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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chitecture and Fashion mutually affects the shape and appearance of the other as an 
art of space according to the hybrid tre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ypes in Southeast 
Asia and modern fashion. Firstly,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btained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Southeast Asian architectural tradition include vertical, 
symmetrical, geometrical, epeated and continual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analyzed from 2013's S/S to 2015's F/W collection of Alexander McQueen, 
Gareth Pugh, Victor & Rolf, designers with strong creative and experimental minds who 
juxtaposed designs of two opposing points as well as hybrids since 2000, the following 
formativeness exists. First, the vertical structure of high floor is represented as a straight 
silhouette, a color contrast, vertical cut or wrinkle. Hence, it impresses verticality, rhythm, 
etc. Second, symmetrical structure of the gable roof is represented as a trapezoidal shape 
starting from the shoulder line or neck line widened into sleeves, impressing symmetry, 
dynamism, etc. Third, the geometry of the assembled is represented as vertical and 
horizontal bands or pattern pieces like puzzle, impressing geometry, three-dimensional, etc. 
Fourth, repeated structure of the weaving pattern is represented as repetitive patterns of 
woven fabric or printing techniques. Thus, it impresses repeatability, harmony, etc. And 
lastly, continuous group structure is represented as a connection of collars or hem-lines, 
as well as a crossing of fabric that impresses continuity, liquidity, etc.

Keywords 동남아시아 건축 구조 조  : Southeast Asia( ), architecture( ), structure( ), formativeness(
형성 현대패션            ), modern fash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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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목적과 의의   1. 

세기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특징인 글로벌화 다  21 , 

문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현대사회는 사회 경제의 , 

통합 뿐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를 담은 예술분야 또

한 객체적 존재보다 통합적 조형 양식으로 존재하여 

각 문화 간의 결합 즉 하이브리드 경향을 , (hybrid) 

보인다 그 중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건. 

축과 패션은 공간조형예술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과 패션이 다음과 같은 공통, 

점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두 분야 . , 

모두 인간의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기

능과 실용성을 갖춰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용 

예술분야이다 둘째 건축은 공간을 패션은 인간의 . , , 

몸을 기반으로 하는 차원적 구조를 가진 조형물로 3

표현된다 셋째 역사성을 가진 분야로 시대에 따라 . , 

변할 뿐 아니라 지역과 국가별로 나타나는 양식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패션과 건축 모두 표현된 구. 

조물들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 , 

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두 분야 모두가 시대에 따라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성 실용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심미적 , , 

관점에서 표현될 때에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조형

요소들이 상호간에 영감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며 

서로의 형태와 외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 

현재 두 분야에 관한 연구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까지 건축과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피터   ‘

아이젠만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패

션디자인 연구 자하하디드 건축의 조형적 특성을 ’, ‘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연구 등과 같은 특정 건축’ 

디자이너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로서 현대 사회에 두각을 보이는 건축디자인의 

표현방법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있다 하지만 앞서 . 

연구된 선행논문들 모두 현대의 서구식 건축물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통합 즉 하이브리  , 

드 경향이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현대패

션과 시대적 지리적으로 교합점이 없어 보이는 동, 

남아시아 전통건축에서 나타난 구조적 조형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패션과는 어떠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

다 더불어 기존의 서구식 건축 양식과 패션의 연관. 

성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화된 접근 방

식을 시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의 유형별 조형특  

성이 현대패션디자인에서 가시적 사례로 나타날 때 

드러나는 새로운 조형성과 조형미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건축관계문헌 학술지 학위논문 등 이론적   , , , 

문헌 고찰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대표 개국인 태국4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각의 전통건축, , 

의 특성을 고찰한 뒤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이 갖는 , 

유형별 조형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건축적 조형특성이 가시적으  , 

로 적용된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범위로는 현대 서, 

구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연구 분야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으로부터 온 새로운 조

형미 조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시대적 지리적으로 , ,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디자인

과 표현방식을 위해 건축과 패션 등의 다른 영역과 

상호교류 융합과 혼재되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이, 

는 디자이너 특히 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 ‘2000

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E, Kim & O, Park, 

에 하이브리드라는 사회적 경향을 바탕으로 2012)’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고 드러난 영국의 대표 디자이너 알렉

산더 맥퀸 가레프 퓨(Alexander Mcqueen), (Gareth 

와 네덜란드의 대표 빅터앤롤프Pugh) (Victor&Rolf) 

명의 디자이너를 선택하였다3 . 

