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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imality란 동물의 문양이나 외형적인 여러가지 형

태를 사실적, 추상적인 모티브로 패션에 표현하는 것

이다. 즉 인간을 제외한 동물인 곤충, 새, 물고기와 짐

승이 지니고있는 요소를 도입하는 작업으로 디자이너

들은 오래 전부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발

상 기법을 이용하여 왔다. 

동물, 식물을 모티브로 한 프린트 문양은 패션의 발

달에 계속적인 신선함을 주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변화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연물 중에

서 동물은 동화 속에 등장하거나 전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소로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때로는 꿈과 희망을 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연

으로의 동화를 느끼게 하는 주인공이었다. 이러한 동

물의 모피 모양이나 형태적 이미지가 패션에 표현되

는 이유는, 첫째, 동물의 움직임이나 형태에서 나타나

는 유우머와 환상이 그려지는 모티브라는 점이고, 둘

째는 SF 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로 미래적

감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션에 표현

되는 animality는 미래 패션에 대한 호기심과 미지세계

에 대한 신비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므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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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have the grasp of the tendency of anim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The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the form modeling of anim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and the third one is to examine into an aesthetic character of anim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The method we adopt fo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ers’ work which shows the fashion
anima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s.
The tendency of anim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presented in a printed form which patterned

the animals’ cuticle, a shape of animals, a symbolic image, and a future suggestive expression.
The form modeling of animality is a reality and the aesthetic character is the vigorous beauty and the

gorgeousness of original colors.
So, animality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is to offer the various ideas as well as to lead the curiosity

about the fashion in the future and the coexistence into th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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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패션 animality가 표현되고

있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animality의 조형성

을 규명해 보는 것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animality의 조형성을 형태적 표현과

같이 외형에서 느껴지는 외적형식과 내면의 생각이나

상징성을 드러내는 내적가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animality의 경향을 파

악한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imality의 형태적 조형

성을 분석한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imality의 미적 특성을

규명한다. 

II. Animality  

1. Totem, 신화적 배경

인류 초기시대부터 인간은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동물을 숭배하 고, 전설이나 소설 중

에 등장하는 동물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서 친화적

인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큰 동물이나 맹수는 숭배하고 다스려서 화를

면하려고 하 다. 즉, 인간의 나약함을 스스로 극복하

기 위하여 동물의 형태를 출입문 주위에 수호신처럼

달아놓거나 부착하 고 동물 신체의 일부분인 꼬리,

이빨, 뼈 등을 인체에 지니고 다녔으며, 衣服에 꿰매기

도 하고 또는 프린트를 하여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을

찾으려는 의도로 이용하 다. 또한 작고 귀여운 동물

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혜택을 주고받는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늘날까지

동물에 의해 공격당하기도 하고, 또는 지배하면서 미

래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자연을 숭배하여왔다.

이러한 사상과 민간신앙을 관련하여 문양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어온 한국의 십장생(이연순, 1996) 문양으

로는 학, 용, 봉황, 나비, 박쥐, 거북, 호랑이의 문양이

대표적이며, 고대 유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가있다. 즉 페르시아, 인도, 중국인은 생명을 수호한다

는 상징과 자손번성의 의미로 물고기를 숭배하고, 불

의를 꾸짖는 심판의 존재로 보아 장수를 기원하는 대

상으로 숭배하 다(임두빈, 1992). 샤만족은 개와 곰을

의복에 장식하여 적을 무는 위력으로 악령을 방어하

으며, 올빼미 털로 장식된 모자를 쓰면 악력에 대하

여 절대 안정하다고 믿어 숭배하 고, 동북아 민족들

은 새를 숭배하여 조류 의상을 입으면 인간이 못 가는

하늘에 있는 신비한 세계를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믿

었다(이자연, 1998). 또한 현대의 패션에서도 디자이너

가 발표한 작품중 Issey Miyake의 큰 새의 문양과

Thierry Mugler의 엄청나게 큰 뱀의 형태를 의복 정면

에 강열한 색상대비의 문양을 통하여 표현한 것은 모

두 totem적 이미지를 잘 반 한 것이다(이효진, 1998).

