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복식은 형태, 선, 색채 등의 조형요소로 구성됨으로

써 다른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예술양식

을 수용, 표출한다.

현대는 규격화, 획일화, 집중화, 중앙집권화 등의 성

격을 띄는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탈규격화, 개성화, 세

분화, 분권화 등의 다양화된 성격을 띄는 탈 산업사회

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분야의 기성가치가 무

너지고 있다. 점점 개성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지고 복

식미에 대한 가치나 표현방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형태나 고전적 미적 준거인 균형, 질서

등 종래의 미적 규범에서의 탈피가 미적인 새로운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패션에는 다른 예술 분야에서처

럼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와 반동으로 일어나는 반항

적이고 회귀적인 일련의 움직임들이 보여지며 문화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지을

만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건축, 미술, 음악 등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변화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복식에도 반

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위기의식, 복잡한 상

황들이 다양한 조류와 경향으로 현대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80년대 풍의 패션트랜드의 강

세 속에서 에스닉, 미니멀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

양한 유행 형상과 더불어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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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geonhole theoretical notions of asymmetry and historical flow of
asymmetry designed dresses, understand the trend of asymmetry design in modern fashion and find out
its plastic charact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asymmetry is un-harmony artistic structure that unbalanced left and right in designing. 
The asymmetry fashion were seen that drapery dress of Egypt, Greece, Rome in ancient times and

design by strong color contrast in heraldry and hose, accessory in the middle ages. In modern times, it
was seen as complicated and mixed appearance by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he asymmetry designs in modern fashion are shown varied styles by asymmetry of silhouette, detail,
fabric, wearing method..

The characters of these are a sense of de-construction, formative sense, and exaggeration 
The asymmetry design must be made by cutting, sewing, and high degree of technique through the

latest skill an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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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디자

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는 가운데, 향후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조형으로서의 비대칭의 개

념과 이를 의상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미

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는 ’00 S/S∼’02 A/W에 발표된 디자인을 연구범위

로 하 고, 이에 전문서적 및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패션전문지 Collections, Fashion News,

Fashion Show, Book Moda 등을 중심으로 현대복식

의 비대칭 디자인 기법을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적인 창조성과 숙련된 의복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대칭 디자인의 기법과 미

적 특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조형미

를 연구,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개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의 독특한 미적 표현을 위한 실험적

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감각을 갖춘 다양한 의상 디

자인을 개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II.

1. 비대칭의 개념

비대칭(asymmetry)이란 디자인할 때 좌우를 불균등

하게 한 부조화적인 미적 구성이다.1) 즉 중심선의 양

측면이 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대칭 균형은

좌우의 크기가 달라도 교점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어시메트리 밸런스

(asymmetry balance) 또는 인포멀 밸런스(informal

balbance)라고 한다.2)

비대칭 균형은 같은 양과 힘의 디자인 요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놓이거나 서로 다른 힘의 요소를 다른

양으로 배치해도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힘이 약

한 것을 많은 양으로 하고 힘이 강한 것을 적은 양으

로 사용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다.3)

비대칭은 형태상으로는 불균형이지만 시각적인 무

게를 갖고 있어서 보는 이에게 변화있는 형태로써 안

정감을 주며 개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시각상의

힘의 정돈에 의하여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비록 과학

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각적, 감각적으

로 평형을 이루는 대신 언밸런스를 통한 밸런스의 묘

미가 있다. 비대칭에서의 균형이란 시각적, 심리적 안

정감을 말한다. 균형은 선, 면, 형, 크기, 방향, 재질감,

색, 명도 등 시각 요소의 배치량과 성질 등의 결합에

의해 표현되며 동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균형

이 무시되었을 때는 시각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와 초

조함을 느끼게 된다.4)

대칭은 질서를 비대칭은 질서로부터의 탈피로 간주

된다. 대칭 균형이 평범한 효과가 있다면 비대칭의 균

형은 예측하지 않는 신선함을 주며 역동적이고 복잡

미묘한 리듬감,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비대칭

균형은 대칭 균형보다 훨씬 부드럽고 율동감이 있어

보이고 예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균형이다. 따라서 복식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표정을

