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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the innovative and experimental designs 
of Rei Kawakubo by considering and analyzing the flow on the avant-garde nature 
of her design collection from 1981 to 2017. Design trends such as the art trend, sil-
houette, color, and expressive technique showcased in Rei Kawakubo’s collection from 
1981 spring/summer to 2017 spring/summer were examined through precedent studies, 
books, internet materials, and the avant-garde expressive nature of her designs appear-
ing in modern fashion. Additionally, this study considers the definition of avant- garde 
and analyzes the expressive nature of Rei Kawakubo’s 137 works from the Comme des 
Garcons collection, exhibited in New York’s Metropolitan Museum of Art.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the avant-garde expressive nature seen in modern fashion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emes: historicity, de-structure, exaggeration, intermix-
ture, and surrealism. As a result of reclassifying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istorical flow, the historicty, intermixture,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1980s, 
while intermixture, exaggeration,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1990s. More recently, 
historicity, intermixture, and de-structure appeared in the 2000s, and intermixture, 
de-structure, exaggeration, and surrealism appeared in the 2010s.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theoretical material for the more innovative and various 
design development in diverse domains while helping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avant-garde expression through Rei Kawakubo’s collection.

Keywords: Comme des Garcons(꼼 데 가르송), Rei Kawakubo(레이 가와쿠보), avant- 
garde(아방가르드)

Received� October� 26,� 2017

Revised� � November� 29,� 2017

Accepted� December� 14,� 2017

†Corresponding� author

(msy0027@gmail.com)

ORCID

Haram� Shin

http://orcid.org/0000-0002-1057-6578

Misun� Yum

http://orcid.org/0000-0001-6915-081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7.

Copyright©2017,�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70 Rei Kawakubo Collection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 복식문화연구

－ 788 －

I.� Introduction

패션은 당대의 예술양식 및 시대적 사상을 반영하

며 새롭고 혁신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발전해왔다

(Bae, 2007). 이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

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시대의 열정과 사용하는 사

람의 가치관을 나타내며(Jun, 2010), 현재 수많은 패

션 디자이너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와 양식을 접목시킨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Rei Kawakubo는 매 시즌 아방가

르드하고 혁신적인 패션을 발표하며(Lee, 2010), 기존

의 ‘의복’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한 형태 및 구조의 사

용, 다양한 표현기법 등을 통해 실험성이 강한 작품들

을 선보이고 있다. 아방가르드는 고전적 미의 가치파

괴와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비예술적 표현성을 

수용함으로써 혁신적이며 재창조의 예술 분야로, 패

션에서는 소비자의 개성표현을 위한 전위적 방법을 

통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주 등장하며 대중패

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다(Li,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i Kawakubo Collection에 나타난 디

자인경향을 고찰하고, 그 중 아방가르드 특성이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아방가르드의 

사조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ei Kawakubo의 Collection에 

나타난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맥시멀리즘의 표

현특성과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었으나, Rei Kawakubo Collection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 Rei Kawakubo Collection을 

선보인 1981년부터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아

방가르드 표현특성에 대한 흐름을 고찰하고 분석함으

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재정립하는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 및 단행본, 컬렉션 전문 

사이트를 통하여 1981S/S부터 2017S/S까지의 Rei Ka-
wakubo Collection에서 보여지는 예술사조 및 실루엣, 
색채, 표현기법 등의 디자인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 아방가르드의 정의 및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방

가르드 표현특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New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전

시되고 있는 REI KAWAKUBO의 COMME DES 
GARCONS 1981S/S~2017S/S까지의 1980년대 컬렉

션 28점, 1990년대 25점, 2000년대 25점, 2010년대 

59점 총 컬렉션 137점을 토대로 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이

고 독창적인 디자인개발을 위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Ⅱ.�Background

1.� Rei� Kawakubo’s� fashion� design

Rei Kawakubo는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 ‘Comme 
des Garcons’이라는 쿠튀르하우스의 설립자이자 디자

이너로서, 매시즌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창조하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독특한 구

성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Park & Kim, 2016). 그는 끊

임없는 도전정신과 새로움의 추구, 독특한 발상으로 

패션의 기본을 허무는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며 복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Lee, 2003), 
이는 서구복식의 전통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낯선 

실루엣을 보이며, 몸의 형태 부정을 통해 기본적인 몸

의 활동이 무시된 기형적인 의복형과 착의의 의미 자체

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미적가치를 창출하였다(Yim, 
2007). 또한 복식의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 관습, 또는 

구조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형태, 색상, 재질감을 

표현하는데 있어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보여주

었으며(Yim, 2007), 이러한 그의 패션디자인은 아방

가르드, 맥시멀리즘, 해체주의 및 내추럴한 표현특성

을 바탕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였다.
Rei Kawakubo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특성을 선

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 맥시멀리즘 표현 특성

으로는 <Fig. 1>과 같이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강조하여 표현한 실루엣과 장식적 디테일, 
비대칭과 불균형을 통한 비구조적인 형태와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을 통한 장식성 및 동․서양의 양

식의 혼합, 이질적 소재의 사용과 같은 특징들이 보여

졌다(Park & Kim, 2016). 해체주의 특성은 아방가르

드 특성과 함께 Rei Kawakubo의 디자인에서 가장 많

이 보여지는 표현 특성으로, <Fig. 2>와 같이 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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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 비대칭, 불균형의 스타일과 의도적으로 훼손하

여 구멍나고 찢어진 미완의 형태, 스트레치 소재를 활

용한 일그러지고 왜곡된 변종의 불균형 실루엣 등으

로 나타났다(Lee, 2003). 또한 Rei Kawakubo의 컬렉

션 중 에콜로지 경향이 두드러졌던 1900년대 후반부

터 2000년대 초반에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무채색

에 가까운 색상의 천연 마와 면소재의 활용한 작품과

(Fig. 3), 내추럴하게 마무리한 디테일, 신체의 노출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 마무리되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Lee, Hong, & Kweon, 2008). 이를 통해 Rei Kawa-
kubo는 다양한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념과 

전통에서 벗어난 실험적이고 기발한 형태와 소재의 

사용, 표현기법, 그리고 이와 함께 컬렉션에서 표현하

고자 했던 철학적 메시지가 혼합되어 자신만의 독특

한 패션디자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은 해체, 왜곡, 과장 등을 통해 

기존의복의 형태 및 기능을 변형시키고 신체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독창적인 실루엣과 실험적인 소재의 

사용이 나타났다(Fig. 4). 또한 그의 디자인은 몸 형태

의 부정으로 기본적인 몸의 활동이 무시된 기형적인 

의복형과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체형과는 무

관한 인위적인 원통형을 만들어 새로운 공간을 함축

하는 실루엣을 선보이며(Yim, 2007), 이를 통한 새로

운 복식미와 신체미의 표현이 특징적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ei Kawakubo의 패션

디자인에서 많이 보여지는 특성으로 아방가르드가 시

대의 흐름에 따라 그 표현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Fig.� 1>
2 Dimensions, 2012.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27.