이와 같이 동물은 인간생활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

하는 대상으로 숭배하고, 신화적 존재로 미지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패션에 사용 하므로써 심리적 안정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이렇게 패션에 나타난

animality의 요소는 인류 초기부터 totem, 신화적인 것

에서 시작하여 상징성과 자연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은 미래에 대한 호기

심과 막연한 기대감을 예견하는 의미를 엿볼 수 있고,

좀더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독특한 창의성이 동반된

새로운 패션를 표현하고 있다.

2. Ecology 경향

Ecology 경향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야기

되는 지나친 물질 우선주의, 획일화된 문명, 생태계 파

괴와 자연훼손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 회귀로의 경향으로 순수하고 원시적인

본능을 동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에서의 ecology 경향은 자연의 신선하고 오염

되지 않은 생태학적 현상을 패션과 함께 제시 하므로

써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동화되려는 사고방식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우려로 표현되기 시작하 다. 자

연의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물과 공기, 풀과 나무, 새와 동

물, 돌과 흙 등의 형태를 도입하여 패션에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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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경, 김순자, 1998). 또한 자연물을 소재로 한 프린

트 문양이나 천연소재가 패션에 사용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부응하 으며, 파괴되어 가는 자연

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를 패션에 충분히

반 하여 유행을 리드하 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과도한 산업개발로 인한 지구

환경에 대한 의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자연을 재인식

한 사고와 표현 법이 더욱 중요시되어 패션에 표현되

는 생태학적 요소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환경요인과

맞물려 발전하 다(염혜정, 1998). 특히 패션에 생태학

적인 요소가 표현될 때는 동물, 조류, 물고기뿐만 아니

라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벌레나 곤충류가 패션에

도입되어 프린트 문양이나 외형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해양생태계에 관심이 모일 때는 조개, 물고기 등

해양 동·식물이 자주 등장하고, 무절제한 산업개발로

림지대가 훼손되고, 동물남획으로 인하여 동물 애호

가들의 목소리가 높을 때는 정 을 배경으로 하는 동

물무늬의 프린트나 동물의 외형적 요소가 패션에 조

형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주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패션에 표현되는 ecology 경향은 인공적

이 아닌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꽃과 나뭇가지, 돌, 새, 동물과 같은 자연적 대상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이

경아, 전혜정, 1998). 이렇게 패션에 표현되는 Animality

는 순수한 자연주의적 경향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은 환경문제를 생태계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심하는

관심을 패션에 표현하고 있다. 그 표현기법도 점차 단

순한 프린트나 추상적인 형태의 상징을 벗어나 사실

화 입체화 되고있다. 동물의 동작에 의해 연출되는 율

동을 인체에 그대로 적용 하여 인체가 움직일 때마다

연출되는 율동을 리얼하게 표현하므로써, 훼손되어 가

는 자연에 대한 불안감과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에 입각하여 더욱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

하기도 한다. 

III. Animality

1. Textile에 표현된 animality

Animality가 패션에 도입되어 표현되는 요소들 중

textile에 이용된 문양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직물 위에

동물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또는 추상화시켜서 패턴으

로 이용하거나 표범, 얼룩말, 뱀, 악어, 범 등 동물 털

이나 외형적 무늬를 모방하여 textile 문양으로 많이 활

용시켜왔다(이연순, 1996). 아동복이나 유아용품에는

작고 귀여운 동물의 캐릭터를 프린트하거나 연속형

문양으로 디자인하여 꼭 껴안고 싶은 귀여운 이미지

로 사용되었고, 독특한 문양을 가진 동물이나 맹수의

모피, 피부모양은 개성과 유행을 추구하는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사용하 다.

<그림 1>은 Givenchy의 작품으로 뱀과 식물문양을

패턴으로 디자인된 텍스타일의 가장자리에 모피를

트리밍하여 동물의 모습을 표현하 다. 처진 허리둘레

선(middle hip) 주위에 둘러서 늘어진 벨트의 모양은

뱀의 형상을 입체화시킨 것으로서, 드레스에 프린트된

식물의 꽃과 덩굴이 어우러진 숲풀속에서 마치, 많은

뱀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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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과거에 단순히 직물에만 프린트하던 기

법에 입체적 이미지를 가미하여 감각적으로 리얼한

조형성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림 2>는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서 붉은 머리

