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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Compared to traditional fashion design, modern fashion design is used as a means that creates 
original and multiple types of beauty beyond fixed and standardized concept and form. 
Overlapping technique is the most suitable means to shed classical, authoritative and conservative 
form and it enables diverse borrowing and quotation for cre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overlapping techniques that are expressed in art, architecture and fashion to find out its charac-
teristics in the field of fash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ased on theories of visual perception and advance re-
search, types of overlapping technique were classified as pile, repetition, penetration and trans- 
parency. When comparing overlapping techniques in modern fashion with those of painting and 
architecture, fashion was distinctive in that it had movement and communicativeness through 
overlapping of fashion and the human body. Therefore, the overlapping technique has wide ap-
plication and adaptation and can cause specialty, movability, communicativeness and collectivity, 
which can arouse psychological inspiration.

Key words: overlapping technique(중첩기법), penetration(관입), pile(겹침), repetition(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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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속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던 20세기 조형예

술은 새로운 표현기법들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파괴

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창출하였다. 특히 중첩(over-

lapping)기법은 획일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

현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조형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는 작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 화면의 결합으로 한정된 화폭을 확장할 수

있고,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에 대한 연상이

가능하며 3차원에서는 무한한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중첩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 또한 과거의 절대적 논리와 인식구조를

파괴한 형태의 디자인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

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전

통적인 복식구성 개념에서 벗어난 디자인 창조를 위

해 중첩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예술에서 영역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패션분야는 회화·건

축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표현 방식

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자유

로운 사고와 표현 방법을 가지는 회화의 진취성을 패

션 분야에서 적극 받아들였으며, 패션과 건축은 하나

의 덩어리로서 윤곽(silhouettes)을 가지고 시점에 따

른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처럼 예술 영역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패션

에 대한 미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생겨난, 개성적이고

조형적인 차원의 복식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는 패션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회화와 건축 분야에서 나타난

중첩 기법을 복식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

으로 고전적인 의복구성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새

롭고 독창적인 형태의 풍부한 중첩 기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겹침의 양상이라고만 생각

되어져 왔던 중첩기법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중첩 기법에 관한 복식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형예술과 패션을 동시

에 살펴봄으로써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 분석을 위한 틀을 도출하였으며, 중첩기법의 보

편적인 특성과 함께 패션만의 특수성을 규명하여, 이

를 통해 패션 디자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중첩기법

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의 범위는 시지각적 차원에서 중첩기법을 받아들인

입체주의가 나타난 1900년대 초반에서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회화·건축·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한글 표기가 가능한 미술용어는 ‘외래

어 표기법(문교부 고시 제85-1호)’, ‘동구권 외래어

표기법’, ‘북구권 외래어 표기법’과 문교부 <편수자료>

원칙을 따르는 옥스퍼드 미술사전을 우선적으로 참

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월간미술에서 발행한 세계미

술용어 사전을 통해 미술용어를 한글표기 하였다. 현

대패션의 사례연구에 필요한 컬렉션 자료는 체계적

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www.firstviewkorea.com과 www.style.com을 선정하

였다.

Ⅱ. 중첩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중첩의 용어 정의
중첩의 사전적 정의는 명사형으로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1) 또는 ‘둘 이상의 것이 거듭해서 겹쳐짐’2)

이다. 유의어는 ‘천첩(千疊)’이며, 동사형은 ‘중첩하

다’, ‘천첩 하다’로 표기하고 있어, 중첩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 이상의 것이 겹쳐지거나 포개어진 것

혹은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첩으로 번역되는 영어표현은 ‘overlap’, ‘superposition’,

‘superimposition’, ‘pile’, ‘interposition’ 등으로 다양하

게 나타난다. Oxford3)사전을 통해 그 정의를 살펴보

면, ‘overlap’은 동사로 ‘겹치다; 겹쳐지다, 포개지다’

로 정의하고 있으며, ‘superposition’은 ‘superpose’의

명사형으로 ‘(다른 것의) 위에 놓다 [겹쳐 놓다]’로

정의하고 있다. ‘superposition’은 ‘superimpose’의 명사

형으로 (이미지를 결합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겹쳐

놓다’, ‘(어떤 요소・특질을) 덧붙이다 [첨가하다]’로

정의되고 있다.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4)에 정의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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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면 공 간

평면: 평평한 표면 부조: 입체감 있는 표면 면의 중첩: 면의 중첩 볼륨의 중첩: 볼륨의 중첩

<표 1> 표면·공간의 개념

에 의하면 ‘pile’은 명사로 ‘쌓아 올린 더미’, ‘퇴적’,

‘산더미’, ‘다수’, ‘대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타동

사로 ‘쌓아 올리다’, ‘겹쳐 쌓다’, ‘축적하다’, ‘모으다’,

‘산더미같이 쌓다’ 로 표현되며 자동사로도 활용 가

능 하다. 명사형으로 ‘interposition’은 ‘사이에 넣음’,

‘삽입물’, ‘중재’, ‘조정’, ‘간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패션분야에서 중첩의 영어표기는 위에서 언급한 단

어들과 함께 ‘layering’이 종종 사용되지만, 레이어링

은 ‘(모양·색채적인 효과를 노려) 겹쳐 입기’로 그 의

미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에서 레이어링을 구

성하는 요소들은 각각의 완성된 의복들로 볼 수 있

으며, 레이어링을 통해서도 변화 없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성된 아이템의 착

장과정에서의 중첩뿐 아니라 의복의 구성 단계에서

겹치거나 덧붙이는 것, 또는 삽입하는 모든 기법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

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첩의 의미인 ‘overlap’을

영어표현으로 사용한다.5)

2. 회화ᐧ건축ᐧ패션 분야의 선행연구에 의한
중첩 기법의 유형

본 연구에서 중첩 기법을 보는 연구의 틀은 패션

ㆍ회화ㆍ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립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은 학위논문과 학회

지 논문을 중심으로 중첩ㆍ회화 관련 논문 7편6), 중

첩ㆍ건축 관련 논문 10편7), 중첩ㆍ패션 관련 논문 8

편8), 총 25편의 논문을 통해 시행하였다.

