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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of deconstruction and creative destruction 

in Maison Margiela’s fashion design code, which has opened the door to a new wave of 

innovative design since 1988. Using a combination of theoretical analysis, precedent research, 

and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five years of Maison Margiela's works (2010-2014) were 

evaluated. The analysis shows that Maison Margiela’s Design Code consists of the following 

key elements: Addition, Extension, Asymmetry, Elimination, Deconstruction, Complanation, and 

Inversion. Addition refers to act of attaching additional pieces of fabric or clothing on the 

existing piece. Extension refers to the act of extending the design elements, such as their 

position or features. Asymmetry means the irregular positioning of left-to right and 

front-to-back length and features. Deconstruction could be seen in intentionally frayed 

sleeves, open seams, and tears in the cloth. The element of Elimination was evident in the 

removal of key pieces of clothing such as a coat, pants, blouse, and a jacket. Complanation 
refers to the reversion to a two dimensional contemplation of the human form rather than the 

more obvious 3-dimensional form. Finally, Inversion was used by displaying an inner layer of 

clothing on the outside or exposing seams or zippers in a way that people are not 

accustomed to seeing. It also meant that the order of wearing clothes was sometimes 

inverted, so external layers would be worn within clothing that are traditionally underneath. 

Maison Margiela’s creations represented 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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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순히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는 수단에서 출발한 

의복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변화와 

함께 복식의 다양한 양식들을 창출해내었다. 최근 

패션계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

향으로 인하여 규격화된 틀에 맞추는 관념에서 벗어

나 순수하게 인간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계층에만 국한 

되지 않고, 누구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양식을 순수하게 접근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다

양성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정관념의 탈피, 

다양성, 개성 중시의 풍토가 생겨났으며 이를 반영

한 작품들도 쏟아져 나왔다(Lee & Park, 2006). 그 

중에서도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1988-

현재)의 작품들은 단연코 개성적이고 전위적이며, 

실험적이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1957- 현재)가 1988년에 설립한 회사로

서 2009년도 그의 은퇴 후에도 메종 마르지엘라에 

소속된 디자인 팀에 의해 모든 컬렉션이 운영되고 

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들은 

기존관념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작품들로 설립자인 

마틴 마르지엘라의 상식과 경계를 뒤엎는 파격적인 

실험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계에서 추구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필요

한 구체적 디자인 발상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메

종 마르지엘라에 관심을 갖고 그 작품들에 표현된 

디자인 코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설립자인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해 살펴보면

  알렉산더 맥퀸(Alaxander Macqueen)은 “마틴 마

르지엘라는 암홀의 구조, 어깨의 높이 등과 같은 디

테일까지도 세밀하게 주목하여 형태나 비율, 재단방

법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디자이너이다.”라고 하

였으며, 마크 제이콥스(Mark Jacobs)는 “현대사회

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틴 마르지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 또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였다. 소피아 코코살라키(Sophia 

Cocosalaky)도 “마틴 마르지엘라의 디자인은 매우 

영리하다.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관

습 또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만의 철학을 고수

한다. 그는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옷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하

였다.”라고 하였다(http://www.independent.co.uk,

2014). 

  이와 같이 마틴 마르지엘라는 옷에 대한 기존관념

을 탈피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설립자의 정신이 잘 계승되고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

의 디자인 발상법을 연구하고자, 작품에 표현된 디

자인 코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드란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의 규약이나 관례(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디자인 발상법의 핵심개념으로 활용된 항목을 의

미한다. 

  디자인 코드 분석에는 오스본(A. F. Osborn, 

1888-1966)의 체크리스트법(Checklist Method)을 

적용하였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은 생각할 수 있

는 모든 점을 조목별로 써서 그것을 하나씩 체크하

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디자인 발상에 관

련된 여러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어떤 변

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크해나가기 때문에 디자인 코

드 분석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

는 추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

with the existing order, revealing an entirely new aesthetic conception of the beauty of 

form, and a fresh way to express a fashion personality and artistic philosophy. Maison 

Margiela has succeeded by it’s willingness to test the boundaries, and show that the 

creative process, particularly in the domain of design expression, requires the ability to 

overcome implicitly understood norms and restrictions.