이들 인은 기관 없는 신체와 탈영토화 된 패션   3 ‘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H, Yang & M, 

에서도 현대패션을 신체의 외형에서 벗Lee, 2010)'

어나 독립적 조형체 즉 건축적 디자인을 보여주는 , 

사례로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시대와 지리적으로 새

로운 영역에서의 조형성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에

서도 사례연구범위로 채택되었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20 2

48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의 최근 컬렉션인 년   3 2013

부터 까지 컬렉션 작품으로 한정하여 S/S 2015 F/W

인터넷 컬렉션북 패션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 , ,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패션전문가 집단조사의 기준 

하에 최종적으로 점 중 점이 사례연구에 사용309 35

되었다. 

이론적 배경 II. 

동남아시아 전통건축  1. 

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에서 남  " 28°30'

위 까지 동경 에서 11° , 92°20' 135°50"(Doopedia 

Doosan Dictionary, 까지의 지역으로 대부분1997)

은 열대몬순 기후의 덥고 습한 영향으로 농경이 생

활의 기반이 되었다 면적으로는 약 . 4,000,000km²

에 달하는 광대한 이 지역을 각각 대륙부와 도서부

로 양분할 수 있는데 대륙부는 타이 캄보디아 베트· ·

남 등이 포함되며 도서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 · ·

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

과거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사이의 평평  

한 해저의 상승으로 두 지역은 거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인구와 물자 이동이 이루

어졌으며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캄보디아 태국 말, , 

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발견됨으로써 종합적으로 , 

동남아시아 대륙부 도서부 전 지역이 공동문명권이, 

었을 가능성이 크게 제시되고 있고 이런 가능성은 

전통건축의 구조적 특징에서도 드러난다. 

  

Figure 1. 

Traditional Aquatic Architecture of Thailand  

- Architecture of Thailand, p.35

Figure 2. 

Traditional Architecture of Thailand  

- Architecture of Thailand, p.20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의 국가별 특징   2) 

태국  (1) 

태국의 전통건축은 여러 지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토착양식인 Ruean Thai( : ruean เร ือนไทย
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태국의 전통건축들은 Thai) . 

대나무 또는 나무건축물이 많으며 이는 고상식의 파

일기초위에 세워져있는 구조로 특히 기둥과 벽은 안

쪽으로 기울어있어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올려준

다 이 형태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수상건축. Figure 1

구조로서 월까지 우기 동안 홍수가 나기 쉬운 6~10

강과 운하가 붙어있는 태국의 지리적 환경적 적응, 

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사용되는 부재들은 대부분 대나무 목재로 집과   , 

벽면에 올리는 패널 또한 나무패널 대나무 야자수 , ,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패널들은 조립식 모듈

시스템으로 이미 밖에서 조립되어져 미리 (module)

구축된 파일구조에 올리는 형식을 보인다 이는 어. 

떤 태국의 전통 가옥에서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국의 전통건축의 특징 중 다른 하나는   Figure 2

의 곡선형의 박공지붕으로 비를 빠르게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가파른 경사로 된 사다리꼴 형태이며 지

붕 끝에는 처마의 기능을 하도록 또 다른 하나의 지

붕이 연장되어 전체 단의 경사를 가졌다2 . 

캄보디아  (2) 

캄보디아 건축은 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Figure 3

목재로 된 기둥으로 지어진 파일기초위에 올린 고상

식구조이며 그 위에 의 비례를 가진 다양, 4:6, 6:10

한 크기의 집채가 올라간 형태이다 하부에는 기둥. 

을 받치는 돌로 된 네모난 받침을 두었는데 이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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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침입을 막았다.  

상단부에는 짚 억새 등으로 만든 초가지붕형태의   , 

가파른 박공지붕이 벽은 대나무나 팜 나무 잎, (palm)

으로 만들어진 매트 로 벽과 지붕 위를 두르는(mat)

데 사용했는데 이는 단지 위험요소들로 부터의 보호

기능이 있었을 뿐 구조적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

했다. 