 

<Fig.� 2>
Hples, 1982.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31.

 

<Fig.� 3>
Clustering Beauty, 
1998. Rei Kawa-

kubo. From. Bolton. 
(2017). p. 50.

 

<Fig.� 4>
Blood and Roses, 
2015. Rei Kawa-

kubo. From. Bolton. 
(2017). p. 174.

 

<Fig.� 5>
Clustering beauty, 
1998. Rei Kawa-

kubo. From. Bolton. 
(2017). p. 52.

2.�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전위’를 뜻하는 프랑

스어로, 전투할 때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부대라는 군대용어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20세

기 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와 고전주

의에 대항하는 예술운동으로써 사용되었다(Song & Pak, 
2003). 아방가르드 개념은 본래 예술적이 아닌 정치적

인 급진주의의 이상으로부터 도출되어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개혁론자들의 문화정치학에 사용되면서부

터 현재를 비판하고 혁신시키려는 급진주의 경향을 

말로 사용되었으며(Kim & Roh, 1996), 미술 용어 사

전에서는 ‘전위’,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하는 혁명적인 예술운동을 의미한

다(Li, 2017). 이러한 아방가르드의 미학은 전통이나 과

거의 습관을 탈피하여 새로움이나 미래를 추구하며, 
흔히 전통 파괴의 과정에서 획득되어 새로운 예술, 젊
은 예술, 추상 미술, 모던 스타일 등 장르와 사용자에 

따라 그 쓰임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Li, 2017). 여기

서 말하는 예술에서의 전통이란 아카데미즘의 리얼리

즘으로, 이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그

리스의 고전주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며(Choi, 1991), 
특히 르네상스 이후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성을 만족

시키기 위한 미와 예술의 규범을 말한다(Kim & Roh, 
1996). 최근의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미적가치의 추구, 
새로운 조형질서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표현방식의 

실험을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인 현

대 예술을 의미하고 있다(Roh, 199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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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물론 문화전반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었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의 아방가르드는 20세

기의 중요한 주제로, 1920년대에는 다다이즘, 미래파,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 50년대와 60년대는 팝아트와 

미니멀아트로 나타났다(Jin, 2008). 이러한 특성들은 

당시 활동했던 진보적 예술가들인 마티스, 피카소, 마
르셸 뒤샹의 작품을 통해 잘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작품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Fig. 6>은 마티스가 1906년도 발표한 <생

의 기쁨>이라는 작품으로, 2.5미터가 넘는 크기의 캔

버스에 두껍고 불규칙한 형태로 평면적이고 농담 없

이 뚜렷하게 나타난 색채 표현 및 선정적인 포즈의 인

물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당시 마티스는 <생의 기

쁨>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선, 색채 등 모든 표현 방식

에서 당시의 기준을 상당히 벗어난 양식을 사용했는

데(Jin, 2008), 피카소는 이런 마티스의 작품에서 영감

을 받아 1907년 <아비뇽의 여인들>을 발표하였다(Fig. 
7). 여기에 표현된 여인들은 날카롭고 부자연스러운 

선과 각진 인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두 여인들의 얼굴은 아프리카의 가면과 같이 비현실

적이고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인

물들은 입체감이나 사실적인 음영표현도 없으며, 구

체적인 공간감의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얼굴에 나타난 기괴한 표현 때문에 당시의 예술

적 관점에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

다. 같은 시기에 마르셸 뒤샹 또한 기괴하고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이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작

품은 인체의 형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형태와 거칠

<Fig.� 6>
Henri Matisse. 1906. 
<The Joy of Life>. 

From. Jin. 
(2008). p. 10.

 

<Fig.� 7>
Pablo Picasso. 1907. 

<Les. Demoiselles 
d'Avignon>. From. Jin. 

(2011). p. 58.

 

<Fig.� 8>
Marcel Duchamp. 1912. 
<Nude Descending a 
Staircase>. From. Jin. 

(2008). p. 14.

 

<Fig.� 9>
Marcel Duchamp. 

1917/1964. 
<Fountain>. From. Jin. 

(2011). p. 193.

고 투박한 선으로 표현하였으며(Fig. 8), 1917년에는 

‘변기’를 오브제로 한 <샘>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미

술계를 충격을 주었다(Fig. 9). 위에서 언급한 작가들

은 모두 아방가르드 미술의 한 축을 대표하는 인물들

로, 이들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과 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과거의 관습을 거부하며, 시
대를 앞서간 선구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특성을 가진 작품들은 당시의 

예술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 당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현대 미술

의 거장으로 불리며 다양한 예술작품에 영감을 주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3.�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과거의 전통과 질서를 거부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은 

패션의 역사를 통해서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미학적 

측면과 새로운 표현방식 추구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패

션창조의 혁신을 실현시켰다(Kim, 2017). 특히 현대

패션에 있어서 아방가르드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사

조의 일부로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

리잡고 있으며(Song & Pak, 2003), 많은 패션디자이

너들에 의해 인체와 복식의 해체, 왜곡, 과장과 같이 

과거 디자인과는 단절된 예측불허의 난해함과 모호함

을 등장시키고 타 영역과의 경계가 해체되는 상호텍

스트적 특성을 나타낸다(Um & Kim, 2000). Rei Kawa-
kubo, Issey Miyake, Yoji Yamamoto, Masion Margie-
la, Jean Paul Gautier와 같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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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혁신성을 

