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대 의상은 실용적 착용 목적으로서뿐 아니라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서 실험성과 독창성을 바
탕으로 한 창의적 조형방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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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clothes are part of formative arts and express experimentation and originality. This 

tendency is especially prominent in structural fashion.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structural fashion in various aspects, examining and analyzing the express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fashion design. 

The approach of peer debriefing was used with three fashion experts to identify structural 

clothes in the women's haute couture collections from a total of 24 seasons from S/S of 

2008 to F/W of 2019. The clothes with De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then identified to 

analyze express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in structural clothes were exaggeration, distortion, and recombination. 

Exaggeration was expressed with exaggerated sizes, forms, and excessive use. Distortion 

was expressed with distorted forms and functions and through optical illusions. 

Recombination was expressed with the recombination of forms and rol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were maximum, playfulness, and unfamiliarity. The study 

connecte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to the formative ones and examined them 

simultaneously, finding that "distortion" and "playfulness" represented the express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in structural fashion. If they are considered, they will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creativ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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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형예술은 현대에 이르러 인체 비재현적인 
경향으로 변화 되었으며(이효진, 2000) 의복 구조
의 변화나 변경을 통해 조형적 특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구조적 의상디자인에
서도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조형방식에서 벗어나 기본 형태를 파괴시
키거나 독특한 조형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적 의상디자인도 더욱 다양화(이소영, 

2019)되고 있다.

  현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Postmodern Feminism)의 탈 고정적 성 표현의 영
향으로 탈 구조화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신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미적 가치
의 다원주의적 현상과 함께 현대 예술 의상에도 
반영되어 파격적인 데포르마시옹 이미지로 전개
되고 있다(서승미, 2005). 변형, 왜곡, 기형 등을 
의미하는 데포르마시옹은 탈 구조화와 인체 비재
현적 표현방식이란 점에서 의복 구조를 현대적 
감각으로 왜곡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체
하는 구조적 의상(이연지, 엄소희, 2015)과도 깊
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사용을 통해 구조
적 의상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적 의상의 개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구조적 의상 디자인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데포르마시옹 기법에 
적용시켜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구조적 의상
에 관한 연구(김수인, 2012; 이연지, 엄소희, 2015; 

최경희, 2013)나 데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김은
정, 박옥련, 2012; 서승미, 2005; 이지연, 조진숙, 

2011; 이효진, 2000)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
구들은 구조적 의상이나 데포르마시옹 각각의 표
현방식, 조형특성만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조형 
양식을 종합하여 고찰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의상의 관점에
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 특성을 고찰하여 이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뜨꾸띄르(Haute 

Couture)컬렉션이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컬
렉션에 비해 상업성에서 자유로우며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감성과 창의성을 표출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데포르마시옹이 예술가의 주관적 의도를 표

현하는 조형적 시도(윤영범, 2015)라는 점에서 여
성복 오뜨꾸띄르 컬렉션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
옹의 표현 특성 및 조형적 특성을 고찰 분석함으
로써 디자이너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창조적 의상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구조적 의상 개념 및 특성

  구조란,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표준국어대사전, 

2020)를 말한다. 이를 의상에 적용시켜 여러 연구
자들이 구조적 의상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결과를 정리하면, 구조적 의상이란 의복
의 구조적 변형을 통해 의복 실루엣과 디테일 등
을 통합 규명한 형식적 모델(김수인, 2012; 최경
희, 2013)이며, 신체 일부분을 과장 왜곡하여 은
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체된 형식의 디자인(이연
지, 엄소희, 2015)으로 의복의 디테일이나 형태가 
구조적 변형을 통해 재구성되어 이루어진 조형물
(이소영, 2019)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의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구조
적 의상의 표현특성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기하학
적 선과 면의 분할, 디테일의 입체적 부각, 그로
테스크한 분해와 조립, 물리적 조작에 의한 소재
표현(김수인, 2012),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복식
구조에 따른 신체 재현적 특성의 해체, 유기적 결
합을 통한 과장, 입체적 표면구조(최경희, 2013), 