를 부풀린 모델이 착용한 범무늬 문양의 자켓은 넥크

와 손목, 앞 하단 부분에 털 뭉치를 디자인하 으며

상의와 대조적으로 시스루(see-through)의 하의를 착용

하고 정 을 배경으로 서있는 모습은 에로틱한 섹시

함을 연출하는 것이다. 맹수와 같이 야수적인 이미지

는 본능을 자극하여 그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전달되

므로 맹수의 표상인 표범의 무늬가 프린트된 롱 드레

스를 착용하고 요염하게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은 섹

시함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요소이다(김명주, 김문숙,

1994). 이 그림에서도 범 무늬 재킷에 피부가 드러나

보이는 부드러운 시스루의 매치는 더욱 섹시함을 연

출한다. 또한 소재에 표현된 프린트 기법이 과거보다

범 무늬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

에서 범의 모피문양을 사실에 가깝도록 기모 직물을

이용하고 요소 요소에 부풀린 모피를 디자인하여 표

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textile에 표현된 animality의 최

근 경향은 단순히 문양만 모방하여 디자인으로 이용

하던 것에서 평면적 문양과 입체적 사실성이 가미되

는 경향으로 미래의 패션이 더욱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Accessory에 표현된 animality

패션에서의 accessory란 주체인 의복의 기능을 보

다 완전하게 아름다운 효과를 얻기위한 부속품이나

장신구를 뜻한다(石山 彰, 1971). 이러한 액세서리에

animality가 표현되는 방법으로는 동물의 형태를 실상

화 또는 단순화시켜서 장신구로 이용하거나 패션의 디

테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 다. <그림 3>은 Givenchy의

작품으로 새의 깃털을 이용한 모자 디자인이다. 크라

운에 긴 깃털을 높게 장식하여 공중을 높이 날아오르

는 기상을 표현하 고 부림은 깃털을 원형으로 돌아

가는 형태로 표현하여 창공을 날아 빙 빙 도는 이

미지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단순한 깃털을 디테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자전체를 깃털로 조형시키므로

써 조류의 위상과 이미지를 부각시킨 복식 액세서리

이다. 창공을 날으는 새의 깃털을 인간의 머리에 착용

하므로써 미지세계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향하여 한

층 다가 선 듯한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또한 검은색

의 가죽으로 인터레이싱(interlacing)된 의복에 수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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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ristian Dior Haute

Couture ’97 F/W

<그림 3> Givenchy Haute

Couture ’97 F/W 

<그림 4> Givenchy Haute

Couture ’97 F/W



벼슬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 색의 넥크 장식 <그림

4>는 새의 매서운 부리가 인간을 해하는 악력(惡力)을

누르고, 인간을 조정하여 이끌어주며 하늘의 미지세계

와 현실세계를 새가 넘나들면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

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의복의 넥크주위

에 새의 형상을 착용한 샤만족(이자연, 1998)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 이것은 인간의 안위를 새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희망을 예견하는 것이고,

원색의 붉은 색은 검정색과 대비되어 원시적인 자연

색을 그대로 사용한 강하면서도 솔직한 면을 패션에

전달하고 있다. <그림 5>는 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종(種)이 다른 두 개의 동물이 몸을 의지하며 어우러

진 모습을 디자인한 모자이다. 이 디자인은 토끼와 여

우라는 큰짐승과 작은 짐승의 천적관계 또는 약육강

식의 벽이 무너진 상태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래

의 패션에서는 어떠한 벽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무한한 표현이 허락됨을 예고한다. 즉 성별, 연

령, 인종, 국경, 소재, 시간, 공간의 모든 개념을 초월한

패션이 제시되는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현대 패션

에서도 이러한 장벽은 앤드러지너스 룩이나 유니섹스

룩(채금석, 1999)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animality가 표현된 모

자는 기능성 이외에 보여지는 패션성과 상징성에 대

한 의미부각을 잘 표현한 복식의 액세서리로 animality

의 조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3. 형태에 표현된 animality 

패션의 표현양식 중 animality가 형태로 표현되는 것

은 외적인 모습이나 동작에 의해 연출되는 형태를 포

착하여 사실에 근접하도록 리얼리티를 패션에 표현하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곤충류, 동물류, 조류를 표

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외형의 형태적 조형성을 살펴

보았다.

1) 패션에 표현된 곤충의 형태

곤충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형태면에서 독특하고,

동작성이 특이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생긴 모양, 피

부조직, 또는 움직임이 유우머 스럽고 신비함을 느끼

게 한다. 