통해 각각의 특징적인 표현 특성을 보인다. Rei Kawa-
kubo Collection은 <Fig. 10>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아방가르드의 특성이 과장적인 실루엣 및 과도한 장

식 디테일의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사무라이

를 떠올리게 하는 전통적 실루엣의 사용, 이질적인 소

재의 혼합을 통해 표현되었다. <Fig. 11>의 Issey Mi-
yake Collection은 소매와 허리선의 제거를 통한 의복

의 기능과 형태를 파괴한 형태가 보여졌다. 또한 여기

에 사용된 주름들은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형태

를 나타내며, 인체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부풀린 형

태를 통한 특성이 보여진다. <Fig. 12>는 Yoji Yama-
moto의 디자인으로, 올 블랙의 소재와 과도한 주름장

식, 한쪽으로 치우쳐진 비대칭과 불균형의 실루엣은 

그로테스크한 모델의 헤어와 메이크업과 함께 우울하

고 어두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Masion Mar-
giela는 <Fig. 13>에 나타난 신체구조의 변형을 통한 독

특한 의복형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Fig. 14>의 Jean 
Paul Gautier Collection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으

로는 추상적인 형태의 헤어 액세서리와 드레스를 구

성하고 있는 단단한 재질의 실험적인 소재의 사용을 

통한 표현기법이 보여졌다. 이처럼 현대 패션 컬렉션

에 표현된 아방가르드 특성은 일반적인 미의 범주에

서 벗어난 형태와 색채의 사용, 실험적인 소재 사용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신체 및 의복구성의 변형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방가르드는 예상을 뒤엎는 창작활동을

<Fig.� 10>
2016F/W Comme des 
Garcons Collection. 

From. Vogue Korea. 
(2016a). http:// 

runway.vogue.co.kr

 

<Fig.� 11>
2014F/W Issey 

Miyake Collection. 
From. Vogue Korea. 

(2014). http:// 
runway.vogue.co.kr

 

<Fig.� 12>
2017F/W Yoji 

Yamamoto Collection. 
From. Vogue Korea. 

(2017). http:// 
runway.vogue.co.kr

 

<Fig.� 13>
2016F/W Masion 

Margiela Collection. 
From. Vogue Korea. 

(2016c). http:// 
runway.vogue.co.kr

 

<Fig.� 14>
2016F/W Jean Paul 
Gautier Collection. 

From. Vogue Korea. 
(2016b). http:// 

runway.vogue.co.kr

통해 충격적인 양식의 파괴와 혼합을 만들어내는데, 
즉 패션에서의 아방가르드는 여러 가지 패션기법들 

중에서도 특히 첨단적이고 기발한 것을 일컬으며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1997), 전에 

없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형태와 표현기법을 통한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표현 특성의 뜻으로 현대 패션

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Roh 

(1996)는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혼

성성, 해체성, 반전통성으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분

류하였고, Koo(2002)는 1995년 이후에 나타난 아방가

르드 패션의 분석을 통하여 초현실성, 미래성, 해체성으

로 분류하였으며, Song and Pak(2003)은 알렉산더 맥

퀸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

방가르드 특성에 대하여 과장성, 혼합성으로 분류하

여 연구하였다. 또한 Bae(2007)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랜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재현성, 혼성모방성, 다문

화성, 탈 구조성으로 분류하였으며, Fan(2014)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아방가르드 특성에 대하여 해

체성, 역사성, 혼합성, 장식성으로 분류하였고, Li(2017)
는 일본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표현요소를 미래성, 해체성, 역사성, 초현실성, 해학

성, 장식성, 적대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

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작품에서 보여지는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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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year)

Avant-garde 
characteristics Features of expression

Kim 
Minja & 

others
(1996)

Hybridity

- Ignores the traditional sense of genders, and expresses the hybridity 
of genders as well as its absence.

- Ignores the portrayal of physicial aesthetics through attires, aims at 
expressing the attire as it is, 

De-construction
- Historical and Ethnical methods, dismantling of anti-cultural 

expressionism. 
- Functionality of attires dismantled.

Unconventionality Refined and vulgar, traditional beauty's rank structure destroyed. 

Koo 
Insook
(2002)

Surrealism Using fabrics and methods to extraordinarily portray not a potential 
reality but an illusory world from the depth of consciousness. 

Futuristic Freaky shapes, as a foundation that surpasses time and space in 
displaying a 4D effect. 

De-construction The already existent order is destroyed and the image of the latter is 
expressed. 

Song Jung 
Sun and 

others 
(2003)

Exaggeration Details are overly portrayed.

Fusion
Tradition vs revolution becomes one at some point, where practicality 
and non-practicality becomes one, past and future, the masculine and 
feminine factors become one.

Bae Julee
(2007)

Trans-
avant-
garde

Reproducibility The traditional factors are blended with the modern ones to be 
expressed in uniqueness. 

Blending mimicry Doesn't follow structures, free as it is, creativeness and mimicking 
blends. 

Multiculturalism Multi cultural image, through folklorist, and ethnical images. 

De-structure Not defined by rules, variety of structures and silhouettes. 

Fan 
Jia-Ling
(2014)

Ro-
mantic 
avant-
garde

De-construction Exaggerated shapes, foreign fabric, with no outside shapes. 

Historicity Re-creation of Modern Concept of beauty based on historical factors.

Fusion Folklore, gender, and a variety of other traits that become one. 

Decorative A variety of exaggerated details, new fabric blends with the exag-
gerated items, illusory eccentrics. 

Lee Jie
(2017)

Futuristic Goes above time and space, anti-cultural, anti-traditional. 

De-construction Through analysis, it destroys and damages to express. 

Historicity The trends from the past, items, and details are fused with the modern 
ways of expressionism and technology. 

Surrealism Seeking innovation, experimental ways, fusing different styles, and 
portraying the inner world self. 

Humoristic Strange, caricatures, satiristic. 

Decoration - Extreme and mysterious are the styles of expression. 
- Colorful fabrics, shapes, handmade oriented with details and trimming. 

Hostility Ignores, mainstream and the trends, stay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looks for the innovative. 