외관형태의 상징적・구조적 과장, 디테일 기법의 
확장과 재료물성의 다양화, 구조와 외피표현의 입
체적 변형(이연지, 엄소희, 2015), 구성선 연장 및 
확대, 디테일 확장 및 입체화, 비전형적 구성선,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이소영, 2019)등이 주요 표
현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데포르마시옹의 개념 및 특성

  데포르마시옹이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실 묘
사에서 이것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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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키는 미술기법’(두산백과, 2020)을 말하며, 

변형, 왜곡, 기형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근대 
이후 자연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포비즘
(Fauvism), 입체주의, 뉴이미지페인팅(new image 

painting), 신표현주의, 트랜스아방가르드
(Transavantgarde), 자유구상, 구성주의, 초현실주
의 등 다양한 예술가들에 의해 시각적 표현의 영
역 확장 도구로 이용(윤영범, 2015)되었다. 특히 
표현주의와 야수주의에서 애용되어 주관적 감정
을 바탕으로 한 왜곡과 변형을 통한 새로운 조형
적 시도를 하였으며 20세기 후반 신표현주의 흐
름에서 다시 대두되었다(안연희, 1999).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의 의도적 왜곡을 통한 주
관적 표현방법(김천, 2019; 안연희, 1999)으로 의
도적, 무의식적, 주관적, 조형적 시각에 따라 형상
화하는 것(이효진, 2000)이며 특정 부분의 변형을 
통해 작품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거나 미적 효과
를 증대 시키는 기법(신정아, 이창근, 2017)을 말
한다. 따라서 자아표현의 수단으로 자신의 관념
을 구체화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지연, 조진숙, 

2011)이며 구현 대상의 과장과 모순을 통해 긴장
감을 해소시켜 웃음이나 쾌감을 유발(박소윤, 김
현주, 2016)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데포르마시옹은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적 특
성이나 표현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김
은정, 박옥련(2012)은 데포르마시옹의 조형적 특
성으로 의도적으로 균형과 질서를 깨뜨려 나타낸 
확대성, 이질적 요소의 대립이나 탈구성적 형태로 
표현된 유희성, 그로테스크하거나 괴기한 소재를 
사용하는 기괴성, 비현실적인 현상을 상상력과 착

시를 통해 표현하는 가상성이라 하였으며 표현 
기법으로 과장, 단순화, 왜곡, 착시 등이 사용되었
다고 하였다. 또한 서승미(2005)는 조형적 특성을 
확장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이 발표한 데포르
마시옹의 표현특성으로는 모방, 변형,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략, 파괴, 왜곡, 해체 및 재창조, 

과장, 반복(이효진, 2000), 변형, 왜곡, 과장, 착시
(이지연,  조진숙, 2011), 과장, 단순화, 왜곡(김보
라, 2016), 단순화, 과장, 기형화, 절단 및 훼손(김
문경, 2004; 김화영, 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조형적 특성은 포괄적
인 시각적, 개념적 특성으로 해석되어 나타났고 
표현특성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이나 기법의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
마시옹을 포괄적 개념인 조형적 특성 및 세부적 
개념인 표현특성으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
시옹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조적 의상 자료
를 수집한 후 수집 자료를 대상으로 데포르마시
옹 특성을 가진 의상 디자인 선정 및 분석을 진행
하였다. 

  의상디자인은 www.vogue.com과 www.firstviewkorea. 

com에 나타난 2008년 S/S ~ 2019년 F/W까지의 
총 24 시즌의 여성복 오뜨꾸띄르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의상관련 전
문가들이 동료검증법(peer debriefing)을 통하여 
구조적 의상을 선정한 후 그 중 데포르마시옹 특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패션에서의 데포르마시옹 특성

구   분         패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특성 연구자(연구년도)

 조형적 특성
　

확장성, 기괴성, 유희성, 가상성 서승미(2005)

확대성, 유희성, 기괴성, 가상성 김은정, 박옥련(2012)

  표현 특성
　
　
　
　

과장, 단순화, 왜곡, 착시 김은정, 박옥련(2012)

모방, 변형,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략, 파괴, 왜곡, 

해체 및 재창조, 과장, 반복
이효진(2000)

변형, 왜곡, 과장, 착시 이지연, 조진숙(2011)

과장, 단순화, 왜곡 김보라(2016)