1) 표면과 공간

선행연구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

로 중첩의 개념을 표면과 공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는 복식이 직물의 표면적 요소와 의복구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의

전제하에,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기법을 분석하는

틀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표면은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겉 부분을 의미하며, 공간은 어떤 물질이나 물

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널리 퍼져 있는 범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으로 나타나는 중첩 기법을 다시 평평한 표면인 평

면과 입체감이 있는 표면인 부조적 개념으로 분리한

다. 공간은 양감을 가지는 면의 중첩과 이미 내부 공

간이 형성된 볼륨간의 중첩으로 분리하였다. 이상 평

면과 부조에 의한 표면과 면의 중첩과 볼륨의 중첩

에 의한 공간개념을 <표 1>9)로 정리 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도출한 중첩 기법을 표면과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회화는 표면개념으로, 건축은 공간개념으로 중

첩 기법을 접근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 표면과 공간을 다루는 비중이 비슷하였

으나, 직물 연구에 있어서는 모두 표면 개념으로만

접근하였다는 특성을 보였으며 <표 2>10)로 정리하였

다.11)

2) 겹침·반복·관입·투명

앞선 연구에서의 표면과 공간 개념에 의한 중첩

기법 분석을 근거로 하여, 이어지는 선행 연구 분석

에서 회화분야의 중첩기법은 표면개념을, 건축분야의

중첩 기법은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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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분야의 중첩 기법
표 면 공 간

평면 부조 면 볼륨

캔버스 내 형태의 중첩, 반복되는 행위의 중첩 ●

화면 안에서의 형상과 바탕간의 상호작용 ●

화면 속 공간에 이미지의 반복, 명도, 투명한 재료에 의한 중첩 ●

자연의 대상물을 화면에 재현, 오브제를 화면에 중첩, 두 개 캔버스의 겹침에 의한

구조
● ●

2차원의 캔버스위에 다양한 농도의 묵면(墨面)을 이용한 중첩 ●

화면은 중첩에 의해 다층적 구조의 평면을 구축 ●

1차적 평면이 여러 장 중첩되어 2차적인 층을 형성 ●

건축 분야의 중첩 기법
표 면 공 간

평면 부조 면 볼륨

중첩을 공간요소로써의 선적요소, 면적요소, 공간요소, 시간요소로 분류 ● ●

상호 관입된 형태의 중첩, 공간 내 공간의 중첩, 중첩에 의한 사이 공간, 매개체에

의해 연결된 공간으로 분류
●

축의 중첩에 의한 공간구성, 면의 중첩에 의한 공간구성면, 공간의 중첩에 의한

구성으로 분류
● ●

면(바닥, 벽, 천장), 재료, 색채, 개구부, 공간 ● ● ●

중첩을 공간요소로써의 선적요소, 면적 요소, 공간요소로 분류 ● ●

단위요소로 바닥면의 중첩, 벽의 중첩, 기둥의 중첩, 볼륨의 중첩으로 분류 ● ● ●

중첩을 공간요소로써의 선적요소, 면적 요소, 공간요소로 분류 ● ●

중첩요소를 공간요소로써의 축, 면, 공간, 빛으로 분류 ● ●

단위요소에 의한 중첩은 벽면, 바닥면, 천정면, 기둥의 중첩으로 형태와

공간배치에서의 중첩표현은 축의 중첩과 치환, 면의 중첩, 매스의 중첩으로 분류
● ● ●

단위요소에 의한 중첩은 벽면, 바닥면, 천정면, 기둥의 중첩으로 공간들의 결합 및

배치관계에 의한 디자인은 축의 치환, 면의 중첩, 공간의 중첩으로 분류
● ● ●

패션 분야의 중첩 기법
표 면 공 간

평면 부조 면 볼륨

콜라주(부조적), 공간의 상호관입, 공간에서의 투명면에 의한 중첩 ● ● ●

반복성(원단중첩, 구성의 중첩, 아이템 중첩), 투명성(소재, 색), 연속성(일정한

흐름에 의한 형태의 중첩)
● ● ● ●

의복형태, 인체와 가상인체, 인체와 의복의 중첩 ●

평면의 텍스타일에서 형과 형의 상호작용에 의한 중첩 ●

섬유 설치작업을 위한 공간 안에서의 중첩 ●

직물의 선과 면에 의한 중첩 (선:동일한 평면위 / 공간에서 선의 방향면:독립적

면/입체의 일부)
● ●

텍스타일의 겹조직 ●

중첩된 이미지의 소재, 투명소재에 의한 중첩 ●

<표 2> 회화ᐧ건축ᐧ패션 분야의 표면과 공간에 따른 중첩 기법 분석

분야의 중첩기법은 직물은 표면의 개념을, 복식의 구

성 방식은 공간의 중첩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표

면과 공간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중첩 기법의 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 연

구에 제시된 중첩 기법을 모두 도출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보다 세부적인 유형 분류를 위해 ‘겹침’을

‘둘 이상의 것이 단순하게 겹쳐지거나 포개어지는 것’

으로 한정하였으며, ‘반복’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

소들의 중첩’으로, ‘관입’은 '상호 침투에 의한 중첩‘으

로, ‘반복’은 ‘물리적 투명성에 의한 시각적 중첩’으로

정의하였다.