<Table� 1> Journal of previous studies related Avant-g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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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에 의하여 <Table 2>와 같이 역사성, 탈구조성, 
과장성, 혼합성, 초현실성으로 분류하였다. 재현성과 

역사성은 과거패션 요소를 현대의 미를 통하여 새롭

고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특성으로, 이는 

단순한 과거요소의 재현이 아닌 현대화된 새로운 스

타일로의 표현을 의미하는 역사성으로 명명하였고, 
해체성, 반전통성, 적대성은 패션의 전형적인 형태에

서 이탈하여 기존의 전통미를 파괴한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으며 탈구조성은 관습에 지배되지 않는 다

양한 구조와 실루엣의 창출을 의미하므로 이들을 탈

구조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혼성성, 혼성모방성, 다
문화성, 혼합성은 2개 이상의 요소를 통한 혼합을 특

징으로 하므로 혼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과도하거나 

기괴한 표현 및 화려한 색채, 디테일 등을 보이는 장

식성은 디테일 요소의 과장된 표현을 의미하는 과장

성의 특징 중 하나이므로 과장성으로 분류하였다. 마
지막으로 초현실성과 미래성은 현실적인 감각을 초월

한 형태나 소재, 기법들을 활용한 특성을 의미하므로 

초현실성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아방가르드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아방가르드 패션에서의 역사성은 과거를 풍미했던 

Features Features of expression

Historicity

‧ Re-creation of Modern Concept of beauty based on historical factors. 
‧ The trendy fashion from the past, silhouette, items etc. In modern days, the fusion of different 

past trends have been fused and added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 of designers.
‧ Traditional colors, expression methods, fabrics and patterns, are fused into the modern tech-

nology, not a simple way of expression but modernized and novel style of expression.

De-structure ‧ Breaking the past fashions, in its shapes and silhouette. The way things were expressed.
‧ sleeves, necklines, and sutures were all based on breaken, unbalanced, and asymmetry. 

Exaggeration
‧ Colorful colors and a variety of patterns. 
‧ Exaggerated and puffed silhouettes, freaky styles for bodily expressions. 
‧ A variety of details, accessories, and innovative fabrics were all fused. 

Intermixture

‧ A variety of different culture's colors, patterns and folksy images are transformed in fusion. 
‧ Masculine silhouette, feminine fabric and expression method. Detailed factors were absent. 
‧ More comfort was added. 
‧ A variety of different materials, iron-wares were used with other fabrics for fusion. 

Surrealism

‧ Ignoring functionality and structure of clothes, more abstract, more focused on the attire than the 
body. 

‧ Going above and beyond reality and rationalism, to create an illusory world and existence as a 
way of expression. 

‧ Massive and architectural shapes using non-woven fabric and other experimental materials.

<Table� 2> Avantgarde expressive characteristics

스타일, 실루엣 등을 현대의 기술과 디자인에 결합시

킴으로써 단순한 내용의 재현이 아닌 현대화된 새로

운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Fan, 2014), 탈구

조성은 규칙에서 벗어나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

시하며, 해체, 변화, 변형을 통한 새로운 복식형태를 

창출하고 복식의 기능 및 구조를 변화시켜 의도적인 

형태를 거부하는 비구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Bae, 
2007). 과장성은 거대한 장식, 신체의 확대해석 및 왜

곡을 통한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다양한 소

재, 문양, 화려한 색채, 섬세한 디테일 요소의 활용을 

통한 표현이 나타난다(Li, 2017). 혼합성은 다양한 문

화에 따른 민속적 혼합, 성의 구분을 초월하여 남성성

과 여성성이 융합된 이미지의 혼합, 다양한 재료의 절

충에 의한 혼합 등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며(Fan, 2014), 이외에도 전통과 

혁신의 결합, 실용성과 비 실용성의 결합, 과거와 미

래의 혼합 등을 말할 수 있다(Song & Pak, 2003). 마
지막으로 초현실성이란 이성이 작용하는 모든 제재로

부터 벗어나 아무런 미적․도덕적 규율의 간섭 없이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사고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

한다(Federico, 2005/2010). 이는 이성의 지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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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상태로,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

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이성을 긴장상태로부터 해체시

키고(Jin, 2011), 현실에서 벗어난 추상적이고 실험적

인 표현을 통한 순수조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

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은 이전에 없

던 ‘새로움’과 기존의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저항’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

게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창출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다.

Ⅲ.� Results� and� Discussion

1.�Analysis�of�avantgarde�expression�characteris-

tics� appeared� in� Rei� Kawakubo� Collection

Rei Kawakubo Colletion에 나타나는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

대로 역사성, 탈구조성, 과장성, 혼합성, 초현실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1)� Historicity

역사성은 일본의 전통색채와 평면패턴을 기본으로 

하는 기모노형식, 또는 일본 전통복식에서 보여지는 

표현기법과 서양의 실루엣과 소재의 사용을 통해 현

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동․서양의 양식이 절충되

어 표현되었다. <Fig. 15>는 Rei Kawakubo가 세계패

션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1984년도 작품으로, 일
본 기모노의 오비를 연상시키는 허리장식과 여러 겹

의 레이어드, 니트 소재의 패치워크를 통해 과거의 요

<Fig.� 15>
Twist. 198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40.

<Fig.� 16>
Gloves, Sirts, Quilted 
Big Coats. 198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37.

 

<Fig.� 17>
Twist. 198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42.

 

<Fig.� 18>
Cubisme. 200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99.

 

<Fig.� 19>
Cubisme. 200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00.