<그림 6>은 Thierry Mugler의 작품으로 불룩하게 나

온 가슴과 잘룩한 허리를 표현한 디자인이다. 이것은

곤충이 기어갈 때 내부기관의 유동성에 의해 외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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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ohn Galliano Mode et

Mode No. 308, p.43

<그림 6> Thierry Mugler Haute

Couture ’97 S/S 



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포착하여 인체의 곡선에 적용

시킨 패션이다. 여성의 가슴을 풍만하게 부풀리고 가

는 허리선을 더욱 강조시킨 이 실루엣은 곤충이 동작

할 때 나타나는 외형의 형태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적

합하도록 조형 시키므로써 섹시하고도 신선한 패션성

을 부여하게된다. 이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패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므로 세

심한 관심과 발견은 패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

는 것이다., 

Emanuel Ungaro의 <그림 7>은 불룩한 타원형의 딱

정벌레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나무에서 생활하는 갑

각류의 줄무늬 컬러와 굴곡이진 홈은 곤충의 외형적

형태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곤충의

형태를 패션으로 디자인하여 인체에 편안하게 착장시

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실루엣은 사실에 가까운 곤충

의 외형을 늘어진 넥크와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착장된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곤충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유우머를 주는 패션이다. 

이처럼 인간의 외형적 형태와 전혀 다른 곤충류의

형태를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인체에 착장 시켰을 때,

자연과 같이 편안하고 순수한 미가 연출되는 것은 패

션 디자인의 무한한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2) 패션에 표현된 동물의 형태

패션에 표현되는 animality 중 귀여운 동물은 유아적

발상에서 포근함을 동경하게 하고 인간에게 친숙함을

주므로 패션에서는 유아복이나 유아의 침구류 등에

토끼, 양, 강아지, 다람쥐 등 재치있고, 온순한 동물을

순수하고 천진한 유아와 같은 이미지로 사용하여 왔

다. 반면에 큰 동물은 모피모양이나 독특한 외형을 패

션의 소재나 디테일로 표현하여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의 반 으로 태동되는 animality의 경향

은 생태학적 보존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도심 속의 정

을 표현하거나 자연주의적 경향을 더욱 강하게 패

션으로 리드하고 있다. <그림 8>은 Paco Rabanne의

작품으로 야생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로 거치른 들쥐

의 모습을 표현한 실루엣이다. 거친 털의 결은 야생스

럽게 세워져 있어서 정 의 무성한 숲 사이를 와일드

하게 돌아다니는 느낌을 받게 하며, 형태적인 면에서

설치류의 형상을 표현하 으며, 모자와 장갑의 액세서

리로 그 형태적 표현을 더욱 리얼하게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이라는 동등한 존재로 볼 때 동물

의 형태를 인체의 몸에 착용 시키므로써 들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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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manuel Ungaro Mode

et Mode No. 308, p.74

<그림 8> Paco Rabanne Mode et

Mode No. 308, p.72 

<그림 9> Paco Rabanne Mode et

Mode No. 308, p.72



과 같은 형상을 패션으로 조형시킨 것이다. <그림 9>

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털의 결과, 동물가죽으로

만든 피혁의 매치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외적으로 동

물의 형태로 조형화 시키므로써 재미있는 상상력을

갖도록하는 패션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인 <그림 10>은 야생동물의

뿔을 양어깨에 부착시킨 디자인으로 소재, 컬러, 형태

에 동물적 이미지를 충분히 반 하기 위하여 동물 가

죽과 같은 소재에 구김을 준 자켓과 모델의 메이크업

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은 야생동물이 서 있는 듯하다.

<그림 11>에서도 산양의 뿔을 이용한 아방가르드한 액

세서리를 드레스 컬러와 동일하게 매치하여 황금빛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야생동물의 와일드함을 표현한 패션은

미지세계에 대하여 도전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불러

일으키며, 새로운 이미지와 유우머를 주고 패션의 조

형성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지의 표상

이다.

3) 패션에 표현된 새의 형태

패션에 조류(鳥類)의 등장은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

하여 의복에 날개를 달아 날아가고자 하는 동화적 소

망과 드넓은 세상으로 날아 오르고자하는 이상을 표

현한 것이다.

