드 화장으로 그렇게 보이게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르 꼬르뷔제의 제자인 건축가 김

중업 선생이 최초로 서강대학교 본관과 프랑스 대사

관에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도입하였다. 그 건축물에

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노출 콘크리트의 특징은

빛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노출 콘크리트는

다가오는 빛을 받아서 자신을 빛내기도 하고 그 빛

을 거둬들이기도 한다.

이렇듯 누드 건축이란 모든 색채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투과성과 모든 건축

적 언어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는 재료, 즉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 양식이

라 정의 내릴 수 있겠다.

2. 누드 건축의 발생 배경과 특징
누드 건축의 시초라 여겨지는 건축물은 처음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르 꼬르뷔제의 롱샹 성당이

다<그림 1>.

르 꼬르뷔제는 그의 작품 시기인 1945년부터 세상

을 떠났던 1965년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일련의 걸작들

을 산출하였다. 그가 건축을 시작할 무렵인 1960년대

이전에는 모더니즘 건축이 주를 이루었다. 그 당시의

모더니즘 건축은 장식을 배제한 기계 미학과 기능주

의를 통해 근대 사회의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모던 건축의 획일성과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도시 공간의 다의성 회복과 역사적 문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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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건축이 등장했다.

<그림 1> Chapelle de Notre Dame du Haut,

Ronchamp 1954, Le Corbusier, France

- 르 꼬르뷔제의 동방 기행: 다빈치, p. 22.

현대사회에서는 모더니즘의 단일성과 기계적 전통

과 근대가 공존하며 상징과 장식이 부활된 포스트모

던 건축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누드 건축의 창시자인 르 꼬르뷔제의 작품들

역시 옛 주제와 새로운 표현 방법과의 복잡한 얽힘,

고대의 것들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고대의 공동생활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것에 의해 후기 작품들이 특징

지워지고 있다.

1924년에 건축되고 1944년 전쟁 당시 폭발된 네오

고딕 형태의 교회를 대신하여 브장송(Besançon) 대

주교의 권유로 롱샹성당이 르 꼬르뷔제에 의해 건축

되었다. 기본 도면은 1951년 완성되고 1953년 공사가

시작되어 1955년 6월 25일 교회가 완공되었다. 외관

은 날씬한 배 모양처럼 시멘트로서 금속 격자 모양

위에건축 되었다. 콘크리트 기둥들로 지지 되고, 지

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비행기의 날개처럼 속 빈 선

체 모양이다. 복잡한 외관을 이루고 있고, 다양하게

감싸진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그 전체는 주위 경관

에 있어 하나의 몸체로 표현되고 있다.

어떠한 특별한 신앙의 신자도 아니었던 르 꼬르뷔

제의 기본 개념은 이상주의자였으나, 그의 후원자였

던 알랑 꾸뛰리에(Alain Couturier)신부는 예술가에

게 전통적인 성직자의 상식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유

로운 상상과의 유희를 허용함으로써 가장 생생한 존

재감이 있는 종교 의식이 표현된다고 믿고 있었고,

롱샹교회에서 그는 이 건축주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동양과 북아프리카 등 수많은 여

행에서 얻어진 스케치와 그의 경험에 의한 기호에

의해 그의 순수한 건축언어로서 롱샹은 표현되고 있

다. 교회는 먼 지평선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상

록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보그스(Voges)산의 언덕위

에 부드럽게 서 있다. 불규칙한 개구부에 의해서 파

여지고 백색의 시멘트가 뿜어진 요철이 있는 경사진

벽면위에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곡면을 구성하는 새까만 지붕이 올려져 있다. 결과적

으로 얻어지는 구성상의 유동성은 여러 방향을 향해

있는 마치 두건을 쓴 것과 같은 모양의 3 개의 탑

면에 의해 묶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롱샹 교회는 모

든 각도에서 보이기 위한 조각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부와 내부의 관찰자들의 움직임은 구성의

역동성에 의해 복잡해지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 작품

의 개념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개방된 애매성이

라는 감각을 상징하는 것은 동쪽 벽면의 외측 공간

이며 거기서는 외기에 개방된 제단이 배와 같은 지

붕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 옥외의 성역은 설교단과

벽의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성모 마리아 상의 이미

지에 의하여 가득 채워져 있다. 또, 언덕의 끝까지

뻗은 잔디밭이 옥외 예배당이 된다. 한쪽의 모서리에

는 이전의 교회 터였음을 보여주는 돌의 지구라트가

남아있는데, 이 땅은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을 위한 장

소였으므로, 르 꼬르뷔제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정

신을 포착하려고 하였다. 꼬르뷔제는 롱샹 성당의 건

축물에서 처음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었

다. 그것이 바로 누드 건축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누드 건축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노출 콘크리트가 되었다. 콘크리트를 그대로 건