소를 현대적인 소재와 기술로 재현하였으며, <Fig. 16>

은 블랙의 저지 원피스 위에 무채색의 천을 일본 전통

복식에서 자주 보여지는 둘러매기, 묶기, 꼬기 등의 

표현방식으로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Fig. 17>은 당시 

유행하던 신체에 핏 되는 형태의 디자인이 아닌 직사

각형의 천을 둘러매는 기모노 형식의 사용과 함께 일

본전통의 블랙컬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전통

의 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표

현방식은 착장자의 움직임과 입는 방법에 따라 디자

인이 변화하는 특이성을 가지며, 재단하거나 봉제하

는 것만이 아닌 찢고, 매고, 걸치는 방식을 통해 의복

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18>은 일

장기가 연상되는 스커트와 일본 전통의 검정, 빨강, 
흰색의 사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본 전통복식을 떠

오르게 하지만, 조각이나 해체된 형태의 서양식 테일

러드 재킷과 밑으로 갈수록 부풀려진 치마를 통해 일

본의 전통요소가 표현되었다. <Fig. 19> 또한 일장기

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레드컬러의 사용과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스커트의 실루엣이 보여지며, 상의는 기

모노에서 보여지는 여밈 형식과 서양식 재킷에서 보

여지는 디테일 요소가 어우러져 동․서양의 전통적 

양식이 보여졌다. 여기에는 좌우의 비대칭, 불균형을 

통한 어심매트리(asymmetry)와 해체적 표현기법을 활

용함으로써 단순히 일본전통의 기모노의 형식을 재현

하는 것이 아닌 Rei Kawakubo만의 표현요소가 가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80~1990년대에 

나타난 역사성이 일본의 전통기법에서 보여지는 패턴

과 디테일요소, 블랙의 사용을 통해 표현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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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역사성은 전통복식의 요소와 

함께 다양한 소재 및 현대적 표현기법이 가미된 디자인

과 화려하고 원색적인 일본의 전통색상이 보여졌다. 

2)� De-structure

탈구조성은 의복을 찢거나 뜯고 이를 다시 재조합

하는 일련의 과정을 노출함으로써 보여지는 소재 및 

형태의 파괴와 해체에 의한 미완성, 구조의 변형과 기

존의 의복형태에서 벗어난 불균형 및 비대칭적인 실

루엣으로 나타났다. 먼저 <Fig. 20>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비대칭을 통한 형태의 파괴를 

볼 수 있는데, 몸판의 패턴을 의도적으로 재배치하여 

한쪽 네크라인이 가슴에 머무르고, 가슴에 있어야할 

봉제선이 허리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

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복의 범주에서 벗어난 형태로, 
이러한 비대칭적 형태는 불완전한 느낌을 주며, 이 작

품에서는 부자연스럽게 커팅된 웨이스트라인과 암홀

을 통하여 탈 구조적인 특성을 더욱 부각되어 표현되

었다. <Fig. 21>은 앞서 설명한 작품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솔기와 심지, 마무리되지 않은 거친 느낌의 단

처리가 보여지며, 한쪽 어깨부터 가슴께까지 패드가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속옷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를 또 비대칭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
로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사용하여 부조화

를 통한 미완성의 미를 표현하였다. <Fig. 22>와 <Fig. 
23>은 겉으로 드러낸 솔기와 전체적으로 어긋난 비대

칭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소재사용에 있어서도 겉옷 

보다는 안감이나 속옷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Fig.� 20>
Adult Punk. 199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54.

 
<Fig.� 21>

Adult Delinquent. 2010.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55.

 
<Fig.� 22>

Fusion. 1998.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56.

 
<Fig.� 23>

Fusion. 1998.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57.

이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솔기와 속옷의 겉옷화, 비
대칭적인 형태를 통해 미완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몸
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어긋난 형태를 

통해 탈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탈구조

성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Rei Kawakubo Collec-
tion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패턴과 안감, 
패드, 솔기 등 완성된 의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어 복식의 기능과 구조를 변

화시키고, 기존의 의복 형태에서 벗어난 비대칭적이

고 파괴된 형태의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3)� Exaggeration

과장성은 변형이 용이한 스트레치 소재에 패딩, 패
드와 같은 구조물을 활용하여 신체의 특정부분을 강

조하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나거나, 두께감이 있는 부

직포 또는 펠트를 통한 거대하고 부풀려진 실루엣, 화
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와 장식적인 디테일의 과도한 

사용으로 나타났다. 먼저 Rei Kawakubo Collection에

서 나타나는 신체 일부분의 과장과 왜곡은 등, 가슴, 
배, 한쪽 골반, 엉덩이 등에 패드와 솜과 같은 충전재

를 넣어 기형적이고 기괴한 형태로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Fig. 24>는 1997년에 발표된 Merce Cunning-
ham’s Scenario Costume으로, 가슴과 배, 엉덩이에 두

꺼운 패드를 넣어 과하게 부풀려진 의상을 입고 리허

설을 하고 있는 무용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실루엣은 자칫 기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 더 역동

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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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cenario Rehearsal. 199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45.

 

<Fig.� 25>
Body meets Dress-Dress 
meets Body. 199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40.

 

<Fig.� 26>
Body meets Dress-Dress 
meets Body. 199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37.

 

<Fig.� 27>
Body meets Dress-Dress 
meets Body. 1997.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36.

있다. <Fig. 25>부터 <Fig. 27>까지의 작품은 1997년 S/ 
S 컬렉션인 ‘Dress meets body-Body meets dress’라는 

주제로, ‘신체파기’라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컨셉을 

통해 그녀의 대표적인 디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컬렉

션이다. 먼저 <Fig. 25>는 등과 허리에 충전물을 넣어 

기형적으로 부풀린 과장된 신체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신체에 밀착되어 과장성을 더

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Fig. 26>에 나타난 한쪽

으로 일그러진 형태의 빨간 드레스는 마치 인체의 장

기를 연상시키며, <Fig. 27>에 나타난 드레스는 임신 

9개월의 임산부를 신체를 각각 허리와 배, 가슴과 배

의 확대과장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디자

인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리기보다는 

<Fig.� 28>
2 Dimention. 2012.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26.

 
<Fig.� 29>

2 Dimention. 2012.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28.

 
<Fig.� 30>

18th-Century Punk. 2016.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200.

 
<Fig.� 31>

18th-Century Punk. 2016.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206.