<그림 12>는 새의 깃털로 풍성한 스커트를 형성하

고 상의는 새의 피부를 나타내는 무늬와 깃털장식으

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풍성한 몸집을 가진 큰 새를 연

상케 하는 드레스이다. 이것은 새의 큰 몸 부분을 인

체중에서 가장 불룩한 힙을 감싸는 스커트로 확대시

키고 긴 깃털을 가는 팔에 장식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한 마리의 새가 조용히 서 있는 여유로움과 언제든지

날아서 드높은 하늘위에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패션의 미래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태적인 외적형식과 내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연상케하는 조형이다(김춘일, 박남일역, 1991).

이처럼 날개가 있는 새의 형상을 패션으로 표현한 조

형성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 오르는 새의 위상이 현

대인에게 많은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고 꿈

과 희망을 간직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Animality의 외적형

식은 동물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실루엣의 형성

과 형태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상상력은 패션에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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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lexander Mcqueen

Haute Couture ’97 F/W

<그림 11> Givenchy Haute

Couture ’97 S/S

<그림 12> Jean-Paul Gaultier Mode

et Mode No. 308, p.31



을 주고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게한다. 이러한

animality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미래세계에 대한 새로운 패션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은 지구를 지키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함께 공존 공생하여야 밝은 미래와 희

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V. Animality

1. Animality 패션의 미적 가치

Animality는 동물을 통한 인간의 투 으로 SF 화

나 소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동물, 곤충, 새

의 모티브나 형태를 패션으로 리드하는 것이다. 이렇

게 인간과 다른 형태을 갖고 있는 동물의 모양이나 움

직임의 표현을 패션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미적 가치

를 창조해 내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미적 가치는 형

태에서 느껴지는 것 외에 내면적인 생명력과 의지의

표현 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13>은 털이 있는 곤충류를 패션에 도입시킨

것으로 곤충이 기어갈 때 연출되는 털의 움직임이 물

결형태로 진행됨과 털끝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인체가 동작하면서 연출시키도록 디자인된 작품이다.

팔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리듬있게 배열된 털의 결이

잔잔한 파도의 물결처럼 연출되는 연속적 동작미는

키네틱 아트(문신 , 김문숙, 1999)로 움직임의 환 만

을 주는것이 아니라 작품전체 또는 일부가 움직이므

로 비쥬얼 아트라는 새로운 패션에서의 미적 발견인

것이다. 또한 인간은 곤충의 유우머스런 움직임에서

마음의 순수해짐과 자연으로의 회귀감 같은 것을 느

끼게 하고 자연의 미를 창조하게 한다. 

<그림 14>는 야수와 같이 길고 검은 털의 드레스와

망토 사이로 늘씬하게 드러나는 각선미는 인체의 아

름다움을 더욱 강조한다. 맹수의 털 사이로 연출되는

매끈한 인체는 본능을 자극하는 미의식을 표출하게

하며, 거친 동물 피부인 털을 인체 위에 옮겨 놓았을

때 연출되는 야릇한 아름다움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자극을 통한 내면의 새로운 미적 가치의 창조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는 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드레스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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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aco Rabanne Mode et

Mode No. 308, p.73

<그림 14> Thierry Mugler Book

No. 38 ’98/’99, p.117

<그림 15> John Galliano Mode et

Mode No. 308, p.45 



커트 부분에 동물털의 결을 흰색의 부드러운 직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인체위에서 연출되는 동작에의하여

나타나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스커트에

세로로 장식된 팔자모양의 모피 디자인이 걷고있는

다리 위에 드리워져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동물이 동

작할 때 등줄기에서 흐르듯 움직이는 모피의 결과같

이 자연스러움이 연출되므로 패션의 신선한 연출 미

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nimality는 인간과 전혀 다른 동물의 요

소가 인체에 착용되어 나타나는 형태적인 아름다움뿐

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내면의 미의식을

표출하게 한다. 또한 SF 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동물

의 혐오스러움이나 공포 대신에 외형의 독특한 형태

나 동작의 유우머을 패션으로 디자인하여 인체에 착

장 시켰을 때 연출되는 아름다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신 새로운 미적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패션

으로서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2. 미래 지향적 조형미

자연에 대한 시각체험은 과학의 발달로 날로 확대

되고 있다. 자연에 대한 흥미는 인간의 경박한 욕망에

의해 무질서하고 산업화된 장식으로 자연파괴에 대한

한탄의 표시로 패션 작품에 반 되고 있다. 또한 패션

에서는 자연의 형태를 추상화시킨 것에서 사실적인

것으로 매우 다양하게 원초적 신비감을 표현하기도

한다(박세란, 1991).