물의 외피로 사용하는 것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한

다. 콘크리트는 그 구조적 성능을 뛰어넘어 ‘콘크리

트’ 자체를 마감재로 인정한다. 건축의 본질은 빛과

의 관계에서 파악하였다. 무기적인 소재로서의 콘크

리트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조용한 공간은 빛이 흘러

들어와 벽에 비치면서 소재 자체를 초월한 부드러우

면서 투명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벽은 실체로서보

다는 둘러싸인 공간을 통해 건축의 본질을 표현한다.

건축에 있어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손

쉬운 재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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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콘크리트와 철을 얼

마나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가이다. 안도는 대체로

콘크리트와 유리, 철 등 한정된 소재를 이용해 작업

해왔다. 일반적으로 소재가 한정되면 건축에 있어 표

현은 부자유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의

건축과 비교하면 20세기의 건축은 표현의 자유를 획

득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안도는 콘크리트가 풍

요로운 건축적 공간을 만드는 소재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하여 줄곧 생각해 왔다. 안도

다다오는 르 꼬르뷔제의 롱샹 성당과 제임스 스털링

의 작품에 이어지는 브르탈리즘(brutalism)2)의 건축

이 하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1960년대 이후 공

간을 좀 더 의식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조형이 아닌 공간을 생각하고 형태

를 의식하지 않는 건축을 만들고자 했다. 논리가 투

명하지 않으면 조형성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건축

은 불분명해진다. 조형성은 개인의 표현력에 바탕을

둔다. 안도 다다오는 개인의 표현력이 아니라 투명한

논리에 입각하여 완성되는 건축에 대해 생각하였다.

3. 누드 건축의 대표 작가
1)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르 꼬르뷔제(Le Cobusier-charles eduard jeanner-

et)3)는 30세 때 파리에서 데뷔하기 전까지, 유년과 청

소년기 때의 대부분을 고향인 아-쇼-드-퐁(la chaux-

de-Fonds)에서 보냈다. 르 꼬르뷔제의 50년에 걸친

방대한 건축 작업들의 기반이 된 철학적 사고와 마

음가짐 등이 그 시기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

가 받은 교육과 남긴 글, 스케치, 도면, 여행 일기 등

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르 꼬르뷔제가 진지하고 감수성 풍부한 학생이던

시절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으면서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여, 후일 대작들에서 볼 수 있는 놀라

운 통합을 이루어대게 되는가를 문헌 자료, 도면, 답

사 등을 통해 추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

러한 업적을 통해, 르 꼬르뷔제가 제도권 내에서의

공식적인 건축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현대 건축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거

장으로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추적

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상당 부분 드러내 준다고 보

이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사상은 합리주의적 사상과 낭만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의 공간의 개념은 큐

비즘과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의 공간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간은 무한하며 어떠한 구속 없이 팔방으

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공간은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기

하학에 의해서 치수가 결정되며 인식된다. 일반적인

구조는 장방형이며, 건축은 3차원적인 크로스 워드

(cross word)와 같이 어느 부분은 비어 있고 어느 부

분은 꽉 차있어 이 양자간에는 명확한 선이 나타나

게 된다. 셋째, 관찰자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자와 공간의 어느 한 쪽은 이동한다는

유동적 공간 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공간 개념과 형

태 구성 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간의 볼륨이 구성되

는데, 공간의 볼륨을 구성하는 요소로 르 꼬르뷔제는

벽을 선택한다. “공간은 빛을 받아 자신을 드러내는

벽에 의해서 연출되는 볼륨으로 형상화되며, 따라서

벽은 내부 공간의 형태를 결정짓는 주된 요소”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공간 개념은 논리와 이성

의 요소들이 감성적이며 미적인 요소들과 하나의 연

속적인 복합체로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안도 다다오(Ando Tadao)

안도 다다오는 프로복서 출신으로서 대학은 가지

않았으며, 독학으로 건축계에 뛰어 들었다. 두 차례

의 세계 여행 후 1971년, 학생 시절 친구로부터 의뢰

를 받아 설계한 것이 바로 그의 실질적인 처녀작 토

미시마 주택이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건축 활동

의 시작은 1976년에 건축된, 연민적 64.7m²의 소규모

주택 스미요시 나가야부터이다4)<그림 2>.