말레이시아  (3) 

말레이시아 전통건축 역시 크게 세부분 기둥 벽  , , 

지붕으로 구성되는데 해안가와 밀접한 도서부 지역, 

이 갖는 특유의 습한 열대기후 때문에 습한 지반과 

홍수 밀림지대의 피해에 대비하여 집채를 나무기둥 , 

위에 올려짓는 와 같이 고상식구조가 보편Figure 4

적이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나무로 기둥과 보를 만들어 세  

워 올리는데 말레이시아 관습에 따라 주축이 되는 

기둥 티앙 을 하나의 나무에서 필요한 모든 기( :tiang)

둥을 만들 수 있는 크기의 나무를 고른다 집 기둥. 

이 완성된 후에는 아탑 이라 불리는 다양한 크(atap)

기의 널과 판으로 지붕을 덮는데 이때 의 Figure 5

붐붕판장 이라 하는 말레이시아(bumbung panjang)

전통 토착 지붕 양식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 이는. 

Figure 3.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ambodia  

- https://en.wikipedia.org/wiki/Culture_of_Cambodia

  

Figure 4. High floor structure

- http://collections

.infocollections.org

Figure 5. Bumbung Panjang 
-http://serilaman.se 

kolah4u.com

Figure 6. Joglo

- https://id.wikipedia.org

반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지붕으 , 

로 길고 급한 경사를 갖는 단순한 구조로서 건축에 

용이한 까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평민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의 고대문명은 힌두자바 예술 혹  ‘ (jawa) ’ 

은 힌두 자바기 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라 전통적인 ‘ ’

인도네시아 건축양식 또한 고대시대의 자바건축양식

에서 그 토착양식을 알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 

바의 건축은 농민의 생활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보편적인 구조는 기둥과 보와 도리로 연결된 목조가

구식이다 이에 따라 못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맞춤. 

으로 결구 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건물의 요소( )結構

는 쉽게 해체 및 이동이 가능했다.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의 가장 큰 조형적 요소는   

지붕으로 특히 조글로 는 자바 건축을 대표‘ (joglo)'

하는 토착지붕양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의 . Figure 6

지붕양식에 따르면 조글로는 서로 다른 두 단의 모

임지붕이 조합이며 각각 다른 경사를 가지는 구조로

서 위쪽 지붕은 급경사를 이루고 하부는 완만한 경, 

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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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전통건축의 유형별 조형특성  2. 

 

고상식의 수직 구조  1) ( )垂直

고상식 구조는 열대몬순의 습윤한 기후와 바다  , 

강 운하 등에 닿아있는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성, 

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공통적 건축구조로서 

의 국가별 구조를 보면 먼저 기둥을 바닥에 Table 1

놓고 그 위에 집채를 얹는 방식이다 필수적인 요소. 

들로만 지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형태적인 특징이 

단순하나 기후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는 에 가, 3m

까운 나무 기둥 위에 짓는 집구조로 인해 수직의 지

지력 상하방향의 동적인 긴장감 무게중심을 느낄 , , 

수 있다. 

또한 얇은 기둥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 개 즉 많  , 

은 수의 수직선들이 나열됨으로써 열주에 의한 반복

적이고 규칙적인 리듬감이 느껴지지만 두꺼운 기둥, 

으로 주축을 세운다면 적은 수의 기둥이 필요로 하

게 되고 이는 굵기에 의한 시각적 중량감을 높이게 , 

됨으로써 수직적 효과가 반감되고 무게감이 느껴지

게 된다.

Table 1. High Floor Structures by Countries

Thailand Cambodia Malaysia

-Architecture of Thailand, p.39 - Wikipedia -http://www.flickriver.co

Table 2. Structures of Gable Roof by Countries

Thailand Cambodia Malaysia Indonesia

-Architecture of 
Thailand, p.48

- Wikipedia
-http://azidahali.blogsp

ot.kr
-http://www.holiday-or-li

ving-in-malang.com

박공지붕의 대칭구조  2) 

각 국가별로 지붕의 형태와 각도에는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박공Table 2

지붕은 뾰족한 지붕의 꼭짓점부터 직사각형 형태의 

넓은 지붕의 몸체까지 퍼지는 대칭형구조이다 이러. 

한 지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적 구조를 갖는데 먼

저는 사다리꼴형태로 앞면은 삼각형모양으로 퍼지

고 옆은 기다랗게 직사각형을 보이는 구조이며 둘, , 

째로는 위의 구조 위에 작은 삼각형이나 또 다른 부

피감이 있는 사다리꼴 형태가 올라감으로써 지붕의 

단이 두 개가 되는 구조가 있다. 