Key words : Maison Margiela(메종 마르지엘라), Checklist(체크리스트), Design Code(디자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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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메종 마르지엘라의 설립자인 마틴 마르지엘

라와 체크리스트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로는 COLLECTION지(동아TV: 서울)를 통하여 2

010년 S/S부터 2014 A/W까지 최근 5년간 발표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선택한 후, 체크리스트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객관성을 위하여 작품 선

정과정에는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3인이 참여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패션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패션디자인 발상영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창의적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메종 마르지엘라의 설립자인 마틴 마르지엘라는 

1957년 벨기에 태생으로 1978년 앤트워프 로열 아

카데미(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5년간은 프리랜

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였고, 1983년에는 황금 물레상

Figure 1. 1990 S/S 

Martin Margiela

http://www.pinterest.com/pin/499

195939921457889/

Figure 2. 2008 A/W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3. 2009 A/W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을 수상하였다. 1984년부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어시스턴트로 일하였으나 1988년

에 제니 마이렌스(Jenny Mirens)와 함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를 설립하고, 

1989년 S/S 컬렉션을 시작으로 마틴 마르지엘라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Derycke, L. & Van De Veire, S., 1999).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들을 디자인 요소의 측면

에서 살펴보면, 형태적으로는 실제 착용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의 티셔츠, 목둘레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넓고 높게 함으로써 얼굴이 파묻히는 원피스, 한쪽 

어깨를 눈에 띄게 뾰족하고 크게 만든 상의 등 형태

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과장되게 크기를 확

대하여 표현하였다(Figure 1-3). 

  또한 좌우의 형태가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한쪽

만 걸쳐져 있는 코트, 테일러드 재킷의 한쪽 어깨를 

제거함으로써 한쪽 팔은 긴소매이지만 다른 한쪽은 

어깨부분이  드러나게 한 재킷 그리고 길이를 한쪽

은 길고 다른 한쪽은 짧게 디자인한 바지 등 옷의 

형태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탈피하여 좌우 비대칭으

로 표현하였다(Figure 4-6).   

  소재를 살펴보면, 군용 양말을 소매부분에 잇대어 

디자인한 상의, 공업용 투명 테이프를 벨트로 활용

한 원피스, 병뚜껑으로 이루어진 상의, 원단을 사용

하지 않고 벨트만을 활용하여 만든 가죽재킷, 레코

드판을 잇대어 만든 드레스, 흰 장미꽃과 초록색의 

잎사귀로 만든 상의 등 공업이나 산업분야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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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997 A/W

Martin Margiela

http://www.pinterest.com/pin/322

429654546903139/

Figure 5. 2006 S/S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6. 2008 A/W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7. 1991-1992 A/W

Martin Margiela:

Street Special 1 & 2, p. 42

Figure 8. 1993 S/S

Martin Margiela

Belgian Fashion Design p. 292

Figure 9. 2006 S/S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있는 소재를 되고 의상의 소재로 전환하여  사용하

였다(Figure 7-12). 있는 소재를 되고 의상의 소재

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Figure 7-12). 

  그리고 옷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달

리 일상생활에서 더럽고 해롭다고 여겨지는 곰팡이

류를 활용하여 의상의 표면에 지저분한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 1997년 6월 단독 전시회였던 네델란드 

로텔담 'Boijmans Van Beuningen' 미술관에서의 개

인전은 각각의 옷에 박테리아 이스트, 곰팡이를 부

착시켜 배양하여 색과 재질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Figure 13).

  이처럼 마틴 마르지엘라는 기존의 평범한 아이템

들을 형태적으로 과장된 크기나 좌우 비대칭으로 표

현하고,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의상

에 사용하며, 옷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

존의 미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고정되어 있던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기회를 패션계에 제공하였다. 또한 유행에 의해 스

타일이 규정되는 것을 타파하고 시즌, 형식,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구현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정형화된 관념에서 벗어난 

디자인은 그를 실험적 요소가 강하고 독특하고 기이

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복과 그것을 입는 사람 사이에서의 

주관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는데, 의복에 본인의 

이름을 새긴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등 디자이너 자

신보다 의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번호를 

표시한 라벨(Figure 14)은 1997년부터 사용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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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2006 A/W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11, 2008 A/W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12, 2006 S/S