외부로 열려있는 창하나 없는 매끈한 질감의 노출

콘크리트 벽, 단순한 상자 형의 엄격한 기하학적 구

성, 전통적인 문화적 맥락, 그리고 상자의 1/3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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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미요시(住吉) 나가야(長屋) 1976,

안도 다다오(Ando Tadao), 일본 오사카현 스미요시

- 연전연패 連戰連敗, p. 24.

지하는 한 가운데의 중정과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 그의 건축 세계가 응축된 원형

과도 같은 이 주택은, 개인 주거로서는 처음으로 일

본 건축 학회상(1980년)을 수상했으며, 동양주거의

원형(pre-condition for oriental dwelling)5)을 만든

건축가로서 해외로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소개와 비평은, 그가 현재

도 활동 중인 동양의 건축가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여러 다양한 논의들을 추슬러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으나, 대략 1) 벽의 건축, 2)

지역주의, 3) 텍토닉이라는 세 개의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도 다다오를 ‘벽의 건축가’로 규정하는 비평가로

서 대표적으로, 후루야마 마사오(古山正雄)6)와 리차

트 페어(Richard Pare)7)를 들을 수 있다. 후루야마

의 말에 따르면, 기둥의 세계관과 벽의 세계관의 갈

등 속에서 벽의 세계관이 20세기를 경계로 해서 급

부상 했다고 한다. 이 벽이 기둥으로부터 완전히 해

방된 것은 르 꼬르뷔제의 5원칙, ‘자유로운 입면’ 이

선언 되면서부터이고, 안도의 벽은 벽의 세계와 기둥

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한다.

리차드 페어는 “Locus”란 글에서 안도의 작품 활

동을 1985년 기준으로 초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다.

스미요시 나가야의 1975년 시작으로 1985년까지 안

도건축을 “부정의 건축(architecture of negation)”으

로, 1985년 이후의 건축은 “부정의 부정의 건축

(architecture negation of nega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도가 부정하는 그 대상은, 먼저 근대적 가치,

즉 편안함(comfort), 효용성(efficiency), 편리함(con-

venience), 평균적 인간의 익명선 등 건축 외적인 가

치들로서, 이것은 곧 개별적 의지의 목원임과 동시에,

건축 공간의 깊이(depth)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안도는 부정의 건축을 표현하는 방식을, 기둥을

부정하고 벽을 발견하는 데서 찾았다. 폐쇄적인 벽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한 내부 공간을 형

성하며, 빛과 그림자, 시간의 흐름, 의식 등을 반영한

다. 그래서 리차드 페어는 안도의 건축을 “벽의 건축

(architecture of wall)”이라 명명하고 있다.

Ⅲ. 누드 건축물의 표현 양식: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건축을

중심으로

1. 절대 설계에 의해 구사되는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적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유 기적인

모형을 말하며, 원형과 삼각형, 사각형 또는 같은 모

양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나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

태는 크리스털, 건축물, 심벌마크 등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이미 우리의 사고 속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각형은

끝이나 정보를 의미하고, 원형은 우주나 통합을 의미

하며, 삼각형은 건축물이나 위험을 알리는 의미를 갖

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작품은 모더니즘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건축물들은 수적

법칙에 의해 생겨난 형, 강한 질서를 가져 규칙적이

고 단순하며 명쾌한 조형적 감정을 유발, 합리적인

사고와 결부되어 형태적인 만족감을 준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

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시작 하게 되었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형식의 탈피,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형태에 특권을 부여하기도 하였으

며, 선험적 규범을 거부하고 탈 모더니즘의 시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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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록고 집합 주택 1989,

안도 다다오(Ando Tadao), 고베

- http://cafe.naver.com

<그림 4> Glass Hous 2008,

안도 다다오(Ando Tadao), Jeju, Korea

- 행복이 가득한 집 (2009. 8).

은 극도로 순수한 미를 가지고 있는 기하학이라는

것이다. 그가 가지는 특성인 기하학적 형태에 있어서

의 극도의 순수 미라는 것은, 무채색의 색감을 사용

하면서 노출 콘크리트와 단순한 선 하나만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단단함을 표현 하는 것이다<그림 3>9).