겹침은 회화에서 주로 평면적인 개념으로 소재나,

채색, 재료의 중첩을 의미 하며, 이로 인하여 2차원적

인 평면에 다층적 구조가 나타난다. 또한 오브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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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 침

단순히 둘 이상의 것이 겹쳐지거나 포개어지는 것

반복

유사한 요소들의 중첩

관 입

대상의 상호 침투에 의한 중첩

투 명

물리적 투명성에 의한 시각적 중첩

<표 3> 겹침·반복·관입·투명의 개념

<표 4> 회화·건축·패션 분야의 선행 연구에 의한 중첩 기법의 유형

부착에 의한 부조적 중첩개념도 나타난다. 건축분야

에서의 겹침에 의한 중첩기법은 주로 공간의 겹침으

로 설명되고 있다. 즉 회화는 중첩을 평면에서 시작

하여 공간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건축은 중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과 사례분석

- 111 -

<표 5> 본 연구에서 중첩을 보는 연구의 틀

첩의 기본개념을 공간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겹침에 있어 원단이나 직물

을 중첩할 때는 평면적 개념이며, 아이템이나 구성단

계에서의 중첩은 공간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반복은 회화에서는 가시적인 형태뿐 아니라 지우

는 행위와 같은 추상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건축에서

의 반복 유형은 면의 중첩, 적층, 벽·바닥의 중첩, 벽

의 중첩, 기둥의 중첩, 볼륨의 중첩, 바닥면의 중첩으

로 나타난다. 패션에서는 기하학적 입방체의 반복,

집단적 표현, 공간상 일정 간격 설치, 장식적 표현의

반복, 유희적 표현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관입은 회화에서 공간상에서 캔버스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건축에서는 상호 관입된 공간, 중첩에 의

한 사이 공간, 매개 공간, 그리드의 중첩, 가벽, 길이

와 방향에 의한 중첩, 수직·수평의 중첩, 기둥·벽·천

정·바닥의 중첩, 공허부와 실체부의 중첩으로 나타나

며 패션에서는 상호관입, 구성의 중첩, 의복 형태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투명은 회화에서 채색단계에서의 투명성, 투명한

재료에 의한 중첩, 명도에 의한 중첩으로 나타난다.

건축에서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중첩과 함께

빛에 의한 명암의 중첩을 포함하고 있다. 패션에서

투명에 의한 중첩기법은 투명한 소재에 의한 원단의

중첩, 투명한 소재에 의한 색상의 중첩, 투명한 소재

와 인체와의 중첩, 불투명한 형태의 중첩, 투명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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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중첩, 명도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회화·건축·패션분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정의한 중첩 기법의 개념은<표 3>12)으로, 중첩기

법의 유형은<표 4>13)로 정리하였다.14)

3. 중첩기법을 보는 연구의 틀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

에서 중첩 기법을 보는 연구의 틀을 정립하였다. 먼

저 복식은 2차원의 직물과 구성단계에서의 3차원 공

간으로 형성 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2D로서의

회화와 3D로서의 건축에 나타난 중첩기법을 분류 하

였으며, 표면의 중첩은 다시 평면과 부조로, 공간은

면과 볼륨의 중첩으로 세분화 하였다. 중첩기법의 유

형은 겹침, 반복, 관입, 투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패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정적인 예술인 회

화ㆍ건축과 달리 착장과 움직임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중첩기법의 특수성을 도출 하고자

한다. 중첩기법을 보는 연구의 틀은<표 5>15)를 통해

도식화 하였다.16)

Ⅲ. 현대 회화 · 건축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 사례 분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선행연구에 의해 도출된 틀을 바탕으로 회화 · 건축

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1. 표면적 중첩
표면적 중첩의 겹침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파블

로 피카소의 꼴라주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화면에

레몬, 오이, 유리잔, 파이프, 등의자를 연상시키는 유

포조각을 겹쳐서풀칠 하였으며, 또한 회화적인 이미

지 위에 전혀 이질적인 요소인 J.O.U의 활자를 겹쳐

놓았다<그림 1>17). 인쇄된 가느다란 종이를 화면에

겹쳐서 표현한 ‘애국적 축제’<그림 2>18), 현실의 소재

를 화면에 부착해 실재 무대장치 같은 느낌을 들게

한 막스 에른스트의 ‘꾀꼬리에 놀란 두 아이들’<그림

3> 또한 피카소의 꼴라주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19)

존 하트필드의 ‘두려워 하지 말라, 그는 채식주의자

다’<그림 4>는 사진의 조각들을 이용해 창조한, 서로

관계없는 이미지를 합성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

는 상황을 사실처럼 표현 하였으며20), ‘트롱프뢰유’

<그림 5>21)는 실재 공간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단지

그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화면 안에 가상과 실제

가 겹쳐있는 것이다. 이상의 회화작품을 통해 도출된

겹침 유형의 중첩 기법은 콜라주, 포토몽타주, 트롱

프뢰유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조형적 특성은 이질적

이미지의 겹침, 비회화적 재료의 겹침, 인쇄매체의

재조립, 실재 오브제 겹침, 대상의 사실적 묘사로 요

약된다.