Martin Margiela

http://maisonmartinmargiela.tumblr

.com/collections#/en_US

 

Figure 13. Martin Margiela, 1997 

https://www.flickr.com/photos/henkkoers/

5937302801/

Figure 14. The Label of Marin Margiela 

http://thedillychic.com/2013/02/tribute-to-martin-margiel

a-2-his-early-works-concepts-stores-and-team/

예를 들어, ①은 여성복 컬렉션 라인, ⑥은 기본적

인 여성복, 액세서리 라인, ⑭는 남성복 라인을 의

미한다(Jang & Yang, 2011). 이와 같은 마틴 마르

지엘라의 스타일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

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기존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의 감성을 충족

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그는 패션계에서 쇼를 하는 장소로 전혀 고

려 대상이 아닌,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페허가 된 

지하철역, 구세군의 벼룩시장 등에서 패션쇼를 열기

도 하였다(Cho, 2001). 이러한 독특한 행동들은 그

의 패션 철학과 더불어 디자인 코드의  특징을 확정

지었다. 그는 패션쇼 외에도 프랑스, 미국, 이탈리

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1999년에는 1989년부터 발표한 컬렉션을 

모아서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 스트리트 특별판

(Maison Martin Margiela: Street Special 1 & 2, 

1999)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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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은 오스본(A. F. Osborn, 

1888-1966)이 개발한 디자인 발상법으로  사물의 

시각적 이미지나 단어를 리스트로 작성한 후, 그것

을 변경, 전환 또는 결합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운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것이다(Oh, 2009). 주제를 

통하여 떠오른 발상에 대한 질문을 리스트로 정리하

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 내고, 그 생각을 막연

하게 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고 순

서대로 체크해 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Lee, 2006). 이처럼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은 아이디어 발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안, 개량한 방법으로 

그는 발명, 발견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고무시키는 

질문, 약 75가지를 제시한 후, 이를 다시 10가지로 

정리하였다(Brodent, 1973). 다시 말해, 분해하거나 

조금 손질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다

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빌려오면 어떨까?, 

형태나 색상, 레이아웃 등을 바꾸면 어떨까?, 확대

하면 어떨까?, 축소하면 어떨까?, 부품이나 재료, 기

능 등을 대체하면 어떨까?, 순서, 일정, 계획, 요소 

등을 변경하면 어떨까?, 반대로 하면 어떨까?, 목적

이나 아이디어 또는 재료 등을 결합하면 어떨까?, 

문제가 되는 부품이나 기능을 취소하거나 폐지하면 

어떨까?(http://kin.naver.com/open100/, 2015) 등

Table 1. The Osborn's Checklist  

Checklist

 -Conversion to the other use

 -Borrowing from the other field's idea 

 -Relocation of the color, form, layout

 -Addition

 -Reduction

 -Substitution of the material or function

 -Change of the plan, detail, method and etc.

 -Inversion

 -Combination of the material, purpose and etc.

 -Elimination of the material or function

으로 용도전환, 차용, 재배치, 확대, 축소, 대체, 변

경, 반대, 결합, 제거 등의 항목이다 (Table 1). 

  이처럼 체크리스트법은 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질문을 설정하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이

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여러 발상법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

을 뿐 아니라 사후 디자인 분석에도 많은 도움이 된

다. 그러나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은 산업전반에 적

용되는 것으로 적용분야에 따라 유형의 분류가 조금

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체크리스트법을 패션디자

인 분야에 적용 할 경우, 유형 분류 역시 연구자마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Kim & Lim, 2012). 

  체크리스트법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Do(1995)는 ‘Osborn의 Checklist법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에서 창조적 디자인의 출

현은 디자이너의 생각 발산과 수렴의 조절 및 조화

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Applied 

Imagination;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Problem Solving(Osborn, 1963)에서 오스

본이 기술한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의상디자인을 

발상하였다(Do,  1995). Kong(2003)은 ‘크리에이티

브 패션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현존

하는 여러 종류의 발상법을 고찰한 결과, 의상디자

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인 발상법은 체크

리스트법이라고 하였다(Kong, 2003). Lee(2006)는 

‘체크리스트법으로 분석한 의상디자인 발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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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에서 용도전환, 확대, 