단순화, 과장, 기형화, 절단 및 훼손 김문경(2004), 김화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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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나타난 의상을 선정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의상의 추출은 www.vogue.com과 
www.firstviewkorea.com에 나타난 2008년 
S/S~2019년 F/W에 나타난 구조적 의상 디자인을 
본 연구자가 총 2,124점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
으로 선행연구(이소영, 2019)에서 추출된 5가지 
키워드인 ‘입체적인’, ‘볼륨이 큰’, ‘구성선 있는’, 

‘각이 뚜렷한’,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을 기준으로 
구조적 의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상을 의상
관련 전문가 3인이 2차례에 걸쳐 추출하였다. 1차 
추출에서는 의상관련 전문가 3인 중 2인 이상이 
구조적 의상이라 판단하는 작품을 추출하여 965

점이 추출되었다. 동일 컬렉션 내의 유사 디자인
은 대표 1점만 선정하였으며 1차적으로 선정된 
구조적 의상 965점을 대상으로 3인이 모두 구조
적이라 판단하는 의상디자인을 재추출하여 2차적
으로 구조적 의상 디자인 527점이 선정되었다.

  둘째, 선정된 구조적 의상 디자인 527점 중 데
포르마시옹의 특성을 갖는 의상디자인을 추출하
였다. 데포르마시옹 디자인 선정은 의상 전문가 3
인이 논의를 거쳐 공통적으로 데포르마시옹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의상으로 최종 192점
을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데포르마시옹 의상 디자인 192점
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성이 중
복되어 나타난 경우에는 의상전문가 3인의 논의
를 거쳐 대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표현 특성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
현특성

  구조적 의상에서의 데포르마시옹은 왜곡, 과장, 

재조합의 형태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데포르마시
옹 관련 의상 디자인 192점을 대상으로 표현특성
을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이 ‘왜곡’의 표현특성
으로 나타난 작품이 약 3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과장’으로 표현된 디자인이 약 35%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 특성 중 ‘왜곡’과 ‘과장’이 전
체의 약 71%를 차지하였다. 또한 ‘재조합’이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
는 ‘기타’ 도 약 6%로 나타났다.  ‘기타’는 전문가 
3인에 의해 구조적 의상디자인 중 데포르마시옹
의 표현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작품이었으
나 세분화된 표현특성에는 포함되지 못한 작품으
로, 11점 중 7점이 아이리스 반 헤르펀(Iris van 

Herpen)의 작품으로 나타났다. 3d 프린팅기법과 
신소재 사용을 통한 독특한 표현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분류에도 묶이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 다양한 디자이너에 의해 새로운 방식
으로 제 3의 표현특성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1)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왜곡(표준국어대사전, 2020)은 형태왜곡, 

<표 2>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별 빈도

표현특성　 작품수(%) 소계(%)

왜 곡　
　

 형태 왜곡 46(24.0)

69(36.0)　 기능 왜곡 13(6.8)

 착시에 의한 왜곡 10(5.2)

과 장　
 크기 및 형태 과장 42(21.9)

68(35.4)　
 과잉사용 통한 과장 26(13.5)

재조합　
 형태의 재조합 36(18.8)

44(23.0)
 역할의 재조합 8(4.2)

기타 　- 11(5.6) 　11(5.6)

합   계   1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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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왜곡, 착시로 인한 왜곡 등으로 <표 3>과 같
이 나타났다.

  형태의 왜곡은 인체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탈
구조적 형태로 <그림 2>와 같이 실제 다리 부분
의 의복뿐 아니라 그려놓은 듯한 가상의 다리와 
그 다리의 그림자를 추가하여 실제 인체와는 전
혀 관계가 없으며 불필요한 여러 다리들이 혼재
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의상
과 베개를 결합시켜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듯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기능의 왜곡은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의
복이 인체의 보호나 기타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
되기보다는 시야를 가린다거나 활동에 제약을 주
는 등 기존의 의복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인체
가 의복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듯한 기능의 왜
곡이 나타났다. 