표면적 중첩의 반복 유형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그림 6>22)에 나타난 연속촬영 기법에서 볼 수 있

다. 빠른 속도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바이올리니스

트의 손 이미지를 반복하여 하나의 화면에 표현해

가속도가 실린 속도감을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바

이올리니스트의 손은 ‘역선(力線)’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 에른스트의 ‘패각의 꽃’<그림

7>23)은 데칼코마니 기법을 통해 유사한 꽃을 반복해

표현하였다.

표면적 중첩의 관입 유형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그림 8>24)을 통해 분석 하였다. 각 인물은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편으

로는 이미 균열이 나 있는 배경과 자연이 뒤섞여 있

다. 또한 르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그림 9>25)에는

신발에 사람의 발이 결합되어 있으며, 살바도르 달리

의 ‘비키니 섬의 세 스핑크스’<그림10>26)는 핵 구름

이 인간의 목에 머리의 형상을 하며 관입되어 있다.

표면적 중첩의 관입 유형에서는 입체주의에 의한 다

시점(多視點)적 표현과 데페이즈망의 중첩 기법을

보이며, 대상의 해체와 조립, 무관한 요소들의 우연

적 중첩이라는 조형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표면적 중첩의 투명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춤

을 추는 무희들의 이미지의 투명성으로 인해 유기체

의 몸체와 공간의 층이 서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푸

른 무희'<그림 11>27),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못하고

오직 느낄 수만 있는 투명한 단면들로 중첩된 '움직

임의 거리+역동성의 규칙'<그림 12>28), 투명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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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등의자가

있는 정물

- 피카소, p. 84

<그림 2>

애국적 축제

- Art Since

1900-modernism,anti

modernism,postmode

rnism, p. 95

<그림 3> 꾀꼬리에

놀란 두 아이들

- 325 Works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 p. 105

<그림 4> 두려워

하지 말라, 그는

채식주의자다

- www.flickr.com

<그림 5>

트롱프뢰유

- moonsoyoung.com

<그림 6>

바이올리니스트의 손

- Art in the Modern

Era, p. 89

<그림 7>

패각의 꽃

- www.artknowledge

news.com

<그림 8> 아비뇽의

처녀들

- Art Since

1900-modernism,

p. 79

<그림 9> 붉은 모델

- Magritte, p. 153

<그림 10> 비키니

섬의 세 스핑크스

- www.edali.org

<그림 13>

게르니카

- 파블로 피카소, p. 35

<그림 11>

푸른 무희

- 피카소, p. 81

<그림 12> 움직임의 원

리+역동성의 규칙

- 25 Works from the

Museum of Modern Art,

p. 72

해 전·후의 공간적 차원에 있는 대상을 동시에 표현

하고 있는 피카소의 '게르니카'<그림 13>29)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중첩 기법으로는 X선과 잔상(殘像)이

도출 되었고, 이들의 조형적 특성은 투명한 단면들의

중첩과 시각적 투과에 의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으로

나타났다.30)

2. 공간적 중첩
공간적 중첩의 겹침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인간

형상의 조각 작품에 각종 폐품을 조합한 라울 하우

스만의 '기계적 두상 우리시대의 정신'<그림 14>31)과

후앙 미로의 가운데가 뚫린 목재 프레임과 나뭇가지

에 앉아 있는 앵무새, 경마용 모자, 코르크, 셀룰로이

드물고기, 지도 등의 재료를 겹쳐놓은 ‘오브제'<그림

15>32)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두 작품 모두 이질적

요소를 접합한 ‘아상블라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로

버트 라우센버그의 ‘모노그램’<그림 16>33)에서는 아

상블라주의 확장된 개념인 ‘컴바인 페인인팅’ 기법이

도출되었다. 또한 프랭크 게리의 ‘호텔 마르께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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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계적 두상

- 다다와

초현실주의,

p. cover page.

<그림 15>

오브제

- The Story of

Modern Art,

p. 191

<그림16>

모노그램

- 입체주의, p. 252

<그림 17> 호텔

마르께스 드 리스카

– www.revistaentr

emedicos.com

<그림 18>

슈뢰더 하우스

- www.ad.ntust.

edu.tw

<그림 19>

신도시 계획안 1

- Art in the

Mofern Era, p. 91

<그림 20> 신도시

계획안 2

- Art in the

Mofern Era, p. 91

<그림 21>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

- 러시아 미술사,

p. 381

<그림 22>

세 개의 깃발

- New York art,

p. 93

<그림 23> 역구성1

- De Stijl

1917-1931, p. 86

<그림 24>

아키텍톤

- www.russiana

vantgard.com

<그림 25>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 Frank Gehry

Architect, p. 114

<그림 26> 유리집

- Art in the Modern

Era, p. 126

<그림 27> 판스워드

주택

- postfiles10.

naver.net

<그림 28>

바우하우스

- 미술의 역사,

p. 671

리스카’<그림 17>34)는 지붕을 폴딩하여 건물의 위와

아래, 시작과 끝, 지붕과 외벽사이의 경계를 허물었

으며, 게리트 리트벨트의 ‘슈뢰더 주택’<그림 18>35)은

내부를 이동 칸막이벽으로 만들어 네 개의 독립된

공간들이 하나로 통합되거나 몇 가지 유형으로 가

변36)될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공간적 중첩의 반복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안토

니오 산텔리아의 ‘신도시 계획안1·2’<그림 19, 20>37)38)

스케치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의 전체

혹은 부분이 동일한 형태의 모듈의 반복배치에 의해

설계되어 있는 기하학의 단순 반복과 블라디미르 타

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그림 21>39)에서 볼

수 있는 2중 나선의 구조체 속에 반구, 원통, 삼각추,

입방체의 점이(漸移)에 의한 반복으로 도출 되었다.