축소, 결합, 전도, 재배열 등 6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2002년 SS부터 2007년 AW까지의 컬렉션을 분석하

였다(Lee, 2006). Oh(2009)는 ‘창조성 기법을 활용

한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에서 체크리스

트법을 전환, 극한, 변경, 결합, 부가 등 5가지 항목

으로 분류하였다(Oh, 2009). Kang(2011)은 ‘전통 

구름문양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에서 확대, 

축소, 혼합, 재배치, 단일, 반복, 중첩 등 7가지 체

크리스트 항목을 선택한 후,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

인 원피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Kang, 2011). Kim 

& Lim(2012)은 '트렌치코드 디자인에 나타난 체크

리스트법 발표경향 분석’에서 변경, 결합, 부가, 제

거, 확대, 축소, 전환 등 7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트

렌치코트 디자인을 디테일, 색채, 소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Kim & Lim, 2012). Nam, Kim & 

Lee(2012)는 ‘체크리스트법에 의한 창의적인 패션디

자인의 조형적 특성’에서 제거, 부가, 전환, 극한, 

결합 등 5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유명 디자이너 30

여명의 작품을 발상법과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Nam, Kim & Lee, 2012).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의 체크리스트 항목은 

2006년까지는 기존의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점차

적으로 다양한 항목들이 제안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

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Ⅲ. 메종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코드 

분석

  메종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코드를 밝히기 위하여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은 2010년 S/S부터 2014년 A/W까지 최

근 5년 간 발표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COLLECTION지(동아 TV: 서울)를 통하여 360점을 

수집한 후, 분석 대상으로 명확하지 않은 114점을 

제외한 246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인용

된 작품 사진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삼성디자인넷

(www.samsungdesign.net)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

였음을 밝힌다.

  분석 결과, 메종 마르지엘라 작품의 디자인 코드

는 기존 오스본의 체크리스트 항목인 부가, 확대, 

삭제, 전도 외에 비대칭, 해체, 평면화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디자인 

코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S/S에는 부가와 

확대, A/W에는 확대, 2011년 S/S에는 평면화, A/W

에는 해체, 2012년 S/S에는 전도, A/W에는 비대칭, 

2013년 S/S에는 평면화, A/W에는 확대, 2014년 

S/S에는 삭제, A/W에는 삭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매 시즌 디자인 코드에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디자인 코드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가

  ‘부가’는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을 뜻한다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종 마르지

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부가는 옷 위에 원단을 덧

붙이거나 옷을 덧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 위에 원단을 덧붙이는 것은 블라우스나 스커

트, 점프 수트 등의 옷 위에 색상이나 질감 등이 다

른 원단을 덧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색

(beige color)과  대비되는 검정색의 가죽원단을 블

라우스 몸판 한쪽에 덧붙임으로써 색채배색 효과와 

더불어 다른 질감과의 매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추

구하였다. 스커트에는 다른 색상의 원단을 앞부분에

서 뒷부분까지 연결하여 덧붙인 후 원단이 바닥에 

끌리도록 늘어뜨렸다. 상의의 가슴 부분에 동일한 

색상의 부드러운 원단을 개더(gather) 형태로 덧붙

여서 우아한 형태미와 더불어 걸을 때마다 원단이 

흔들리는 율동감을 표현하였다(Figure 15-17). 이처

럼 단순히 소재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색상이나 질

감, 덧붙이는 표현기법 등의 변화에 따라 색채배색 

효과, 새로운 형태미, 율동감 등을 표현하였다. 

  옷 위에 옷을 덧대는 것은 셔츠나 블라우스,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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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rend of Maison Margiela's design code by year and season

           Season 

 Element

2010 2011 2012 2013 2014

S/S A/W S/S A/W S/S A/W S/S A/W S/S A/W

Addition
11

(25%)

3

(8.6%)

0

(0%)

3

(11.5%)

1

(3.6%)

1

(5.2%)

0

(0%)

1

(4.4%)

1

(5.3%)

1

(9%)

Extention
11

(25%)

24

(68.6%)

3

(10.3%)

0

(0%)

1

(3.6%)

4

(21.1%)

2

(16.7%)

20

(86.9%)

0

(0%)

0

(0%)

Asymmetry
6

(13.6%)

1

(2.8%)

0

(0%)

0

(0%)