일그러지고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과장된 형태의 실루

엣을 통하여 새로운 미적가치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

였으며, 의복뿐만 아니라 인체를 디자인하고자한 Rei 
Kawakubo의 실험정신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28>과 <Fig. 29>는 두 장의 펠트 또는 부직포

를 앞뒤로 이어붙이거나 접어 2차원적인 거대한 종이

인형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거대한 앞모습과 달리 측

면에서는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비가 뚜렷하

고 화려한 색상의 사용과 어디까지가 허리고 팔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진 실루엣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8th-Century Punk’라는 주제의 <Fig. 
30>과 <Fig. 31>은 18세기의 로코코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로, 거대한 러플이나 다양한 색상의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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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패턴과 비비드한 자수 등의 요소들이 과장되게 표

현되었다. 먼저 <Fig. 30>은 장식적인 디테일의 과도

한 사용과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를 통한 과장성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강렬한 원색과 멀티칼라의 사용,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코사지를 반복적으로 나열함

으로써 화려함과 과장된 느낌을 주는 신체의 실루엣

이 보여지며, <Fig. 31>은 층층이 겹쳐져 있는 거대한 

러플장식과 갑옷을 연상시키는 과장된 어깨라인, 양

쪽으로 과하게 부풀려진 버슬드레스 형태의 스커트를 

통하여 아방가르드의 과장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

럼 Rei Kawakubo Collection에서 보여지는 과장성은 

단순히 신체의 과장과 왜곡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 실험적인 소재의 활용 및 장식

기법 등을 통해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과 형태를 창조하는 표현특성이라 할 수 있다.

4)� Intermixture

혼합성은 남성성이 느껴지는 테일러드 수트와 여

성성이 느껴지는 장식요소 및 아이템의 믹스매치, 무
채색의 사용을 통한 혼성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의 민

속적인 색채, 문양, 디테일요소 및 표현기법 등이 나

타나는 다문화성, 그리고 다양한 재료 및 실험적인 소재

의 혼합을 통한 표현특성이 나타났다. Rei Kawakubo 
Collection에서 보여지는 성의 혼합에 의한 혼성성은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아닌 성별과 체

형, 사이즈에 구애 받지 않는 의복의 표현을 통해 신

체의 자유로움을 부가하고 있는데(Fig. 32), 이는 남성

적인 실루엣과 여성적인 소재 및 디테일의 혼합을 통

<Fig.� 32>
Pirates. 1981.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27.

 

<Fig.� 33>
Transcending Gender. 
1995.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09.

 

<Fig.� 34>
The infinity of 

Tailering. 2013.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14.

 

<Fig.� 35>
Lost Empire. 2006.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03.

 

<Fig.� 36>
Inside Decoration. 

2010.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06.

해 나타났다. 
<Fig. 33>을 살펴보면, 남성적인 실루엣의 오버핏 

재킷과 팬츠, 그리고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쉬폰 실크, 
망사스커트를 매치하여 중성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

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34> 
이 남성성이 느껴지는 블랙컬러의 테일러드 수트에 

볼륨감 있는 풍성한 소매, 주름장식 등의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믹스매치하였으며, 거칠게 찢겨진 듯한 소

매와 깔끔하게 재단된 재킷의 몸판은 서로 이질감 없

이 연결되어 부드러움과 거친 느낌을 동시에 표현하

고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성(性)의 혼합

은 몸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는 남성적 실루엣과 여성

스러운 디테일, 그리고 중성적인 컬러인 블랙, 화이트

의 사용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자연스럽게 공존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의 혼합에 

의한 혼합성은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사용

되고 있는 아방가르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Rei Ka-
wakubo Collection은 다양한 문화에서도 영감을 받아 

그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혼합적 특성 또

한 나타나는데, <Fig. 35>는 스코틀랜드의 남자복식인 

‘킬트’에서 보여지는 실루엣 및 디테일, 타탄체크의 

사용과 검정, 빨강, 노랑 색상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경우 본래의 깔끔하고 단정한 느

낌의 ‘킬트 스커트’가 아닌 거칠게 찢긴 느낌의 커팅

디테일과 가볍게 걸친 듯한 착장방법, 그리고 특정한 

형태가 없이 둘러 매여진 상의를 통해 단순히 서양문

화의 양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 디자이너 개인의 가치

관과 디자인적 특성을 혼합하여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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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Fig. 36>은 붉은 패턴체크의 사용이 눈에 띠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가슴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

감과 크기의 체크패턴을 절개를 넣어 사용함으로써 

더욱 입체감 있는 표현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의 작품

은 일반적인 의복소재의 사용이 아닌 다양한 소재의 

혼합사용을 통하여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독특한 디자

인 감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Surrealism

초현실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의 기준과 의복의 

기능 및 신체관념 등의 현실에서 벗어난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소재와 기법들

을 통해 구조적이고 기괴한 형태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Fig. 37>에서 보이는 얼굴을 둘러싼 구조물

과 머리와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블랙의 니트, 삭제

된 소매는 그로테스크한 모델의 얼굴과 함께 기괴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현실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Fig. 38>과 <Fig. 
39>는 뱀의 똬리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삭제된 소매, 
그리고 부풀려진 실루엣과 어두운 색채의 사용을 통

해 현실에 존재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괴물 같은 느낌

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의복의 기능 및 신체 관념 등에

서 벗어난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 초현실성을 표현하

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14F/W Collection에서 ‘Mons-
ter’라는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Rei Kawakubo는 이 

컬렉션을 통해 기존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와 가치

를 바꾸고, 새로운 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처럼 Rei Kawakubo는 비현실적이고 독특한 실

<Fig.� 37>
Moster. 201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64.

 

<Fig.� 38>
Moster. 201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67.

 

<Fig.� 39>
Moster. 2014.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60.

 

<Fig.� 40>
Blue Witch. 2016.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91.

 

<Fig.� 41>
Blue Witch. 2016. 

Rei Kawakubo. 
From. Bolton. (2017). 

p. 197.

루엣과 새로운 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다양

하고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

성은 2016S/S Collection인 ‘Blue Witch’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Fig. 40>는 두께감이 있는 벨벳소재를 활

용한 원통형의 실루엣과 화이트, 블랙, 네이비 컬러의 

깃털을 통한 허리장식 등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작품 역시 마녀의 빗자루를 연상시키는 신체의 구

조와 의복의 기능을 무시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났

으며, 독특한 질감의 소재와 컬러의 조합을 통해 어둡

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또한 <Fig. 41>은 

거대한 원형의 실루엣과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보

이지 않는 소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러플장식과 깃털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며, 두께감이 

느껴지는 힘있는 소재의 사용을 통해 보다 구조적이

고 안정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Rei Kawa-
kubo의 디자인은 신체와 의복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며, 새로움에 대한 탐구와 독창적이고 기발한 표현

기법 등을 통해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초현

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2.�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design� by�

time� period�

Rei Kawakubo Collection은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

을 바탕으로 기존의 패션계가 갖고 있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전복시키고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을 통

해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패션과 안티 패션, 동양과 서양과 같은 기존개념의 경

계를 허물어 그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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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이러한 Rei Kawakubo Collection에 나타

난 아방가르드 특성은 1980년 파리 컬렉션을 시작으로 

Year Features Characteristics in expression sorted by 
time period Image Number

(%)

1980s

Historicity

‧ What is normally seen in traditional Japanese 
attire, such as the twists, over the shoulder, 
tieing etc. and the layered designs have been 
fused with the modern methods and fabric 
to be re-designed. 