2.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투과성
안도는 건물을 가리는 것 없이 재료 자체를 드러

나도록 만드는 건축의 누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콘

크리트를 그대로 건물의 외피로 사용하는 것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한다.

콘크리트는 그 구조적 성능을 뛰어넘어 ‘콘크리트’

자체를 마감재로 인정한다. 노출 콘크리트는 모든 색

채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투과성을 갖고 있고 모든 건축적 언어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도는 건축의

본질을 빛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였다. 무기적인 소재

로서의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조용한 공간

은 빛이 흘러 들어와 벽에 비치면서 소재 자체를 초

월한 부드러우면서 투명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벽은 실체로서보다는 둘러싸인 공간을 통해 건축

의 본질을 표현한다. 안도 다다오가 선택한 누드 건

축의 재료 중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유리이

다. 그는 유리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안에서 바깥을

다 볼 수 있다거나, 반대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넓은 유리창을 설계했다<그림 4>.

또한, 투명성이 강조된 유리를 이용해 인공물과

자연물과의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재창조

함으로써 딱딱한 이미지를 완화시키려 하고 전체적

으로 시야를 넓게 하는 통 유리를 사용해 하늘부터

땅까지의 모든 자연물을 흡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었다. 이것 또한 안도 다다오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보여주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3. 빛과 물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과 혼화
시키는 환경 친화성

안도 다다오는 빛의 연출가이다. 그는 어두운 집

에 사는데 어둠은 밝음과 함께 존재하며 그는 거기

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안도는 자신이 살고 있

는 집에서 느낀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한 공간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해 빛을 사용한다. 빛에 의해

표현되는 음영의 효과를 중요시하여 흐르고 스며드

는 빛의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그의 건축에서 ‘빛’은 자연의 가장 확실한 현상이

다. 즉,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조용한 공간

의 벽에 빛이 비치면서 재료 자체를 초월한 부드러

우면서도 투명한 상황을 연출한다. 안도 다다오는 편

리함 이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풍경을 건물 속으로 끌어들여 자연과 건물이

일체화된 장소를 만들려는 의도다. 그는 사람들이 자

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람과 빛의 감촉, 그리고 시

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양상을 그대로 즐기기를 바랐

다. 그런 그가 빛과 함께 건축에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 또 하나는 물이다<그림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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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enesse House 1992,

안도 다다오, Naosima, Japan

- http://www.sidhin.com

<그림 6> Time's I, II 1983,

안도 다다오, Kyoto Japan

- http://blog.naver.com

안도는 때로는 건축 속에 ‘물’을 인위적으로 사용

한다. 단속된 고인 물이라기보다 쉴 새 없이 변화하

는 자연의 속성을 담은 물을 담아낸다. 이를 ‘흐르듯

흐르지 않는’ 이라고 표현한다.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투과성과, 빛과

물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과 혼화 시키는 환경 친화

성의 성격을 가지는 누드 건축물은 그 안에서도 밖

의 풍경을 담을 수 있으며 밖에서도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속에 조화로움을 갖고 있어 서

로 떼어 낼 수 없는 유기성으로 표현된다.

4. 유기적 구성을 가지는 연속성
안도 다다오의 건물은 이야기를 가진 공간들의 연

결로 구성된다. 즉,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면 그 옆에

또 다른 건물이 고안되어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건물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몇 번의 작업에

걸쳐 완성된다.11) 안도 다다오는 그의 건축 개념에

있어서 스토리적 공간 구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동시적으로 전개시켜 체험자

에게 자극을 주어 외부와 내부, 단순과 복잡, 추상과

구상 부문과 전체의 대비 효과를 노리는 공간 구성

이 특이하다<그림 6>12).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 스토리적 공간 구성은 공간

의 구성이 지극히 논리적일 때 보다 감동적일 수 있

다는 안도의 미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5. 일본의 전통 건축을 국제적인 언어로
계승한 전통성

일본 현대 건축의 시작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

렵지만 일반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약

10년 뒤로 보고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평화

와 문화라는 두 가지 이념을 국가 지침의 기저로 삼

고 출발하였다. 일본 건축의 전통적 특징은 건물의

공간 배치와 시각적인 면을 고려한 건축 디테일에서

나타난다. 선과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조화로움 과정

적인 건축미는 건축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적용되

며 건물은 개방형의 구조를 취한다. 일본은 섬나라라

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 한계를 나름대로 소화하여,

그 특수성을 건축의 일반성에 접목시켜서 하나의 형

태로 서술하고 있다. 일원적이 아닌 다원적인 성격과

기술적인 리얼리티를 지니고 있고, 내용과 형식을 부

합시키고자 하며 한없이 자연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

습 등은 현대 일본의 건축을 읽는 키워드 일 것이다.