3

(10.7%)

12

(63.2%)

2

(16.7%)

2

(8.7%)

0

(0%)

2

(18.3%)

Deconstruction
6

(13.6%)

0

(0%)

0

(0%)

21

(80.8%)

10

(35.7%)

2

(10.5%)

0

(0%)

0

(0%)

0

(0%)

0

(0%)

Elimination
6

(13.6%)

7

(20%)

0

(0%)

0

(0%)

0

(0%)

0

(0%)

0

(0%)

0

(0%)

13

(68.4%)

6

(54.4%)

Complanation
0

(0%)

0

(0%)

25

(86.2%)

0

(0%)

0

(0%)

0

(0%)

8

(66.6%)

0

(0%)

0

(0%)

0

(0%)

Inversion
4

(9.2%)

0

(0%)

1

(3.5%)

2

(7.7%)

13

(46.4%)

0

(0%)

0

(0%)

0

(0%)

5

(26.3%)

2

(18.3%)

Frequency

(%)

44

(100%)

35

(100%)

29

(100%)

26

(100%)

28

(100%)

19

(100%)

12

(100%)

23

(100%)

19

(100%)

11

(100%)

재킷, 바지 등에 다른 옷을 덧붙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셔츠 위에 셔츠를 주름지게 접어서 허리에 벨트

로 고정시켜 덧붙이거나 단정하게 입은 블라우스 위

에 지퍼가 오픈되어 있어서 속이 보이는 드레스를 

한쪽 어깨에 덧붙였다. 착용했을 때의 단정함과 착

용전의 헝클어진 자유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

는 것으로 옷을 단순히 입는다는 것이 아닌 입는 사

람의 옷이 되어가는 과정 즉, 과거‧현재‧미래라는 시

간적 개념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조끼 위에 

포멀한 이미지의 조끼와 상반되는 하늘거리는 소재

의 드레스를 덧붙임으로써 포멀과 드레시라는 상반

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

지의 뒷부분에 롱스커트를 덧대어서 남성성과 여성

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Figure 18-20). 이처럼 옷 

위에 옷을 덧댐으로써 시간적 개념, 서로 상반된 개

념의 공존을 통한 상호 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옷 위에 원단이나 

옷을 부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색상이나 질감, 덧붙

이는 표현기법 등의 변화에 따른 색채배색 효과, 새

로운 형태미,  율동감 등을 표현하였으며, 과거‧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 포멀과 드레시, 남성성과 여성

성 등 대립되는 개념의 공존을 통해 그 만의 철학적 

예술성을 표현하였다. 즉, 기본관념을 깨뜨린 무형

식의 발상으로 덧붙이는 소재와 옷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예술성을 표현함으로써 발상에는 한계가 없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확대

  ‘확대’는 부분 또는 전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

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확대는 어깨선, 

목둘레선의 위치, 허리둘레, 칼라, 소매, 포켓 뚜껑 

등 디자인 요소들의 위치나 크기가 매우 과장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 어깨선의 위치는 기존의 어깨선보다 높게 

하였으며, 재킷 목둘레선의 위치는 얼굴의 중심 부

분까지 높게 확대하였다. 또한 바지의 허리 사이즈

를 실제보다 매우 크게 하였으며, 재킷의 오른쪽 칼

라의 크기를 여러 번 주름이 겹칠 수 있도록 확대하

였다. 그리고 재킷의 소매나 셔츠의 커프스를 과장

되게 크게 하였으며, 포켓 뚜껑의 크기를 과장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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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16.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17. 2014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18.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19. 2011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0. 2010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크게 하였다(Figure 21-26). 이처럼 어깨선, 목둘레

선, 허리둘레, 칼라, 소매, 커프스, 포켓 뚜껑 등과 

같은 디자인 요소들의 위치나 형태의 크기를 실제보

다 과장되게 높게 하거나 크게 확대하여 표현한 옷

은 “인체에 대한 올바른 사이즈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Kim, 1998)는 전통적인 미

적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몸에 맞게 

재단해야 한다는 미학의 관점을 거부한 것으로 인체

의 구조를 왜곡하고 초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디자인 요소들의 위

치나 크기의 과장된 확대를 통해 의복형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의복형태의 

불확정성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즉, 디자인 요소의 변형을 통한 사고의 전환

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재창조하였다. 