  착시를 통한 왜곡은 의복의 형태에 변형을 줌
으로써 인체가 착시에 의해 왜곡되어 보이도록 
하는 점이 특징으로 <그림 1>, <그림 3>과 같이 
인체의 움직임이나 각도, 자세에 따라 팔이나 다

리를 상실한 듯한 착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왜곡은 인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
는 인체 비재현적이며, 기능적 개념에서 벗어난 
구성방법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고정관념이나 조
형형식을 왜곡하여 예측불가한 형태의 비정상적, 

부조화한 형태의 의상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2) 과장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뜻하
는 과장(표준국어대사전, 2020)은 기본적 크기나 
형태에서 벗어나 조화에 어긋난 과장된 크기나 
형태의 디테일, 과잉된 디테일의 사용 등을 통하
여 크기 및 형태과장, 과잉사용을 통한 과장 등으
로 <표 4>와 같이 표현되었다. 크기 및 형태 과장
으로 <그림 7>, <그림 9>와 같이 엉덩이 부위나 
소매 부위의 크기 강조를 통해 각각 스커트 부위
와 소매 부위의 크기 및 형태가 과장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과잉 사용을 통한 과장으로 <그
림 8>과 같이 특수소재를 사용하여 가는 선의 느

<표 3> 왜곡

<그림 1> Eic Tibutch(2010 FW) <그림 2> On Aura Tout Vu(2011 FW) <그림 3> Versace(2012 SS)

 출처: <그림 1> ~ <그림 3>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 Victor & Rolf(2016 SS) <그림 5> ivenchy(2018 FW) <그림 6> Victor & Rol(2018 FW)
 출처: <그림 4>, <그림 5>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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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그림 10>, <그림 12>

와 같이 셔링의 반복적 사용이나 <그림 11>과 같
이 커다란 프릴 느낌 디테일의 과잉 사용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과장은 인체의 크기를 고
려하지 않은 채 전통적 비례와 균형의 원리에 적
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크기와 비례감을 가진 
불균형한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3) 재조합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짠다는 의미의 
조합(표준국어대사전, 2020)에 ‘다시 하는’ 이라는 
의미의 ‘재(再)’(표준국어대사전, 2020)가 붙어 다
시 여럿을 한 덩어리로 짠다는 의미를 지닌 재조
합은 <표 5>와 같이 형태의 재조합과 역할의 재
조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재조합에서는 일반적인 
의복구조를 해체시킨 후 재조합하여 형태나 기능
을 변형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기능이나 형태를 
부여하고 있다. 

  형태의 재조합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트럼프
카드를 사용한 중세 성을 의미하는 조형 작품을 
인체에 배치하여 형태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그
림 15>,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의복 소재
를 찢거나 잘라 해체시킨 후 이를 의복과 결합시
켜 의복의 형태를 재조합하였으며 <그림 18>과 
같이 기존의 의복 위에 선물을 포장한 듯한 장식
으로 형태 변화를 꾀하였다.

  역할의 재조합으로는 <그림 14>와 같이 액자가 
드레스 스커트 부분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으로 
이질적 요소를 사용하여 원래의 역할이나 의미가 
변화되어 의복으로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재조합은 전통적 재단기법 및 구성 
원리에 따른 편견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방법으로 
독특한 형태와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으며 구조적 
의상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및 내용
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4> 과장

<그림 7> Laurence Andre
(2010 FW)

<그림 8> Iris Van Herpen
(2011 FW)

<그림 9> Stephane Rolland
(2015 FW)

 출처: <그림 7> ~ <그림 9>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Bowie Wong (2015 FW) <그림 11> Victor & Rolf (2017 FW) <그림 12> Alexis Mabille (2018 FW)

 출처: <그림 10>, <그림 11>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2>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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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
형적 특성

  구조적 의상에서의 데포르마시옹의 조형적 특
성은 유희성, 극대성, 생소성으로 나타났다. 분류
된 특성들의 각 비율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데포르마시옹 관련 의상 디자인 192점 중 ‘유희성’

이 약 43%를 차지하였으며 ‘극대성’이 약 41%, ‘생
소성’이 약 15%를 차지하여 구조적 의상에 나타
난 데포르마시옹의 특성 중 ‘유희성’과 ‘극대성’의 
비율이 약 84%이상을 차지하였다.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재조합