박공지붕 자체는 처마 단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형태로 부피감이 느껴지며 양쪽의 정확한 대칭적 구

조는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장중한 형태와는 반대. 

로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곡선형을 

힘의 작용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취적

인 역동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 강한 사선과 . 

예각의 직선을 지나 완만한 경사의 곡선으로 끝나, 

는 형태는 안정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며 강한 대조적 

구조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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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의 기하학구조  3) ( )組立式

동남아 전통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기둥과 보  

의 결구( )結構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부재들의 두께, 

너비에 의해 결구 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만드는 이

의 수학적 계산에 의해 그 비례와 크기가 결정된다. 

기하학적 형태란 실질적인 사물과 무관한 형태로  

서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순수한 형태의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 , 

형태를 말한다 즉 정제된 간결한 형태라고 말 할 . ,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조립식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얻어온 나무를 기술자가 계산에 

의해 처럼 접합부를 암 수 조립식구조로 Figure 7 , 

만들 때 그 단면이나 옆의 모양이 와 같Figure 8, 9

은 퍼즐 모양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이게 되

는 것이다.

또한 지붕의 옆면에 붙이는 박공패널에 대는 목재   

간의 수직과 대각선 방사형 수평 등의 다양한 배, , 

열들로 거주자에 따라 처럼 격자무늬 전통Figure 9 , 

Figure 7.

Structure of Cambodian 

Traditional Architecture

- Wikipedia

Figure 8. Purlinstructure 

- A Parametric Modeling 
Methodology Optimized for 

Korean Traditional House, 109

Figure 9.

Various Designs of Wall Panel 

in Towards Gable Roof 

-Architecture of Thailand, p.55

Table 3. Design of Wall and Roof panel by Country 

Cambodia Thailand Malaysia

- wikipedia -Architecture of Thailand, 
p.57 - Syed,2001

문양 양각 음각 등 화려하게 장식하는 경우도 있, , 

는데 이는 패널을 등분으로 나누어 각 작은 패널마

다 여러 가지 선의 반복을 통해 장식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나누어진 패널들 속의 장식들은 모두 

단순한 선의 조합으로 나타난 모양으로 그 형태가 

기하학적임을 볼 수 있다. 

엮음패턴의 반복구조  4) 

벽과 지붕의 패널은 의 국가별 벽 지붕   Table 3 , 

패널 디자인에서 나타나듯이 나무 대나무 야자수, , , 

팜나무 잎 등의 부재들이 수평과 수직 대각선으로 , 

엮여 만들어진 매트 인데 단순한 짜임 방법 연(mat) , 

결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인 무늬들이 나타나고 이는 

규칙적인 질서의 미를 갖게 된다 같은 크기 같은 . , 

힘의 강도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감, 

통일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한 줄의 조합이 규칙적이, 

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짐으로써 율동감 리듬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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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군집구조   5) 

태국과 인도네시아 전통건축 모두 하나의 단일 된   

채가 개의 홀수로 짝을 이뤄 군집 된 형태3-5 ( )群集

를 보인다 멀리서 보면 각각 채들이 독립된 지붕. , 

을 가지고 있지만 지붕의 처마 끝이 연결 되어 하나

의 연속된 건물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연속성의 . 

사전적 정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상

태 또는 사물이나 현상이 연관된 상태에서 다른 상

태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성질 등이 있다. 

건축에서 연속성은 공간이 동선에 의해 흐름을 갖  

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연속성 동, 

선에 의한 연속성이 처럼 태국과 인도Figure 10, 11

네시아 전통건축에서는 지붕이 연결됨으로써 나타난

다 연결된 지붕들은 산등성이가 연결되듯이 시각적 . 

연속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독립된 채들을 지나다, 

니는 사람들에게 좁고 넓은 또는 낮고 높은 공간적 

변화 또한 선사하여 공간의 재미를 주기도 한다. 

동남아 전통건축의 유형별 특성이 . Ⅲ

적용된 현대패션 사례분석

앞서 분석한 동남아 전통건축의 유형별 특성을 토  

대로 나타난 조형성은 수직성 역동성과 대칭성 기, , 

하학성 반복성 연속성이며 이러한 조형성이 드러, , 

난 현대패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직 성    1) ( )垂直

 

Figure 10. 

Platform of Traditional Thailand Architecture 

- Architecture of Thailand, p.24

Figure 11. 