  3. 비대칭

 

  ‘비대칭’은 길이나 형태 등이 대칭을 이루지 않고 

좌우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살펴

보면, 비대칭은 옷의 좌‧우, 앞‧뒤의 길이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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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2.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3. 2011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4.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5. 2010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6. 2013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불규칙하게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의 경우, 스커트의 길이를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매우 길게 하였으며, 바지의 길이도 한쪽은 

짧게 다른 한쪽은 길게 하였다. 드레스의 길이도 앞

은 매우 짧고 뒤는 바닥에 끌릴 정도로 매우 길게 

하였다. 형태의 경우, 바지폭을 한쪽은 정상적이나 

다른 한쪽은 옆으로 넓게 폭이 연장되어있으며, 드

레스도 한쪽 어깨는 끈으로만 연결하고 다른 한쪽 

어깨는 소매가 달린 형태로 양쪽 어깨의 형태를 다

르게 하였다. 또한 코트의 경우, 아랫부분을 한쪽은

바지형태로, 다른 한쪽은 스커트 형태로 다르게 디

자인 하였다(Figure 27-32). 이처럼 옷의 좌‧우, 앞‧
뒤의 길이나 형태가 각기 다른 디자인을 선보임으로

써 마치 두 개의 디자인을 동시에 보는 듯 독특한 

미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옷의 외관

을 변화시켜 통일감에서 벗어나 규칙성과 조화를 해

체함으로써 다양함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불규칙한 비대칭의 

탈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

체시키는 특유의 독특한 미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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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8.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29.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0.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1.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2.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4. 해체

  

  ‘해체’는 찢어지거나 풀어지는 등 흩어지고 분해

되는 것을 말한다(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해체는 

옷의 일부분을 찢고 풀어헤치거나 소매나 솔기 등 

연결된 부분을 뜯어내거나 풀어헤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옷의 일부분을 찢고 풀어헤치는 경우, 원피스의 

밑단부분을 세로로 찢어서 다리에 고정시키거나 재

킷의 네크라인과 소매단, 밑단을 풀어헤쳤다. 옷의

연결부분을 뜯어내거나 풀어헤친 경우는, 재킷 소매

의 윗부분을 해체한 후 팔을 빼내어 마치 가짜 소매

처럼 보이도록하거나, 드레스로부터 소매를 뜯어내

어 장갑처럼 팔에 걸치게 하였다. 또한 재킷의 앞여

밈과 스커트의 옆선, 그리고 코트의 옆선과 허리선

이 지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퍼들을 자유롭게 

오픈함으로써 지퍼를 잠근 상태와 전혀 다른 착장상

태의 파격미를 선보였다(Figure 33-38). 

  이처럼 의식적으로 인지 가능한 물리적 형태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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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4.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5.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6. 2011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7. 2012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38. 2011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괴를 통해 우아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최고의 미적

가치로 여겼던 기존의 미적관념을 깨고, 조잡하고 

지저분한 추의 이미지를 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미적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옷 

입는 방식을 해체함으로써 착용자의 주관대로 지퍼

를 열거나 닫는 방법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운 디자

인의 표현이 가능한 착용자의 주관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해체는 과거의 흔적을 토대로 자신의 

예술적 감각에 의해 새롭게 탄생하는 이미지를 통해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창조하는 것이다.

  5. 삭제

  ‘삭제’는 있어야할 것이 없거나 부분 또는 전체 

등이 생략되거나 그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종 마르지

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삭제는 바지나 재킷, 블라

우스, 코트 등 기존 옷의 일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앞부분이 커다란 구멍을 뚫은 것처럼 삭제

되어 있거나 블라우스의 어깨 부분을 삭제하여 어깨

를 노출하였고, 상의의 소매만 남겨놓고 바디부분을 

삭제하여 몸의 일부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코트의 

경우, 칼라, 소매를 삭제하여 원피스로 변형하거나 

점퍼스커트로 변형하였다. 또한 코트의 앞 중심 부

분을 삭제하여 무거운 이미지의 코트에 경쾌한 이미

지를 부여하였다(Figure 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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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2010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0. 2014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1. 2014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2. 2014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3. 2014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4. 2014 A/W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기존 디자인의 부분