제스퍼 존스의‘세 개의 깃발’<그림 22>40)은 캔버스

자체를 하나의 오브제로 생각하고 크기에 변화를 주

어가며 스케일을 변형한, 동일·유사한 오브제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 배치의 조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공간적 중첩의 관입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밀폐

된 매스를 평활한 면들로 단편화 시킨 후 이들을 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과 사례분석

- 115 -

중첩 기법 조형적 특성 대표 사례

표

면

겹침

-콜라주

-포토몽타주

-트롱프뢰유

-이질적 이미지의 겹침

-비 회화적 재료의 겹침

-인쇄매체의 재조립

-실재 오브제 겹침

-대상의 사실적 묘사

반복
-연속촬영 기법

-데칼코마니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

-역선(力線) 의한 흐름

관입
-다시점(多視點)

-데페이즈망

-대상의 해체와 재조립

-무관한 요소들의 상호 관입

투명
-X선

-잔상(殘像)

-투명한 단면들의 중첩

-시각적 투과에 의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공

간

겹침

-아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폴딩

-이동식 칸막이벽

-이질적 요소의 집합ㆍ조립

-예술작품과 일상적 오브제의

겹침

-면의 폴딩

-독립된 공간들의 통합과 가변

반복
-기하학의 반복

-스케일의 점이(漸移)

-동일ㆍ유사한 오브제의 반복

배치

-동일ㆍ유사한 오브제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 배치

관입
-면의 상호관입

-매스의 상호관입

-입방체의 해체와 재조립

-공간적 질서를 해체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투명
-유리벽 외피

-유리 커튼 월

-유리 소재의 부분적 사용

-유리 소재의 전체적 사용

-시각적 투과에 의한 내ᐧ외부의
동시적 인식

<표 6> 회화·건축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별 사례 분석

호 관입시킴으로써,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기 되는 반 되스버그의 ‘역구성1'<그림

23>41)과 큐비즘 화가였던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이질

적 공간 삽입으로 시각적인 공간의 연속성이 일어나

는 ‘아키텍톤’<그림 24>42)의 작품에서 잘 보여 진다.

또한 프랭크 게리의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그림

25>43)은 면과 매스의 상호 관입을 통한 중첩을 잘

보여준다. 게리는 면과 매스의 상호관입을 통해 현대

건축의 상자 모양을 타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의 중첩을 통해 유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연속성

을 갖도록 하였다. 이상을 통해 도출된 중첩 기법은

면의 상호관입, 면과 매스의 상호관입이며 조형적 특

성은 입방체의 해체와 재조립, 공간적 질서를 해체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으로 도출되었다.

공간적 중첩의 투명 유형에 의한 중첩기법은 브루

노 타우트의 ‘유리집’<그림 26>44), 미스 반 데 로에의

‘판스워드 주택’<그림 27>45),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계

한 ‘바우하우스 건물<그림 28>’46)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리집’은 철강 산업의 상징으로 외부와 문, 계단 등

모든 부분들이 유리와 철로 된 건물로서, 투명한 외

벽은 수정체 이미지의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와 함께

중첩되어 보이는 내·외 공간을 함께 인식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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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각적 일체감을 주고 있다. ‘판스워드 주택’은

철과 유리의 사용으로, 건물 주변 숲의 경관을 내부

로 끌어들이고 내부 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킴으로써

거주자로 하여금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착

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즉 유리의 투명성으로 인해

외부의 자연과 주택의 내부가 유기적으로 상호 관입

되어 순간적으로 외부공간을 실내 공간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바우하우스 건물<그림 28>’은 전

벽면이 유리로 덮인 4층의 상자 모양의 빌딩으로, 특

별한 구조적 보강재 없는 거대한 전면 유리벽의 투

명한 특성으로 인해 내·외부 공간의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공간적 중첩의 투명 유형에 의한 중첩기

법은 유리벽 외피, 유리 커튼 월, 유리 소재의 부분

적 사용과 유리 소재의 전체적 사용이 도출되었으며

그 조형적 특성으로는 시각적 투과에 의한 내ᐧ외부
의 동시적 인식이 나타났다.47)

이상의 연구 내용을 <표 6>48)으로 정리 하였다.

Ⅳ.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기법의
유형 사례 분석

현대 이전 시대의 의상은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

위에 장식과 라인에 의해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개

성적이고 조형적인 차원의 의상이 요구되었고, 패션

은 미술과 건축 등 타 예술분야의 표현기법을 받아

들이며 다양한 변혁을 이루게 된다. 특히 하나 이상

의 것이 겹치거나 포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

인 중첩 기법의 적용으로 인해 현대 패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때로는 조형성을 가미한 전위

적인 의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현대 패션은 앞서 도

출한 회화·건축에서 나타난 중첩기법의 유형을 바탕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겹침
겹침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기법인 콜라주, 포

토몽타주, 트롱프뢰유 기법은 Carven<그림 29>49),

Rodarte<그림 30>50), Christian Lacroix<그림 31>51),

Givenchy<그림 32>52), Stella McCartney<그림 33>

53), Alexander Mcqueen<그림 34>54), Sonia Rykiel

<그림 35>55)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카르벤의 드레스

는 완성된 하나의 도트 프린트 위에 전혀 다른 분위

기의 장미꽃 이미지를 겹침으로써 고정관념을 깬 새

로운 형식의 패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로다르트

는 원피스의 제작 과정에서 절개된 면마다 다른 이

미지를 가지는 서로 다른 촉감과 이미지의 소재를

구성하여 새로운 형태미를 부여하고 있다. 라크르와

는 가슴과 스커트 부분에 깃털과 스팽글을 부착하여

부조적 표면으로 이루어진 복식형태를 구성하였다.