Traditional Structure of Roof in Indonesia 

- A Study on the Belief and the Architecture of 
Traditional Javaness House, p.208

에서 를 살펴 볼 때 전  Table 4 Figure 12, 13, 14

체적인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두꺼운 수직선의 느낌

은 건축구조물의 기둥에서 느껴지는 지지력 상하방, 

향의 동적인 긴장감 뿐 아니라 미니멀 하고 (minimal)

직선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의한 단순

하고도 명료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에서   Figure 15, 16

오는 수직선이 아닌 색의 대비로부터 오는 수직성 ,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대칭적 구조를 이루어 

수직성이 줄 수 있는 무게중심을 패션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얇은 수직선들의 조합은 건축과 

옷에서 가벼운 리듬감을 줄 수 있는데 Figure 17, 

은 각각 천과 태슬 을 긴 직선으로 늘어뜨18 (Tassel)

려져 율동감과 리듬감이 느껴지고 은 주름Figure 19

기법을 통해 직선의 조합을 장식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수직선이 모여 이루는 활기가 느껴진다.  

역동성과 대칭성  2) 

에서 를 보면 네크라인 또는   Table 5 Figure 20-23

어깨선부터 시작하여 양 소매로 벌어지는 박공지붕

의 특유의 사선으로 퍼지는 사다리꼴 형태감이 대칭

성 및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급격한 사선과 좁은 수

평선의 조합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감이 처럼 지붕의 보  Figure 24

편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아래 즉 하의에 표현됨으, 

로써 상의에 위치했을 때 느껴졌던 역동적인 긴장감

보다는 비율상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위. 

치적 다양성은 에서도 사다리꼴 지붕Figure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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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sign Revealing Verticality

Figure 12. 

Gareth pugh 

2013's F/W

Figure 13.

Victor

& Rolf 

2014's 

Prefall

Figure 14.

Alexander 

Mcqueen

2013's 

Prefall 

Figure 15. 

Victor

& Rolf 

2014's S/S 

RTW

Figure 16.

Victor

& Rolf 

2013's F/W 

RTW

Figure 17.

Gareth Pugh 

2013's Prefall

Figure 18.

Gareth Pugh 

2013's 

Prefall

Figure 19.

Victor

& Rolf 

2015's 

Prefall

-www.vogue.com/fashion-shows 

Figure 20.

Alexander 

Mcqueen

2013's Prefall

Figure 21.

Gareth Pugh

2014's F/W

Figure 22.

Gareth Pugh

2014's S/S

Figure 23.

Gareth Pugh

2013's S/S 

Figure 24.

Alexander 

Mcqueen

2014's F/W

Figure 25.

Alexander 

Mcqueen

2014's F/W

Figure 26.

Gareth Pugh

2014's F/W 

Table 5. The Design Revealing Dynamics and Symmetry

-www.vogue.com/fashion-show 

이 상하의로 크게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아

래의 수평선의 길이가 길어져 그에 따른 안정감과 

대칭의 균형감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조형감각을 

선사한다.

 

기하학성  3) 

에서 를 보면 기둥 보 구조  Table 6 Figure 27, 28 -

에서 수직 수평의 부재가 암수 결구, (結構 방식으로 )

결합된 형태 즉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 수직과 수평

선이 직각으로 만나  직사각형이 조합된 형태를 보

이며 이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인

체의 너비에 따라 그 길이가 정해짐으로써 차원적 3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는 기둥의 접합부가 갖는 암 수Figure 29, 30 -

구조의 퍼즐모양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직사각

형 삼각형 원형 등 패턴조각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 , 

장식성을 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축에서 볼 때 기둥 보의 구조의 결  -

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단순한 기하학적 형

태를 보인다면 패션에서는 차원적 형태를 갖기 위3

한 패턴과 패턴의 조합에서 좀 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평면적으로 보여 준 것

이 바로 이다 에서는 소매Figure 31, 32 . Figure 31

와 앞판을 에서는 몸판과 칼라 포켓을 , Figure 32 , 

조각으로 나누어 접합된 조각들을 평면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기하학적 분절성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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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Design Revealing Geometry

Figure 27.

Victor & Rolf

2015's S/S 

RTW

Figure 28.

Alexander 

Mcqueen

2014's S/S

Figure 29.

Alexander 

Mcqueen

2015's S/S 

Figure 30.

Alexander 

Mcqueen

2014's S/S

Figure 31.

Victor & Rolf

2014's F/W 

RTW 

Figure 32.