적인 삭제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6. 평면화

  

  ‘평면’은 완전하게 평평한 2차원의 면(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을 말한다. 메종 마르지

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평면화는 3차원으로 표현

되는 옷을 종이처럼 평면적인 2차원의 형태로 표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코트, 재킷 등을 2차원적인 평평한 상태

로 재단하여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평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델이 입으면 움직임에 의해 입

체적으로 드러나는 의상을 선보였다. 옷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기존관념을 뒤엎음으로써 의외성과 

충격을 주었다(Figure 45-47). 이처럼 인체의 3차원

적인 입체감을 고려한 의복구성에서 벗어난 탈구조

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3차원의 입체구성으

로 이루어진 옷을 2차원의 평면구성으로 표현함으로

써 합리적인 형태와 구조에 근거한 서양 입체구성의 

전통을 파괴하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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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2011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6. 2011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7. 2011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8.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49. 2012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Figure 50. 2014 S/S

Maison Margiela

-www.samsungdesign.net

상디자인의 영역을 넓혔다. 

  7. 전도

  ‘전도’는 앞뒤, 차례, 위치 등이 바뀌는 것을 말한

다(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6). 메종 마르

지엘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옷의 내부에 있어야할 

솔기나 지퍼 등이 옷의 외부로 노출되거나 옷을 입

는 착장 순서가 뒤바뀌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기나 지퍼 등은 일반적으로 옷에 내부에 있다. 

그러나 이를 옷의 외부로 노출시켜 표현하였다. 착

장 순서에 있어서도 속옷 같은 옷을 겉옷에 해당하

는 재킷 위에 착장시켜 당혹감을 느끼게 하였다

(Figure 48-50). 일반적으로 솔기나 지퍼 등이 노출

되거나 옷의 순서를 바꿔 입는 것은 지저분하거나 

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메종 마르지엘

라는 의복구성이나 착장 순서에 대한 기존관념을 뒤

엎는 디자인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낯선 충격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메종 마르지엘라는 의복구성이나 착장 

순서의 전도를 통해서 의복구성 과정이나 착장 순서

도 하나의 디자인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실

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한 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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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nalysis of the Maison Margiela's Design Code

Design Code Method Effect

Addition
Attaching of additional pieces of fabric or 

clothing

-The color effects

-New aesthetic conception of the form of 

clothing 

-The expression of the fashion personality 

and artistic philosophy 

Extension
Extension of the design elements such as 

their position or features

-The uncertainty of clothing form 

-New aesthetic conception of the form of 

clothing -The creation of the new design   

Asymmetry
Irregular positioning of left-to right and 

front-to-back lengths and shape

-The destruction of balance and harmony

-The unique aesthetics sense

Deconstruction
Intentionally open seams and tears in the 

cloth
-The expression of the fashion personality

Elimination Removal of a part of clothing
-The creation of a new idea from existing 

works

Complanation

Reversion to a two dimensional 

contemplation of the human form rather 

than the more obvious 3-dimensional form

-The rebellion of traditional western 

draping

-The expansion in the domain of design 

imagination 

Inversion
Displaying an inner layer of clothing on the 

outside or exposing seams or zippers 
-The unfamiliar shocking effect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하여 분석

해 보았을 때, 디자인 코드는 부가, 확대, 비대칭, 

해체, 삭제, 평면화, 전도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옷감과 옷을 기존의 옷 위에 부가함으로

써 배색효과, 율동미, 새로운 형태미, 상호 텍스트성

에 의한 철학적 예술성을 표현하였으며, 부분적인 

의복형태나 위치의 확대를 통해 형태의 불확정성을 

제시하고 디자인을 재창조하였다. 또한 의복의 균형

과 조화를 깨뜨리는 비대칭을 통해 독특한 미적 감

성을 표현하였으며, 의복을 물리적 형태로 파괴하는 

해체, 그리고 착장법의 해체를 통해 추를 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제시하였으

며 착장자의 주관성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의복을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디

자인을 추구하였으며, 의복의 2차원적 표현인 평면

화를 통해 서양의 전통적인 입체구성을 파괴하였다. 