전통적인 복식 구성에서도 깃털이나 스팽글은 사용

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깃털은 모자와 같은 악세서

리의 장식으로 활용되었고 스팽글 또한 표면적인 디

자인 요소로만 사용되어 왔었는데, 라크르와는 깃털

을 의복 전면에 도입하고 스팽글을 부조적으로 부착

하였다. 지방시는 얇은 소재로 볼륨감 있는 소매를

구성하기 위해 직물이 아닌 나무소재를 사용하였으

며, 틀을 감추지 않고, 디자인 요소로서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 있어 고정관념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사진의 사실적 표현을 통해 직물디자인으로 재현하

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꽃 오브제를 드레스의 전체에

직접 부착하여 마치 실제 화원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유발한다. 소니아 리키엘은 셔츠에 리

본프린트를 하여, 마치 리본 디테일이 있는 것과 같

은 착각을 유발하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에서의 겹침 유형에 의한 표

면적 중첩기법에 의한 조형적 특성은 이질적인 직물

의 중첩, 이질적인 이미지의 중첩, 직물이 아닌 소재

의 도입, 사실적 이미지의 직물 프린트, 실재와 같은

정밀한 묘사로 나타났다.

겹침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기법인 아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폴딩, 이동식 칸막이벽은 Alexander

Mcqueen<그림 36>56), Jean Paul Gautier<그림 37>

57), Victor & Rolf<그림 38>58), Bruno Piete<그림

39>59), Yoshiki Hishinum<그림 40>60) 컬렉션에서 나

타났다. 알렉산더 맥퀸은 테일을 길게 늘어뜨린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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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arven

<그림 30>

Rodarte

<그림 31>

Christian Lacroix

<그림 32>

Givenchy

<그림 33>

Stella

McCartney

<그림 34>

Alexander

Mcqueen

<그림 35>

Sonia Rykiel

<그림 36>

Alexander

Mcqueen

<그림 37>

Jean Paul Gautier

<그림 38>

Victor & Rolf

<그림 39>

Bruno Pieter

<그림 40>

Yoshiki Hishinum

- www.firstviewkorea.co.kr

스에 긴 막대기 오브제를 도입하는 창의적인 방식으

로 활동성을 가미하였다. 장 폴 고티에는 히피문화에

서 영감을 받아 오버롤 청바지위에 긴 스커트를 겹

쳐 입은 레이어드 룩을 보여준다. 빅터앤 롤프는 침

대속에서 자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런웨이에 옮겨

온 듯한 컬렉션을 통해, 일상과 예술을 결합하고자

한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 기법을 차용

하고 있다. 브르노 피에터는 코트 구성에 있어 어느

부분을 안과 밖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폴딩 기법

을 사용한다. 요시키 히시누마는 지퍼를 이용해 다양

한 방식의 개폐가 가능한 기능성과 미적인 효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의적 요소로 활

용하였다. 이처럼 겹침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기법

은 의복에 이질적 물체 중첩, 의복에 일상적 물체 중

첩, 겉과 안의 경계 해체, 지퍼에 의한 의복의 가변

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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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cherrer

<그림 42>

Undercover

<그림 43>

Givanchy

<그림 44>

Dior Couture

<그림 45>

Victor & Rolf

- www.firstviewkorea.co.kr

2. 반복
반복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 기법인 연속 촬영

기법과 잔상은 Scherrer<그림 41>62), Undercover<그

림 42>63), Givanchy<그림 43>64) 컬렉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쉐러는 직사각형의 면을 이용한 패턴

반복 배치를 통해 구성한 원단으로 의복을 제작하였

다. 동일한 면의 반복적 배열은 질감과 구조를 가진

입체적 구성을 이루며, 원단을 배치할 때 동일한 단

위요소의 패턴을 윗부분만 바느질하면서 발생한 간

격의 차이는 공간감을 유발한다. 언더커버는 해골모

티브를 반복적으로 겹쳐서 자켓을 형성하였다. 각각

의 해골 모티브는 단위형태로써 각각의 존재감을 강

조함과 동시에 결합되어 합일된 형태로 보이면서 전

체적으로 시각적 균형감을 준다. 지방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무한히 중첩하는 형태의 플리츠를 디자인 요

소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반복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 기법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동일한 소재

의 반복배열, 동일한 모티브의 반복 배열, 역선(力

線)에 의한 흐름이 나타난다.

반복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 기법인 기하학의

반복과 스케일의 점이(漸移)는 Dior<그림 44>65),

Victor& Rolf<그림 45>66) 컬렉션에서 보여진다. 디

올 이브닝 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은, 같거나 비슷한

이미지의 패턴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순한 기법을

고전적인 이브닝 드레스라는 의외의 아이템에 적용

함으로써 디자인적인 가치를 상승하게 한다. 빅터앤

롤프는 점층적으로 4개의 슬리브, 네 겹의 하얀 커프

스와 네 개의 칼라를 반복한 새로운 형태의 셔츠를

제시하여, 의외성으로 인한 내적 동요를 상승시킨다.