Victor & Rolf

2014's F/W 

RTW

- www.vogue.com/fashion-show

Table 7. The Design Revealing Repeatability

Figure 41.

Alexander 

Mcqueen

2014's S/S

 

Figure 42.

Alexander 

Mcqueen

2015's S/S

 

Figure 43.

Alexander 

Mcqueen

2014's 

Prefall

 Figure 44.

Gareth Pugh

2015's F/W

 Figure 45.

Gareth Pugh

2014's S/S

 Figure 46.

Gareth Pugh

2014's F/W

 Figure 47.

Gareth Pugh

2015's S/S

Figure 48.

Alexander 

Mcqueen

2014's S/S

 

 - www.vogue.com/fashion-show  

반복성  4) 

건축에서 수직과 수평의 부재는 단순한 짜임과 연  

결을 통해서 반복적인 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벽

면과 지붕의 패널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촘촘하여 강도가 있게 된다 이는 에서 . Table 7

처럼 촘촘한 직조로 짠 직물로 표현될 수 Figure41

있는데 작은 문양의 패턴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나 , 

질서와 안정감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  

하지만 직조 방법을 다르게 하여 그물처럼   Figure 

와 같이 표현되어 앞의 디자인과는 다른 율동감과 42

리듬감이 느껴진다.

또한 현대패션디자인에서는 사용되어지는 소재의   

다양성으로 처럼 반복적인 이음을 통Figure 43-47

해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흐름이 있는 형태로 표현

이 가능하며 때로는 처럼 프린팅Figure 48 (printing) 

기법을 통해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직조로 짜인 소

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면적인 느낌 또한 들게 하

는 복합적인 감각의 패턴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

다.

연속성  5) 

연속성의 사전적 정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상태 또는 사물이나 현상이 연관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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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성질 등으로 

의 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Table 8 Figure 49

럼 불규칙적으로 연결된 카라 또는 헴라인(collar)

의 구조적인 라인 에서 그 연속성을 (hem-line) (line)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처럼 카라 부터 몸판까  Figure 50, 51 (collar)

지 플레어 로 흐르듯이 연결한 부분과 (flare) Figure 

의 플레어 장식에서도 느껴지는 유동성52, 53 (falre) 

과 연속성은 직물이 흐르며 내려올 때 순간적 분열

이후 새로운 연속으로 이어지는 형태감을 통해 총체

적으로 통합된 완결성을 준다.

Table 8. The Design Revealing Continuity

Figure 49.

Victor&Rolf

2015's F/W 

Couture

Figure 50.

Gareth 

Pugh

2014's 

F/W 

Figure 51.

Victor

& Rolf

2013's F/W 

RTW

Figure 52.

Alexander 

Mcqueen

2015's F/W

 

Figure 53.

Alexander 

Mcqueen

2015's F/W

Figure 54.

Victor

& Rolf

2013's F/W 

RTW

- www.vogue.com/fashion-show 

Table 9.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by Type of Southeast Asia Traditional    

         Architecture

Southeast asia 

Traditional 

Architecture

Characteristic 

of Structure 
Fashion Design Form analysis formativeness

Vertical 

structure of 

high floor
 

- Simple verticality 

through simple    

vertical line

- Verticality of

rhythm through  

repeated vertical line 

-Verticality

-Simplicity

-Clarity

-Rhythmicity

-Fanciness

Symmetrical

structure of 

gable roof

- Dynamics by acute 

angle and location 

- Structural symmetry

-Symmetry

-Dynamics

-Tonicity 

-Stability

-Balance

이것은 더 나아가 처럼 직물의 안과 밖  Figure 54

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직물이 안과 밖으로 교차됨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 

부분이 연결되어 유동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

하여 숨겨진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함으로 공간

적 연속성이 느껴지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동남아 전통건  

축의 유형별 조형특성이 적용된 현대패션디자인 사

례에서 보이는 형태와 그에 따른 조형특성은 Table 

와 같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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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Southeast asia 

Traditional 

Architecture

Characteristic 

of Structure 
Fashion Design Form analysis formativeness

 

Geometric

structure of 

prefab

- Simple Geometry 

- Various Geometry 

through cutting 

pattern

-Geometry

-Third- 

dimension

-Fanciness

-Geometric 

segment

Repeated

Structure of 

weaving 

pattern 

- Repeatability    

through weaving

- Repeatability through 

repeated units form

- Repeatability using 

printing  

-Repeatability

- Stability

- Unity

- Rhythmic

-Third- 

dimension

- complexity

Continuous

structure of

groups  

- Continuity appears 

on the surface

-Three-dimensional 

continuity

-Continuity

-Liquidity

- Closure

-Three-dimensi

onal continuity

결 론V. 