<그림 7> 코시노 주택 프로젝트 - 시간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변화 1981-1984, 안도 다다오, 일본

- 대구 신문, 특집: 김동영의 건축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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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효고 현립 미술관 2005,

안도 다다오, 일본

- http://ko.wikipedia.org

<그림 9> Jil Sander

2008 S/S, Milano

- http://www.style.com

<그림 10> Jil Sander

2008 S/S, Milano

- http://www.style.com

<그림 11> Jil Sander

2008 S/S, Milano

- http://www.style.com

<그림 12> Jil Sander

2008 S/S, Milano

- http://www.style.com

<그림 13> Jil Sander

2008 S/S, Milano

- http://www.style.com

안도 다다오는 공간이 하나의 구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건축에 장인 정신을 갖고 임하기를 원한

다<그림 7>.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누드 건축
디자인 사례 분석

1.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성
누드 건축물의 형태는 절대 설계에 의해 구현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된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의 작품으로서 원형, 직육면체와 같은 도형들의 조합

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하학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

내고 있다<그림 8>13). 원형과 직육면체의 조합들의 형

태는 Jil Sander 08 S/S Milano Collection 의 작품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그림 9-13>14). Jil Sander는 08 S/S

컬렉션에서 건축물의 선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안도의 효고 현립 미술관의

구조적인 도형의 형태는 의상의 적체적인 실루엣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림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원형의 모습은 몸 전체를 구성하는 원피스의 형태로

표현되어 더욱 유사성을 갖는다.

2. 재료만이 가질 수 있는 투과성
안도 다다오의 재료에 대한 투과성을 이용한 개념

을 도입하여 현대 패션으로 표현한 Collection은 오간

자나 쉬폰 또는 비닐과 같은 비치면서도 빳빳한 소

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92년, 안도 다다오가 처음으로 나오시마에 지은

베네세 하우스의 지중해 미술관의 노출 콘크리트의

단아함과 실크같은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육중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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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네세 하우스 지중해 미술관

1992 안도다다오, 일본

- http://www.style.com

<그림 15>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ko.wikipedia.org

<그림 16>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17>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18>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19>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게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조형미를 직접적으로

표현 한 Calvin Klein 09 S/S New York Collection

를 예로 들 수 있겠다. Calvin Klein Collection에서는

건축물의 외관의 건조한 질감을 표현하였고 다다오

의 노출 콘크리트 느낌을 빳빳한 오간자나 비닐의

소재를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각을 잡아 추상적인 도

형으로 유사하게 표현 하였다<그림 14>15), <그림

15-19>16).

3. 친환경 소재의 개발을 야기 시키는 환경
친화성

1992년, 안도 다다오가 처음으로 나오시마에 지은

베네세 하우스는 세토나이카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미술관과 숙박시설이 결합된 공간이다

<그림 20>17). 자연과 밀접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베

네세 하우스의 벽돌의 면과 그 옆의 자연물들을 타

일과 같은 개발 소재로서 표현하고 전체적인 실루엣

을 하나의 원기둥 형식으로 하여 담벼락 같은 형태

를 담아낸 Stéphane Rolland 08 S/S Paris Collection

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느낌을 친환경 소재인 자

개 소재 개발로서 표현했다<그림 21-24>18).

4. 주제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가지는 연속성
횬푸지 수어당은 빛을 차단하는 부분을 만들어 한

사람만의 사색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또 다른 형태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일본의 전통정신 중 자신만의 사색

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말한다<그림 25>19).