이상의 연구에서 반복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 기

법은 동일한 소재의 반복배열, 동일한 모티브의 반복

배열, 역선(力線)에 의한 흐름, 나선형 축의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67)

3. 관입
관입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 기법은 다시점(多

視點)적 표현과 데페이즈망이 있으며 Vivienne West-

wood<그림 46>68)와 AF Vandesvorst<그림 47>69) 컬

렉션에 나타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같은 소재의

드레스와 탑을 분해하여 재조립 하였으며, AF 반데

보스트는 전혀 다른 아이템인 튜브탑 원피스 위에

군복상의를 관입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아이템은 상

호 관입되는 과정에서 맞물린 상태로 변형되기도 하

며,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각 아이템의 형상은

디자인적 요소 외에 본래의 용도는 무감각하게 되기도

한다. 관입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 기법의 조형적

특성은 의복 아이템의 위치 전환, 의복 아이템의 상호

관입, 착장 순서와 무관한 결합으로 분석 되었다.

관입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 기법인 면의 상호

관입과 매스의 상호관입은 Victor & Rolf<그림 4

8>70), Victor & Rolf<그림 49>71)와 Chanel<그림 5

0>72), John Galliano<그림 51>73) 컬렉션에서 보여진

다. 빅터앤 롤프는 건축에 나타난 면의 관입 기법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원피스의 소매와 스커트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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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ivienne Westwood

<그림 47>

AF Vandesvorst

<그림 48>

Victor & Rolf

<그림 49>

Victor & Rolf

<그림 50>

Chanel

<그림 51>

John Galliano

- www.firstviewkorea.co.kr

<그림 52>

Georges Chakra

<그림 53>

Martine Sitbon

<그림 54>

Comme Des Garçons

<그림 55>

Chanel

<그림 56>

John Galliano

- www.firstviewkorea.co.kr

새로운 형태의 패널을 관입하였으며, 스커트와 바지

의 공간을 해체·재조립 하여 동시에 착용할 수 있게

한다. 샤넬은 트위드 재킷과 쉬폰 드레스를 각각 상

의와 하의로 해체·재조립 한다. 존 갈리아노는 착장

의 순서를 해체하며 이는 인프라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관입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

첩 기법의 조형적 특성은 의복의 패널간의 관입, 의

복의 아이템간의 관입, 이질적 형태의 관입, 착장자

의 의지에 의한 관입 형태의 가변성으로 나타났다.74)

4. 투명
투명 유형에 의한 표면적 중첩 기법인 X선과 잔

상은 Georges Chakra<그림 52>75)와 Martine Sitbon

<그림 53>76) 컬렉션에 나타났다. 샤크라는 삼각형의

직물을 반복 배열 하면서 삼각형이라는 기하학적 형

태가 가지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투명한 소재를 선

택하였다. 마틴 싯봉은 분절된 투명한 소재들을 중첩

하여 의복을 구성하고 있으며, 직물 조각들의 투명성

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소재를 동시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이들의 조형적 특성은 분절된

투명한 소재들의 중첩과 역선(力線)에 의한 흐름으

로 분석된다.

투명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 기법은 유리벽 외

피와 유리 커튼 월이며 Comme Des Garçons<그림

54>77), Chanel<그림 55>78), John Galliano<그림 5

6>79) 컬렉션에서 나타난다. 꼼데갸르송은 전체적으로

불투명한 자켓의 팔 부분에만 투명한 소재를 중첩하

였다. 샤넬은 단순한 디자인의 화이트 미니 원피스

위에 블랙의 투명한 레이어를 한 층 더 구성함으로

써, 두 가지 아이템을 동시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존

갈리아노는 속옷을 연상시키는 탑과 팬츠위에 투명

한 소재의 원피스를 레이어드 하고 있다. 이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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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기법의 유형 조형적 특성 중첩 기법의 유형 조형적 특성

겹

침

표

면

-콜라주

-포토몽타주

-트롱프뢰유

-이질적 패턴의 겹침

-직물이 아닌 소재의 중첩 /

이질적 직물의 겹침

-사실적 이미지의 직물 프린트

-직물과 실재 오브제 겹침

-의복 디테일의 사실적 묘사
관

입

표

면

-다시점

(多視點)

-데페이즈망

-대상의 해체와 재조립

-무관한 요소들의 상호 관입

공

간

-아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폴딩

-이동식 칸막이벽

-이질적 요소의 집합ㆍ조립

-예술작품과 일상적 오브제의

겹침

-면의 폴딩

-독립된 공간들의 통합과 가변

공

간

-면의

상호관입

-매스의

상호관입

-입방체의 해체와 재조립

-공간적 질서를 해체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반

복

표

면

-연속촬영 기법

-데칼코마니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

-역선(力線) 의한 흐름

투

명

표

면

-X선

-잔상(殘像)

-투명한 단면들의 중첩

-시각적 투과에 의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공

간

-기하학의 반복

-스케일의

점이(漸移)

-동일한 오브제의 반복 배치

-동일한 오브제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 배치

공

간

-유리벽 외피

-유리 커튼 월

-투명한 소재의 부분적 사용

-투명한 소재의 전체적 사용

-시각적 투과에 의한 의복과

의복, 의복과 인체의

동시적 인식

<표 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별 사례분석

구에서 투명 유형에 의한 공간적 중첩 기법의 조형

적 특성은 투명한 소재의 부분적 사용, 투명한 소재

의 전체적 사용, 시각적 투과와 반사, 의복과 인체와

의 중첩으로 분석되었으며 <표 7>80)으로 정리하였

다.81)

5. 종합적 논의
회화·건축·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은 많은 유사

성을 가지고 있지만, 패션은 타 예술장르와는 달리

인간에 의한 착장과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

을 보이고 있다. 겹침 유형에 의한 중첩 기법은 착장

자의 의지로 아이템을 겹쳐 입는 레이어링에 의해

소통성을 갖는다. 반복 유형에 의한 중첩 기법은 인

체의 움직임이라는 특성에 의해 운동성이 강화 된다.