세기 현대사회는 글로벌 다문화라는 분위기 속  21 , 

에서 각 문화 간 객체적 존재보다는 통합적으로 존

재하는데 이는 문화 간의 결합 즉 하이브리드 경향, 

을 보인다. 

이 때 건축과 패션 또한 비슷한 기능과 실용성을   , 

갖춘 차원적 공간조형물로서 두 가지 분야를 결합3

시킬 때 만나는 조형적 요소들이 서로 자극제가 되

어 형태와 외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 

현재 건축과 패션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논문들이 많

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서양식 건축물에 . 

국한되어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지리적으로 현대패  , 

션과 교합점이 없어 보이는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에

서 나타난 구조적 조형특성이 현대패션과 어떠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

고 실시하였다.  

먼저 동남아시아 전통건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은 유형별 특성은 고상식의 수직구조 박공지붕의 , 

대칭구조 조립식의 기하학구조 엮음패턴의 반복구, , 

조 연속적인 군집구조 총 다섯 가지 구조로서 현대, 

패션에서 하이브리드 경향을 짙게 나타내는 디자이

너로 언급된 알렉산더맥퀸 가(Alexander Mcqueen), 

레스퓨 빅터앤롤프 의 (Gareth Pugh), (Victor&Rolf)

년 컬렉션부터 년 컬렉션 사진2013 S/S 2015 F/W 

과 비교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고상식의 수직구조가 현대패션에서는 전체  , 

적으로 곧게 뻗은 실루엣의 단순한 수직형태 혹은 

사용된 원단의 색채대비로 나타난 수직선으로 나타

남으로써 명료하고 고전적인 수직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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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얇게 잘린 원단이 반복적 연

결되거나 주름으로 표현됨으로써 수직기둥의 열주, 

에 의한 율동감과 리듬감 장식성이 드러났다, . 

둘째 박공지붕의 대칭구조는 현대패션에서 네크  , 

라인 어깨선부터 시작하여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 

양 소매로 벌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나타나 대칭성 

및 역동적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그와 반대로 이것

이 하의 또는 상하의에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 위치

로부터 느껴지는 안정감 균형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셋째 조립식의 기하학구조는 현대패션에서 직접  , 

적으로 수직과 수평의 띠의 조합으로 기하학적 형태

를 띠기도 하지만 인체의 너비에 따라 달라지는 길, 

이로 인해 차원적 입체감을 준다 또한 패션의 차3 . 3

원적 입체감을 위해 사용되는 패턴조각이 같은 판에 

직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으로 퍼즐 조각처럼 장식, , 

성을 더하기도 하며 때로는 소매와 앞판 몸판과 , , 

칼라 포켓 조각으로 잘려 평면적으로 표현됨으로써 , 

기하학적 분절성 또한 느낄 수 있다. 

넷째 엮음패턴의 반복구조는 현대패션에서 직조  , 

된 원단의 반복적인 문양패턴으로 안정감 통일감을 ,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그물처럼 성글게 직조되어 

율동감과 리듬감이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프린팅 .  

기법을 통해 직조로 짜인 듯 한 질감이 평면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입체적이지만 평면적인 복합적인 감각

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다섯째 연속적인 군집구조는 현대패션에서 가시  , 

적으로 나타나기에 카라 또는 헴라인(collar)

의 연결로서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플레(hem-line) , 

어나 직물이 안과 밖으로 교차됨을 통해 유동적 연

속성 공간적 연속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이상과 같이 동남아 전통건축의 유형별 특성이 나  

타난 현대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건축과 

패션이 공간조형예술분야로서 얼마나 구조적 형태, 

적 표현에

서 상당한 연관성 및 상호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많이 연구되는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시대적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적은 동남아시아 전통, 

건축이라는 새로운 이문화 와 현대패션디자( )異文化

인 상관성에 대한 연구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적 접

근을 통해 새로운 조형미 뿐 아니라 심미적 표현 가

능성을 확대하는데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기

존 건축과 패션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례들의 접근법

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화된 접근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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