이러한 모든 의미들을 반영한 패션은 Calvin Klein

09 S/S New York Collection 이다<그림 2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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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횬푸지 수어당 1991,

안도 다다오, 일본

- http://ko.wikipedia.org

<그림 26>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27>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20> 베네세 하우스

지중해 미술관 1992,

안도 다다오, 일본

- http://ko.wikipedia.org

<그림 21> Stéphane Rolland

2009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22> Stéphane Rolland

2009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23> Stéphane Rolland

2009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24> Stéphane Rolland

2009 F/W, Paris

- http://www.style.com

와이어나 각이 진 어떤 물체를 사용하여 형태를 잡

은 것이 아닌 패턴 자체에서 나온 순수한 각의 반복

이 만들어 내는 면은 누드 건축물의 연속성을 나타

내주며 그것은 또한 빛에 따라 변하는 색감을 만들

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면들은 하나의 패

턴으로 이루어져 원피스나 코트와 같은 믹스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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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29>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30> Calvin Klein

2009 S/S, New York

- http://www.style.com

<그림 31> 혼푸쿠지 미즈미도 1991,

안도 다다오, 일본

- http://ko.wikipedia.org

<그림 32> Comme des

2009 F/W, Watanabe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33> Junya Garcons

2008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34> Junya Watanabe

2008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35> Junya Watanabe

2008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36> Junya Watanabe

2008 F/W, paris

- http://www.style.com

<그림 37> Junya Watanabe

2008 F/W, paris

- http://www.style.com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누드 건

축물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폐쇄된 공

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일본 고유의 특성을 현대 패션으로 계승한
전통성

안도 다다오의 전통성 계승을 현대 패션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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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는 첫 번째로는, 1991년에 아와지 섬에 지은

진언종 혼푸쿠지 미즈미도이다<그림 31>21). 창공과

발치의 하얀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두 개의 벽

으로 구획된 이 공백의 공간이 사찰의 진입로이다.

이 진입로를 지나 잠시 걸어가면 타원형의 연꽃 연

못이 눈앞에 펼쳐진다. 연꽃은 불교의 원점으로서 그

연꽃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불교의 정신을 계승했

다고 볼 수 있다. 이 발상의 원점은 예전에 효고현

오노시에 있는 조도지에서 보았던 법당이다. 이는 대

략 800년 전인 가마쿠라 시대에 승려 조겐이 하리마

지에 지은 고찰로, 강력한 구조를 드러낸 공간을 석

양빛이 한 순간 진홍빛으로 물들인다. 그 환상적 광

경을 현대건축 기법으로 재현하였다. 이것을 Comme

des Garcons 09 F/W Paris Collection에서는 진홍빛

의 비치는 소재인 쉬폰을 사용해 석양빛을 표현하였

고, Junya Watanabe 08 F/W Paris Collection에서는

일본의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연꽃과 같은

꽃의 모양을 프린트하여 연꽃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

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32>22), <그림 33-

37>23).

Ⅴ. 작품 제작 및 분석
1. 디자인 의도
현대에 와서 디자인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패션에

형태적 조형성과 그 예술품의 배경이념을 접목하여

다른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휴머니

즘 적인 건축 기법 안에서 나타난 누드 건축의 독특

한 표현양식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도입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화된 패션 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여

독창적인 패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누드

건축물은 건축물의 예술성 중 그 이념이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적 특징들이 돋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축 분야 중에

서도 특히, 휴머니즘적인 개념을 갖는 누드 건축을

패션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중심 주제로 연

구하게 되었다. 특별히 건축의 누드 작가인 안도 다

다오의 기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도 다다오

의 누드 건축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 양식이 오늘날

의 이슈에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 다다오

는 누드 건축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표현한다.

누드 건축의 특징적 표현 요소인 절대 설계에 의

해 구사되는 기하학적 구성, 투박한 소재의 노출 콘

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투과성, 빛과 물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과 혼화 시키는 환경 친화적 구성, 유기적

구성을 가지는 연속성 그리고 일본의 전통 건축을

국제적인 언어로 계승하는 전통성을 그 양식들을 독

특한 미적 특성으로 나타내는 기하학적 구성, 재료만

이 가질 수 있는 투과성과 친환경 소재의 개발 그리

고 주제의 연속성, 전통성을 가지는 현대 패션으로

변환시켜 그것을 패션에 있어서 누드 건축의 특징적

표현 양식을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누드 건축의 형

태적 조형성과, 특징적 표현 양식들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현대 의상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미적 특성을

가진 8점의 여성복 작품들로 제작하였다.

1) 작품 Ⅰ–Speculation space

본 작품은 안도 다다오의 누드 건축물, 포트워스 현

대 미술관과 스미요시 연립 주택을 모티브로 표현하였

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하학적 구성을 가지는 스미

<표 1> 작품Ⅰ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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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연립 주택의 사각기둥의 벽면을 도형으로 단순하

게 투과성을 표현해 보았다. 펄 오간자 그리고 쉬폰을

사용하여 투명한 누드 건축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색

감은 콘크리트 색과 비슷한 회색을 사용하였다.