<그림 13> On Aura Tout Vu
(2010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Victor & Rolf
(2015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2016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6> Maison Margiela
(2017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7> Maison Margiela
(2017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8> Victor & Rolf
(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표 6>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표현특성 내      용

왜 곡

-형태 왜곡 : 탈구조적 

-기능 왜곡 : 탈기능적

-착시에 의한 왜곡 : 인체 비재현적

과 장
-크기 및 형태 과장 : 비례․균형의 부조화, 확대

- 과잉 사용을 통한 과장 : 디테일 과잉

재조합
- 형태의 재조합 : 해체․조립, 소재의 물리적 변형 

-역할의 재조합 : 이질적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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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별 빈도

조형적 특성　 작품 수(%)

유희성 84(43.8)

극대성 79(41.1)

생소성 29(15.1)

합 계 192(100.0)

1) 유희성

  구조적 의상의 데포르마시옹 특성에서는 의복
구성 요소에 변화를 주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접근방식을 통해 <표 8>과 같이 유머러스
하고 위트 있게 유희성이 표현되었다. 

  유희성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다양한 수중 
생물의 이미지를 컨셉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악
어모양의 장난감 인형을 어깨에 부착하거나 <그
림 20>과 같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 위에 어린아
이의 원피스를 걸어놓은 듯 표현되어 유머러스함
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 21>에서는 드레스 스
커트 부분의 3차원적 커팅작업을 통해 의상과 인
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등 
위트를 통한 자극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유희성
은 과장이나 왜곡, 재조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표
현되었다.

               

2) 극대성

  구조적 의상의 데포르마시옹 특성에서는 의도

적으로 전통적인 균형의 원리를 따르지 않거나 
구성선의 위치 변경 등의 조형방식을 통해 <표 
9>와 같이 극대성이 표현되었다. 그 예로 <그림 
22>와 같이 프릴 장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소매
가 상의 몸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매와 몸
통의 구분이 명확치 않도록 구성하였으며 스커트 
밑단 부분에 기능적으로 필요치 않은 입체감과 
볼륨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그림 23>과 같이 임
의로 원단을 구겨 주름지게 한 듯한 프릴 느낌의 
거대 소매와 동일색상의 과도한 머리장식을 통해 
전통적인 비례와 균형 원리에 어긋나도록 인체가 
과도한 의상 조형물의 일부분인 듯 표현되었다. 

구성선의 위치 변경을 통하여 어깨선, 목둘레선, 

암홀둘레 등의 구성선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인
체의 구조에 따른 기본 동작이나 활동성 등을 고
려하지 않고 <그림 24>와 같이 어깨 위치를 과도
하게 올려 목과 어깨부위의 왜곡을 통해 과도한 
입체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극대성은 
크기 및 형태과장, 과잉 사용을 통한 과장, 왜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생소성

  구조적 의상의 데포르마시옹 특성에서는 기존
의 의복구성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질적 
요소를 사용하거나 의복구성 요소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탈구조적 방식이나 왜곡된 형태의 표현
을 통해 <표 10>과 같이 생소성이 표현되었다. 

  의복구성 요소인 소매와 몸통의 구성선이나 구

<표 8> 유희성

<그림 19> On Aura Tout Vu
(2010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Ulyana sergreenko 
(2015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1> Victor & Rolf
(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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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생략하고 <그림 25>와 같이 새장 속에 인체
가 갇혀있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림 
26>에서는 전통적 의복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고 
3d프린터와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투명과 반투
명, 의복과 인체 간의 경계가 모호하도록 독특한 
질감과 투명도의 탈구조적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27>에서는 목, 어깨, 팔, 몸통 등 인
체의 각 부분 요소 등을 고려치 않은 채 한 덩어리
의 조형물 형식으로 원단의 각 조각들을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생소성은 왜곡이나 재조합 
등의 방식을 통하여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형적 특성을 구조적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과 비교하여 고찰하면 
<그림 28>과 같이 과장에서는 극대성, 유희성이, 