‧ The flat patterned Asian design, free bodily 
expression.

 

Twist, Silk+Jersey. 1984. 
From. Bolton. (2017). p. 41.

6/28
=21.4%

Intermixture

‧ A comfortable image design in black and 
white that gives the impression of casca-
ding silhouette, loose design that knows no 
gender or body type. 

Pirates. 1981. 
From. Bolton. (2017). p. 26. 

12/28
=42.9%

De-structure
‧ Knitted items that have intentionally made 

holes, fluffy and ripped coat, rough sur-
faced with ragged and grunge look. 

Patchworks and X. 1983. 
From. Bolton. (2017). p. 47. 

10/28
=35.7%

1990s

Intermixture

‧ A mix of masculine, big-size jackets, pants 
and feminine items with black and white 
color.

‧ A combination of various cultural elements 
appeared in a mixed form. Transcending Gender. 1995. 

From. Bolton. (2017). p. 109.

6/25
=24%

Exaggeration

‧ Stretchable fabric, where pads are used to 
amplify certain body parts, freakish silhouettes. 

‧ New design of fitness clothes that ignore 
the functionality of its purpose. 

Body meets dress. 1997. 
From. Bolton. (2017). p. 137.

13/25
=52%

De-structure

‧ Separation and re-combination, asymmetric 
silhouette.

‧ Underwear as outer wear, mask-like designs, 
experimental fabrics that vanished the fit-
ness wear structure. Adult Punk. 1997. 

From. Bolton. (2017). p. 54.

6/25
=24%

<Table� 3> Avantgard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flows

현재까지 각기 다른 표현방법과 특징을 통해 변화하

였으며, 이를 시대별로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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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Features
Characteristics in expression sorted by 

time period Image
Number

(%)

2000s

Historicity

‧ Red, white, black, gold and Japanese tradi-
tional colors.

‧ Patterns that resemble the western's silhouette, 
fabric, method of expression. The latter has 
been fused into one. Cubism. 2007. 

From. Bolton. (2017). p. 99.

4/25
=16%

Intermixture

‧ The very traditional western styled patterns 
and colors.

‧ Over-fitted jackets and silhouettes. feminine 
fashion details and blended comfortable image. 

‧ A variety of different methods for expression, 
with a variety of materials, from paper, felt, 
urethane, Mix experimental fabrics used. 

Lost Empire. 2006. 
From. Bolton. (2017). p. 103.

15/25
=60%

De-structure

‧ Experimental and deconstructive forms that 
ignore the original function of clothing.

‧ Structure transformation, underwears as outer 
wear, experimental material-used designed were 
out. Psychological Fear. 2011. 

From. Bolton. (2017). p. 210.

6/25
=24%

2010s

Intermixture

‧ Combine the imagination of adults and child-
ren have emerged, showing the combination of 
various color and the use of structures re-
miniscent of toys.

‧ The masculine tailored suits and feminine 
elements such as ruffle, ribbon, and skirts 
are used to express the genderless image.

Not Making Clothing. 2014. 
From. Bolton. (2017). p. 123.

7/59
=11.9%

De-structure ‧ The form of incomplete, destructive, and asym-
metry silhouette appeared.

Adult Deliquent. 2010. 
From. Bolton. (2017). p. 55.

9/59
=15.2%

Exaggeration

‧ A variety of colors and patterns with colorful 
image. 

‧ Exaggerated bodily features, with overwear 
fashion, colorful single color designs.

‧ Ruffle, corsage, and the overwear to exaggerate 
body parts. 2 Dimensions. 2012. 

From. Bolton. (2017). p. 128.

8/59
=13.6%

Surrealism

‧ Massive and abstract way to the silhouette. 
‧ Variety of items that added the surreal image 

or supernatural look. 
‧ No suture in sleeves or necklines. 

Invisible Clothes. 2017. 
From. Bolton. (2017). p. 210.

35/59
=59.3%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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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Rei Kawakubo Collection에서 보여지는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결과 1980년대의 역사성은 일본의 전통 복식에서 보

여지는 표현기법과 여러겹의 레이어드 형식, 동양에

서 사용하는 평면패턴의 사용 및 블랙,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의 색채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80년대

의 컬렉션 이미지 총 28개 중 6개로, 21.4%의 빈도를 

보였다. 혼합성은 28개 중 12개, 42.9%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신체의 구성을 무시한 형태의 실루엣과 무채

색의 사용을 통한 혼성적 이미지가 특징적으로 나타

났다. 또한 탈구조성은 28개 중 10개, 35.7%로 나타

났으며,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거나 훼손된 형태의 니

트, 또는 불규칙하게 찢겨진 코트와 그런지룩이 특징

적으로 보여졌다. 1990년대에 나타난 혼합성은 남성

성이 느껴지는 빅사이즈의 자켓과 팬츠, 그리고 여성

스러운 아이템 및 디테일 요소의 혼합을 통한 혼성적 

특성과 동․서양 문화의 혼합을 통한 특성이 보여졌

으며, 25개 중 6개, 24%의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전

체 25개중 13개로 52%의 빈도를 보이는 1990년대의 

과장성은 스트레치 소재와 패드를 활용한 신체의 과

장 및 왜곡, 기형적인 실루엣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루엣의 표현을 위해 두꺼운 부직포와 펠트, 그리고 

솜과 패드, 철제 구조물과 같은 실험적인 재료의 사용

이 보여졌으며, 이는 의복의 기능과 활동성을 무시한 

새로운 형태와 신체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시기에 나

타난 탈구조성은 24%의 빈도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의도적인 훼손을 통한 그런지 스타일이 보였던 80년