2) 작품 Ⅱ–Be reflected

본 작품은 혼푸지 수어당과 스미요시 연립 주택을

모티브로 누드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스미요

시 연립 주택의 입체적이고 인위적인 도형과 선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원기둥으로 표현하였다. 빛, 물 그

리고 뚫린 천정을 이용하여 하늘을 바라 볼 수 있는

스미요시 연립 주택의 환경 친화적인 기법을 응용하

였다. 소재는 펄 오간자와 쉬폰을 사용하여 누드 건

축물의 투영함을 표현하였고 색감은 베이지색을 사용

하여 연립주택의 색감을 표현해보았다.

<표 2> 작품 Ⅱ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3) 작품 Ⅲ–Perspective

본 작품은 오모테산도 힐스와 효고 현립 미술관을

모티브로 누드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효고 현

립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의 기둥으

로 각을 분할하여 어깨 부분에서 도형의 형태가 잡

히는 재킷으로 표현해 보았다. 점프 수트는 은유적인

표현법, 즉 소재개발을 이용하였다. 금빛 실과 살색

실을 이용하여 천연소재를 만들어 보았다.

<표 3> 작품 Ⅲ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4) 작품 Ⅳ–Adapt

본 작품은 혼푸지 수어당과 나오시마의 게스트하

우스를 모티브로 누드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4> 작품 Ⅳ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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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푸지 수어당의 사선으로 만들어진 면 분할로 어깨,

등 그리고 팔 부분에서 형태가 잡히는 재킷으로 표

현해 보았다. 나오시마의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일본

의 전통 건축을 국제적인 언어로 계승한 전통성 중

개방형을 은유적으로 나타내 보았다. 소재로는 펄 오

간자와 쉬폰을 사용하여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투영한 깊은 색감을 표현해 보았다.

5) 작품 Ⅴ–Adapt

본 작품은 빛의 교회와 나오시마 미술관의 화원

계단을 표현하였다. 빛의 교회에서 이용한 인위적인

도형의 선들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물들 즉, 물과 풀

그리고 바람과 하늘 등의 이미지를 은유법을 사용하

여 소재로는 오간자와 실, 메쉬를 사용하여 소재 개

발을 통해 자연물과 같은 유기적인 형태와 색감을

표현해 보았다.

<표 5> 작품 Ⅴ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6) 작품 Ⅵ–Twisted curve

본 작품은 빛의 교회와 꿈의 무대의 형태와 개념

을 표현하였다. 꿈의 무대의 벽면에서 이용한 인위적

인 도형의 선들을 유기적인 선으로 응용하여 기존에

보지 못 했던 선들을 창조해 보았다. 동시에 빛의 교

회에서 사용된 빛의 투과성을 표현해 보고자 겹쳐

입었을 때 비추어져 나오는 색감을 이끌어 내어 노

출 콘크리트의 색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표 6> 작품 Ⅵ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7) 작품 Ⅶ–Repetition

본 작품은 오사카 항 국제 패리 터미널의 형태와

<표 7> 작품 Ⅶ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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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의 정원의 건축 개념을 표현하였다. 오사카 항

국제 패리 터미널의 벽면에서 이용한 직사각형의 반

복되는 도형에서 나온 연속성을 응용해서 겹겹이 겹

쳐지는 레이어드 형식의 디테일로 표현하였다. 소재

로는 오간자와 쉬폰을 사용하여 유리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외관을 표현해 보았다.

8) 작품 Ⅷ–Procession

본 작품은 오모테산도 힐스와 인재 경영원의 형태

와 개념을 표현하였다. 오모테산도 힐스의 반복, 사

선적인 라인을 비대칭의 핀턱을 사용했다. 인재 경영

원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서 응용한 원기둥을 4

면의 라인으로 절개를 주어서 원기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핀턱을 이용하여 반복 형태를 표현하기

<표 8> 작품 Ⅶ의 모티브 및 디자인 전개도

위하여 얇은 소재인 오간자와 쉬폰을 사용하였다.