왜곡에서는 극대성, 유희성, 생소성이, 재조합에
서는 유희성과 생소성의 특성이 나타나, 표현특성
에서는 왜곡이, 조형적 특성에서는 유희성이 데포

르마시옹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현특성 조형적특성

과   장

크기 및 형태 과장 극대성

과잉사용을 통한 과장

왜   곡

형태왜곡 유희성
기능왜곡

착시로 인한 왜곡

재조합

형태의 재조합 생소성

역할의 재조합

<그림 28> 표현특성과 조형적 특성의 관계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구조적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표 9> 극대성

<그림 22> Dior(2009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3> Valentino(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4> Victor & Rolf(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표 10> 생소성

<그림 25> Valentino
(2010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6> Iris van Herpen
(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7> Maison Margiela
(2018 FW)

(출처: http//www.vogue.com)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2권 3호 (2020. 9)72

- 72 -

의 다양한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적 의상디자
인 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08 S/S부터 2019 FW까지 총 24시즌의 여성복 
오뜨꾸띄르 작품을 대상으로 구조적 의상에 나타
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및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구조적 의상 디자인 및 데포르마시
옹 의상 선정, 특성 별 분류는 3인의 의상관련 전
문가들이 동료검증법(peer debriefing)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표현 특성
은 왜곡, 과장, 재조합으로 나타났다. 왜곡은 형태
왜곡, 기능왜곡, 착시로 인한 왜곡으로 나타났다. 

인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인체 비재현적이며 
기능적 개념에서 벗어난 구성방법으로 기존의 정
형화된 고정관념이나 조형형식을 왜곡하여 탈구
조적, 탈기능적이며 예측불가한 형태의 비정상적, 

부조화한 형태의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과장은 
의도적 확대와 과잉사용을 통하여 디테일의 특정 
부분 크기를 확대하거나 과도한 반복사용을 통하
여 강조하였다. 크기 및 형태과장, 과잉사용을 통
한 과장으로 나타났으며 조화에 어긋난 과장된 크
기나 형태의 디테일, 과잉된 디테일의 사용 등을 
통하여 인체 각 부분의 크기나 전통적 비례와 균
형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크기와 비
례감을 가진 불균형한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재조
합은 형태의 재조합과 역할의 재조합으로 나타났
다. 해체와 조립의 과정 또는 소재에 물리적 변형
을 가하여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이질적 소재를 
사용하는 등 재조합을 통하여 전통적 재단기법 및 
구성원리에 따른 편견에서 벗어나 독창적 방법으
로 독특한 형태와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구조적 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조형적 
특성은 유희성, 극대성, 생소성으로 분류되었다. 

유희성은 의복구성 요소에 변화를 주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접근방식을 통해 유머러스하
고 위트 있게 표현되었으며 극대성은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비례와 균형의 원리를 따르지 않거나 
구성선의 위치 변경 등의 조형방식을 통해 표현
되었다. 생소성은 기존의 의복구성에 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이질적 요소를 사용하거나 의복
구성 요소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탈구조적 방식
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로 인해 신선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부여되었다. 

  구조적의상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특성
과 조형적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고찰한 결과 데
포르마시옹의 대표적 표현특성은 ‘왜곡’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 조형특성은 ‘유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 의상에서의 데포르마시
옹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 자료를 
참고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S/S~2019FW까지 11년간의 
여성복 오뜨꾸띄르 작품을 대상으로 구조적 의상
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
조적 의상의 선정 시에는 선행연구를 통한 키워
드 선정 후 그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데포르
마시옹 의상의 선정 시에는 의상전문가 3인의 직
관적 판단에 의해 선정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는 정확한 선별 기준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량
화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좀 더 활
용도 높은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데포르
마시옹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상디자인 선정 
시 동일 컬렉션 내의 유사 디자인은 배제하여 선
정하였으나 일부 해체적 경향이나 실험적 경향이 
뛰어난 디자이너의 작품이 집중되어 선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표현특성이나 조형적 특성의 전체 경
향이나 비율 등을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또한 작품연도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의상디
자인을 선정하였으므로 각 연도별 특성이나 분포, 

변화 추이 등에 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추
후 연구에서 표현특성이나 방식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연도별 특성의 분포나 변화 추이 등을 고
찰 분석한다면 의상디자인 경향 분석을 통한 트
렌드 예측이나 새로운 의상디자인 개발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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