대의 탈구조성과는 달리 의복의 해체와 재결합을 통

한 비대칭, 불균형적 실루엣이 사용되었으며, 속옷의 

겉옷화, 탈 중심적인 형태와 실험적 재료의 사용이 두

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나타난 역사

성은 25개의 컬렉션이미지 중 4개에 해당, 16%의 빈

도로 나타났으며 레드, 화이트, 블랙, 골드 등 보다 화

려하고 원색적인 일본의 전통색채 및 문양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보였고, 서양 전통 복식에서 나타나는 실

루엣 및 소재,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다. 혼합성은 서양

문화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색채 및 문양, 장식적 요소

의 혼합과 같은 다문화적 이미지와 오버핏의 재킷 및 

남성적 실루엣, 여성스러운 장식디테일 및 소재의 혼

합을 통한 혼성적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 표현을 

위한 다양한 재료 및 실험적인 소재들을 함께 사용한 

혼합성이 나타났으며, 25개중 15개로 60%의 빈도수

를 보였다. 또한 2000년대의 탈구조성은 90년대와 같

이 해체와 재결합을 통한 비대칭, 불균형적 실루엣과 

의복의 기본적인 기능을 벗어난 형태 등이 나타났으

며 25개중 6개로 24%의 빈도수를 보였고, 2010년대

에도 미완성, 비대칭, 탈중심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다

양하게 표현되어 59개의 컬렉션 이미지 중 9개로 15.2%
의 빈도를 보였다. 2010년대의 혼합성은 이전과 같이 

남성적인 실루엣과 여성스러운 디테일의 혼합사용을 

통한 혼성적 표현, 어린아이와 어른의 성향이 혼합된 

키덜트적인 특징의 혼합성이 나타났으며, 11.9%의 빈

도로 보여졌다. 2010년대의 과장성은 13.6%로 나타

났으며, 과거 솜과 패드와 같은 구조물을 활용해 배,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의 일부분만을 강조하였던 90
년대의 과장성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부풀려진 신체의 

표현과 러플, 코사지, 주름장식 등의 과도한 사용을 

통한 과장된 실루엣과,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의 사용

을 통한 과장성이 보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다 거

대하고 추상적인 형태의 실루엣과 다양한 구조물을 통

한 비현실적인 이미지와, 소매 및 네크라인, 절개선의 

삭제를 통한 의복의 구조 및 기능의 파괴를 통한 초현

실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대

의 전체작품 총 59개중 35가 해당되어 59.3%의 빈도

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시대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표현특성을 살펴보면 1980
대에는 탈구조성이, 1990년대에는 과장성이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혼합성이, 그리고 2010
년대에는 초현실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Ⅳ.�Conclusion

Rei Kawakubo Collection은 미의 가치를 바꾸기 위

한 노력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아방가르드 특성을 바

탕으로 형태, 기능, 또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로움을 표현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패션에서 보여지는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은 역사성, 탈구조성, 과장성, 혼
합성, 초현실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와 같이 분류된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Rei Kawakubo Col-
lection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사성은 일본

의 전통색채와 기모노형식, 패턴 등을 현대적 감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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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해석하여 동․서양의 양식이 절충된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탈구조성은 의복을 찢거나 뜯고 이를 

다시 재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노출함으로써 보여지

는 소재 및 형태의 파괴와 기존의 의복 형태에서 벗어

난 비대칭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장성은 

변형이 용이한 스트레치 소재와 조형적 오브제를 활

용하여 신체의 특정부분을 강조하고 왜곡한 형태, 또
는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과 과도한 디테일

요소 등의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혼합성은 남성성이 

느껴지는 수트와 여성성이 느껴지는 장식요소 및 아

이템의 믹스매치, 무채색의 사용으로써 나타나는 혼

성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의 민속적 이미지와 형식이 

혼합된 다문화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인 기법을 활용한 소재의 혼합이 나타났다. 초현실적 

특성으로는 기존의 모든 미의 기준과 의복의 기능 및 

신체관념 등의 현실에서 벗어난 추상적이고 실험적인 

형태가 나타났으며, 합리성과 실용성, 대중성을 무시

한 독창적인 표현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

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는 일본 전통복식의 요소가 표현된 역사

성, 빅사이즈 실루엣 및 블랙컬러의 사용을 통한 성의 

혼합이 표현된 혼합성과 구멍나고 찢긴 듯한 표현기

법을 특징으로 하는 탈구조성이 나타났다. 반면, 1990
년대에는 성의 혼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요소의 

혼합을 통한 혼합성이 보여졌으며, 신체의 일부를 과

장하여 기형적으로 표현한 과장성, 그리고 의복의 해

체와 재결합을 통해 비대칭, 미완성, 불균형적인 형태

를 표현한 탈구조성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블랙

컬러의 사용이 많았던 80년대의 역사성과는 달리 보

다 다채로운 일본 전통의 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역사

성이 보였으며, 다양한 소재의 혼합을 통한 혼합성, 
그리고 해체주의적 특징이 강했던 90년대의 탈구조성

과는 달리 의복의 실용성을 무시한 형태 및 실험적인 

소재의 활용을 통한 탈구조성이 보여졌다. 2010년대

에는 90년대와 비슷한 비대칭, 불균형 형태를 보이나, 
깔끔하게 마무리된 햄라인과 시접처리 등이 나타나는 

탈구조성과 다양한 문화 및 성의 혼합, 소재의 혼합과 

더불어 어린아이와 어른의 성향이 혼합된 특징의 혼

합성이 나타났다. 또한 과거 신체의 일부분만 과장하

여 기형적인 형태를 띠던 90년대의 과장성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과장된 형태의 실루엣이나 다채로운 색채 

및 러플, 리본, 코사지와 같은 화려한 디테일 요소의 

활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추상적이고 파격적인 

형태와 실험적인 소재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초현실

성을 통한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Rei Kawakubo Collec-
tion은 일상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의복의 기본

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아방가르드 표현특성을 바탕으

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

방가르드 표현특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패

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는 Rei 
Kawakubo Collection을 통하여 아방가르드 표현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이

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

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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