<표 9> 작품 해설

번

호
아이템 모티브 표현특성 소재

작품의

모티브

Ⅰ OP
포트워스,

스미요시

기하학성,

투과성

펄오간자,

쉬폰

Ⅱ OP
혼푸지,

스미요시

기하학성,

환경

친화성

펄오간자,

쉬폰

Ⅲ
JK

PT

오모테

산도,

효고 현립

기하학성,

환경

친화성

오간자,

실,

메쉬

Ⅳ
JK

OP

혼푸지수

어당

게스트

하우스

기하학성,

전통성

펄오간자,

쉬폰

Ⅴ OP

빛의 교회,

나오시마

화원계단

연속성,

전통성

오간자,

실,

메쉬

Ⅵ
OP

JK

꿈의 무대,

빛의 교회

기하학성,

환경

친화성

펄오간자,

쉬폰

Ⅶ OP

국제페리

터미널,

명화의

정원

연속성,

환경

친화성

펄오간자,

쉬폰

Ⅷ JK

오모테

산도힐스,

인재

경영원

연속성,

기하학성

펄오간자,

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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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작품 사진

번 호 작품 사진 Ⅰ 작품 사진 Ⅱ

Ⅰ

Speculation

space

Ⅱ

Be reflected

Ⅲ

Perspective

Ⅳ

Adapt

Ⅴ

Adapt

Ⅵ

Twisted/curve

Ⅶ

Repetition

Ⅷ

Procession

Ⅵ. 결론 및 제언
현대 패션은 과거와 달리 차별화된 아름다움의 표

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전환과 창의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 역시 다양한 예술 분

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축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냈다. 건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

어서는 안 될 주거 환경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

을 하며 오랜 시간 동안을 사람과 함께 해 왔다. 건

축물은 인간의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예술 창조물

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현재뿐 만 아니라

미래에 끊임없이 패션 분야에 영감을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본 연구는 20세기의 현대 건축에 있어서 1960년대

이후 르 꼬르뷔제가 최초로 도입시킨 누드 건축에 대

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르 꼬르뷔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드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연 안도 다다오

를 중점적으로 누드 건축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에 대

해 연구해 보았다. 누드 건축물의 내적인 의미에 따

른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 되

는지 살펴보았으며 누드 건축물이 현대 패션에서 표

현된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안도

다다오의 누드 건축의 특징적 표현 양식의 조형미와

개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고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안도 다다오의 누드 건축물의

특징적 표현 양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그의 누드 건축물들은 절대 설계에 의해 구

사되는 기하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장 특

징적 요소이며 누드 건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

료구성인데 안도 다다오는 투박한 소재의 노출 콘크

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투과성을 이용하여 누드 건축

물을 설계한다. 셋째, 빛과 물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

과 혼화 시키는 환경 친화적 구성을 띄고 있다. 넷째,

스토리적 구성을 가지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보인다.

다섯째, 일본의 전통 건축을 국제적인 언어로 계승하

는 전통성이다. 이러한 누드 건축물의 형태적 조형성

과 특징적 표현 양식들에서 영감을 얻어 각각의 요

소를 독창적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표현하여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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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적 특성을 가진 8점의 여성복 작품들로 제작하

였다.

건축물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 직유법에서 탈피

하여 누드 건축의 특징적인 표현 양식들을 은유적이

며 추상적인 표현 기법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독창적

인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기하학 형태의 실

루엣은 구체적인 선과 도형적인 형태의 라인으로 실

루엣을 특징지어 독창적인 제작 기법으로 표현 하였

다. 누드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구성은 패션 디

자인의 소재로 표현 할 수 있었다.

단단한 콘크리트의 느낌이 나면서 유리의 투과성

을 동시에 낼 수 있도록 빳빳한 재질의 오간자로 각

을 잡을 수 있게 표현하였고 투명 비닐을 사용하여

비치는 소재의 특성을 살려 유리의 투과성을 낼 수

있었다. 건물의 기하학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구부

려진 철사가 들어있는 와이어를 사용하여 각이 에지

(edge)있게 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누드 건축물의

반복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적인 요소로 주

름(pleates)과 핀 턱(pin tuck)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연속성을 줄 수 있도록 변환되었다.

이렇듯이 본 연구에서는 누드 건축의 형태적 조형

성과, 특징적 표현 양식을 현대 패션 디자인으로 분

석하고 그것을 독창적인 의상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누드 건축을

비롯한 예술적인 건축물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독창

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 앞으로도 현대 패션의 지속

적인 발전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패션 영역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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