<그림 16>은 화려한 새의 모습을 표현한 패션으로

잉꼬의 화려한 깃털을 일일이 재현하여 형태적으로

살아있는 새를 보는듯한 느낌의 표현이다. 이것은 미

래파 의상의 색상(양취경, 1998)이 무지개 빛으로 매우

즐거운 소재와 불타는 듯한 빨강과 초록의 원색적 컬

러의 화려함을 입증하듯 조류의 자연적인 색과 미를

그대로 표현하 다. 또한 인체위에 착장된 형태미는

조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충분하고 원색적 컬러

는 밝은 미래에 대한 패션 컬러를 예고한다. 

이것은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밝고 화려한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색찬란

한 조류의 깃털을 이용하여 의상에 리얼하게 표현함

으로써 밝은 마음으로 창공을 높이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는 조형미이다. 

<그림 17>은 피혁 드레스로 부드러운 여성의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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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Jean-Paul Gaultier Haute

Couture ’97 S/S

<그림 17> Jean-Paul Gaultier Mode

et Mode No. 308, p.31
<그림 18> Stephane Rolland Mode

et Mode No. 308, p.111



에 착용된 동물의 피부문양은 SF 화에 자주 등장하

는 파충류의 다리들이 모여있는 듯하다. 스커트 하단

이나 힙 부분에 돌출된 디자인은 파충류의 아가미나

발가락 사이 또는 피부의 늘어짐을 표현한 것으로, 

화속에 등장하는 파충류의 혐오스럼과 두려움의 대상

을 제2의 피부로 불리우는 패션으로 드레스화 시킴으

로써 미래에도 인간이 다양한 패션을 향유할 수 있음

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패션이다. 

<그림 18>는 비상을 준비하는 고귀한 자태로 제작

된 silhouette으로 한 마리의 새가 날기 위하여 준비하

는 것 같은 자세로 불어오는 바람에 깃털을 고요히 나

부끼고 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자세이며

인간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면서 그 어

떠한 장소에도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미래적 패션이

다. 따라서 패션에 표현된 animality는 외형적 형식에서

주는 이미지와 내면의 가치를 상상하게 하는 미래 지

향적인 상징성과 희망을 담은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animality 패션은 유우머와 환상이 담긴

유쾌한 패션성을 부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욕망과

희망을 주면서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신선한 조형성

을 표현하고 있다.

V.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animality는 에콜로지 경향으

로 시작되었으나 그 표현기법은 동물의 모피 문양 등

외적 형식에서 표현되는 형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적 연출성, 상징성, 미적 가치, 미래 지향성이 표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animality가 패션으로 표현되는

양식 중 외적형식과 내적 가치 측면을 살펴본 바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animality의 경향은 동

물의 문양패턴의 입체화 표현, 외형적 형태의 표현, 동

작성으로 인한 연출형태의 표현, 상징적 이미지의 표

현, 미래 암시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의 표현 기법에 있어서 사실

적 묘사를 통한 새로운 감각적 성향이며, 패션 컬러의

화려함을 나타낸다. 즉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이 암

컷보다 화려하다는 것에 착안할 때 패션에서의

animality 경향은 패션의 화려함과 다양한 디자인이 여

성 위주 던 반면 앞으로의 패션은 남성 패션의 변화

를 예고한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animality의

외적형식은 리얼리티이다. 과거에 표현되었던 이미지

나 디테일의 요소에서 벗어나 동물의 외적 형태를 사

실에 근접하도록 표현된 silhouette을 인체에 착장 시

켰을 경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연출되므로, 동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조형성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패션을 표현하는 아이디어가

모든 형태의 개념을 초월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유우머적 환상을 상상하게 한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imality의 미적 가치는

미래 지향적이고 액티브한 연출미로 생명을 가진 동

물의 활동성에서 다양하게 연출되는 futurism적 미를

표현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이 패션에 표현되는 animality는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며 미래

적 패션을 암시해주는 요소로 패션의 독특한 조형성

을 창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세분하여

그들이 갖는 형태적 특성을 패션과 접목시켜 세세하

게 다루지 못한 아쉬운 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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