그 외에도 의복구성 과정이나 착장순서를 뒤바꾸는 

전도를 통해서 충격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의복

구성 과정이나 착장 순서도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기존

의 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사고전환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디자인의 발상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는 무제한의 발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Ⅳ. 결론

  메종 마르지엘라는 매우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디

자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에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작품에 표현된 디자인 코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과정에는 오스본(A. F. Osborn, 1888-1966)의 체

크리스트법을 적용하였다. 체크리스트법은 오스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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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것으로 디자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

러 항목들을 나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용 및 검토

하면서 해결책을 구상하는 방법이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로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

하여 메종 마르지엘라의 설립자인 마틴 마르지엘라

와 체크리스트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실증적 연

구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COLLECTION지(동아TV: 서울)에 나타난 메종 마르

지엘라의 작품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메

종 마르지엘라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코드는 부가, 

확대, 비대칭, 해체, 삭제, 평면화, 전도 등의 항목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는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는 옷 위에 원단을 덧붙이거

나 옷을 덧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옷 위에 원

단이나 옷을 덧붙이는 작업을 통해서 색상이나 질

감, 덧붙이는 표현기법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

태미, 색채배색 효과, 율동감 등 다양하게 표현하였

으며, 과거, 현재와 미래 등의 시공간적 개념, 포멀

과 드레시, 남성성과 여성성 등 대립되는 개념을 동

시에 보여주는 상호 텍스트성의 철학적 예술성을 표

현하였다. 

  둘째, ‘확대’는 부분 또는 전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는 어깨선, 목

둘레선의 위치, 허리둘레, 칼라, 소매, 포켓뚜껑의 

크기 등 디자인 요소들의 위치나 크기가 매우 과장

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자인 요소들의 

과장된 확대를 통해 의복형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

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형태의 불확정성을 제시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대칭’은 길이나 형태 등이 좌‧우나 앞‧뒤
로 달라지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는 

옷의 좌‧우나 앞‧뒤의 길이 또는 형태가 불규칙하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옷의 좌‧우나 

앞‧뒤의 길이, 형태가 각기 다른 디자인을 선보임으

로써 마치 두 개의 디자인을 동시에 보는 듯 독특한 

미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상의 외

관을 변화시켜 통일감에서 벗어난 미적 모순에 빠지

게 함으로써 규칙성과 조화를 해체하여 다양함을 표

현하는 것이다. 불규칙한 비대칭의 탈구조적인 독특

한 실루엣으로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키는 

특유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해체’는 찢어지거나 풀어지는 등 흩어지고 

분해되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 작품에서는 옷의 

일부분을 찢고 풀어헤치거나 소매나 솔기 등 연결된 

부분을 뜯어내거나 풀어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 가능한 물리적 형태의 파괴를 통해 기존의 미

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으로 기존의 옷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통적인 옷 입는 방식을 해체하여 착

용자의 주관에 따라 새로운 표현이 가능한 착용자의 

주관성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삭제’는 있어야할 것이 없거나 부분 또는 

전체 등을 없애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

에서는 바지나 재킷, 블라우스, 코트 등 기존 옷의 

일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앞부분을 

뚫거나 블라우스의 어깨부분을 삭제하거나 코트의 

칼라나 소매의 삭제 등 디자인 요소의 변형을 통해 

기존의 디자인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여섯째, ‘평면화’는 완전하게 평평한 2차원의 면을 

말하는 것으로, 인체의 3 차원적인 입체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차원의 평면구성, 탈사이즈 등을 통

하여 서양의 전통적인 입체구성을 파괴하였다. 이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로서 의상디자인의 영역을 넓

힌 개혁적인 작품이었다. 

  일곱째, ‘전도’는 앞뒤, 차례, 위치 등이 바뀌는 

것으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에서는 안에 있어야

할 솔기나 지퍼 등이 겉으로 노출되거나 착장순서가 

뒤바뀌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옷의 내부에 있어

야할 솔기나 지퍼 등을 외부로 노출시키거나 옷의 

착장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미에 대한 기존관념을 뒤

엎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험들을 대중에게 보여줌으

로써 낯선 충격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상과 같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한 메종 

마르지엘라의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미, 새로운 

미학적 개념,  새로운 착장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철학적 예술성과 착용자의 주관성 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창의적 디자인은 사고의 전환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디자인의 발상영역은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가 기초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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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학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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