관입 유형에 의한 중첩 기법은 착장 순서와 무관한

결합과 함께 착장자의 의지에 의한 관입 형태가 가

변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소통성을 갖는다는 점은

회화·건축에서 나타나지 않는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

법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유형에 의

한 중첩기법의 투과성은 복식과 복식을 동시에 인식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과 인체가 동시에

보이는 신체미가 가시화 된다. 현대패션은 인체의 성

적 상징부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던 과거의 복식

에 비해 노골적이며 대담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

서 현대패션에서는 여성의 신체미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투명에 의한 중첩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체의 착장과 움직임은 표면에서 소재

간의 중첩 및 공간에서 의복구성요소의 중첩뿐 아니

라 인체와 의복간의 중첩을 성립하며, 패션의 특수성

을 가지며 <표 8>82)을 통해 정리하였다.83)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

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대 회화·건축의 사례분석을 통

해 구체적인 중첩기법과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으

며, 같은 틀로써 현대 패션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이

론적 고찰을 통해 나타난 중첩 기법의 유형은 겹침,

반복, 관입, 투명으로 분류 되었으며 연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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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기법의 유형
조형적 특성

회화⋅건축 패 션

겹

침

표

면

-콜라주

-포토몽타주

-트롱프뢰유

-이질적 이미지의 겹침

-비 회화적 재료의 겹침

-인쇄매체의 재조립

-실재 오브제 겹침

-대상의 사실적 묘사

-이질적 패턴의 겹침

-직물이 아닌 소재의 중첩 / 이질적

직물의 겹침

-사실적 이미지의 직물 프린트

-직물과 실재 오브제의 겹침

-의복 디테일의 사실적 묘사

공

간

-아상블라주

-컴바인 페인팅

-폴딩

-이동식 칸막이벽

-이질적 요소의 집합ㆍ조립

-예술작품과 일상적 오브제의 겹침

-면의 폴딩

-독립된 공간들의 통합과 가변

-의복과 이질적 요소의 집합ㆍ조립 /

이질적 아이템의 중첩: 레이어드 룩

-의복과 일상적 오브제의 겹침

-직물의 폴딩: 겉면과 안쪽면의 경계 해체

-지퍼에 의한 의복의 통합과 가변

반

복

표

면

-연속촬영 기법

-데칼코마니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

-역선(力線) 의한 흐름

-동일한 소재⋅모티브의 반복배열

-역선(力線) 의한 흐름: 플리츠

공

간

-기하학의 반복

-스케일의

점이(漸移)

-동일ㆍ유사한 오브제의 반복 배치

-동일ㆍ유사한 오브제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 배치

-동일한 형식에 의한 직물의 반복

-동일한 구성요소의 크기 변형에 의한

반복 배치

관

입

표

면

-다시점(多視點)

-데페이즈망

-대상의 해체와 재조립

-무관한 요소들의 상호 관입

-의복 아이템의 해체와 재조립

-무관한 의복 아이템간의 상호 관입

공

간

-면의 상호관입

-매스의 상호관입

-입방체의 해체와 재조립

-공간적 질서를 해체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의복의 패널ㆍ아이템의 해체와 재조립

-착장법의 해체: 인프라 패션

투

명

표

면

-X선

-잔상(殘像)

-투명한 단면들의 중첩

-시각적 투과에 의한 대상의 동시적 인식

-투명한 소재들의 중첩

-투명성에 의한 소재의 동시적 인식

공

간

-유리벽 외피

-유리 커튼 월

-유리 소재의 부분적 사용

-유리 소재의 전체적 사용

-시각적 투과에 의한 내ᐧ외부의 동시적
인식

-투명한 소재의 부분적 사용

-투명한 소재의 전체적 사용

-시각적 투과에 의한 의복과 의복, 의복과

인체의 동시적 인식

착장 · 움직임에 의한 패션의 특수성

겹침 -착장자의 의지로 아이템을 겹쳐 입는 레이어링에 의한 소통성

반복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운동성의 강화

관입 -착장자의 가변적 의지에 의한 소통성

투명 -의복과 인체와의 동시적 인식에 의한 소통성

<표 8> 현대 회화·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중첩 기법 비교

다음과 같다.

첫째, 혼란과 다양성의 시대인 현대는 예술 분야

에서 타 영역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서 상호간

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기법을 분석하는데 있어 관련 예

술 분야인 회화와 건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로 인해 패션을 분석하는 시각을 보다 더 체계적

으로 확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 의

한 풍부한 중첩 기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중첩기법은 그 적용범위나 변형방식이 광범

위하고, 심리적 감흥을 유발하는 시지각적 특성을 갖

는다. 따라서 현대패션에서 중첩 기법의 적용은 계속

해서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상의 폭

을 다양한 각도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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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션은 다른 조형예술과 다르게 인간에 의

한 착장과 움직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예술적인 표

현대상으로 복식을 접근할 때는 이러한 특성이 표현

의 제한적요소로 작용하였지만, 본 연구의 사례분석

에 의하면 중첩 기법은 착장자의 의지에 의해 더 다

양하고 효과적으로 적용 되었으며, 움직임에 의해 운

동성도 극대화 되었다. 또한 투명성은 복식자체의 미

(美)뿐만 아니라 인체의 실루엣에 의한 아름다움까

지 동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중첩 기법은 복식에 적용하여

디자인 개발 방법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기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첩기법을 연구한

본 논문이 패션 디자인 교육과 개발 활용되어 혁신

적인 디자인 발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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