연출할 경우에 비대칭 구성이 자주 사용된다. 대칭 구

조를 깨뜨림으로써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율동

으로 흥미와 화려함이 발휘된다. 기계적인 정확성을

가진 대칭보다 비대칭 균형을 얻는 데는 높은 감각이

요구된다. 즉 비대칭 디자인은 단순한 수량적 비례만

으로 만들 수 없으며,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문제가 따

르는 것으로 배열이 잘 된 디자인은 개성적이며 매력

적이고 다양한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5) 비대칭 균형의

사용에는 디자인의 테크닉이 요구되므로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2. 조형예술에서의 비대칭

조형이란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요소와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여 시각적, 촉각적, 또는 역학적

으로 2차원, 3차원 공간 내에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형(shape)이나 형태(form)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외형적

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따라 입체구성과 평면구성 등

으로 분류되어 진다.6)

회화에서의 비대칭 구도는 우연적이고 비의도적인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얼핏 보았을 때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계획 없이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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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에서의 비대칭 구성은 대부분의 현대

시각 전달 디자인의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

성은 기능적이면서도 율동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전체적

으로 보았을 때 대칭 구성보다 시각적으로 더욱 강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현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8)

조각은 3차원의 입체로 물리적 균형과 시각적 균형

으로 분류되어 감지된다. 비대칭 형태의 조각은 물리

적 균형과 심리적 균형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지지대를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고정시키게 된다. 이

러한 사실은 시각적 무게 중심이 물리적 중심과 일치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즉 물리적으로는 균형이 깨

어지지만 시각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 조각에서 시각적인 균형은 물리적 중량감의 이

동과 더불어 변화와 심리적인 쾌감을 불러 일으킨다.9)

건축 분야에서의 비대칭은 현대 건축에서 두드러지

게 보여진다. 현대 건축은 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와

이상적인 질서를 나타내던 형태에서 탈피해서 인간에

게 시각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체험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유로운 조형의지를 바탕으로 한 생동감

있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10)

1960년대에 지어진 발렌시엔느의 카르멜 교회는 몇

개의 입면으로 표시하던 재래의 건축에서 완전히 탈피

하여 조형적이면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1)

Paolo Venini는 1949년 손수건을 모방하여 비대칭의

자유로운 형태로 빚은 듯한 형태의 유리잔을 디자인

하 는데, 이는 50년대의 전형적인 비대칭의 유리볼

(bowl)은 비대칭의 물결치는 듯한 테두리로 특징 지워

진다.(그림 2)

이상에서 살펴본 조형예술 분야에서의 비대칭은 좌

우가 다르지만 무게, 형, 재질감, 명도 등 구성 요소들

의 변화와 배치에 의한 여러 가지 힘들의 조정에 의하

여 시각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어둡고 작

은 요소는 밝고 큰 요소와 시각적인 무게가 같아 보이

며, 저명도 부분은 보다 넓은 고명도와 면적은 다르지

만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11)

이처럼 비대칭에서의 균형은 동등한 물리적 중량의

분배라기보다는 시각적 충격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

대칭을 이루는 요소의 시각적 충격이 극소량일 경우

에는 비대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12) 시각적 중량감

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불균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13)

조형예술 분야에서 비대칭의 시각적인 특성과 잠재

적인 지각 반응은 대칭과 반대이다. 즉 대칭은 균형적

으로 보이고 안정적이며 움직임이 없는데 반하여 비

대칭 이미지는 자극적이고 열광적이며 흥분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변화, 성장 또는 생명력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은 융통성있고 다

양한 구성방법이라 할 수 있다.14) 비대칭 균형이 가지

고 있는 다양성은 정형적인 균형보다 훨씬 매력적이

고 은 한 신비로움을 준다.15)

이상의 내용은 조형예술 분야에 포함되는 의상에서

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비대칭 의상은 선, 형, 재질감,

색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갖는 양과 힘에 의해서 좌우

에 같은 시각적 무게가 배치되었을 때 심리적인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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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glise du Carmel de Valenciennes

Architectes, Les Ann es 60 D’anne Bony

<그림 2> Vase en Cristal Blanc et Vase en Cristal Blanc et

Rose, Paolo venini, Les Ann e’s 50 D’anne Bony



을 이룰 수 있다.

비대칭 의상에서의 균형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균형감각이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계산도 인간의

직관적인 균형감각을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의 추구는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이

는 비대칭 의상이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 고정관념

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창의적인 표현과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3. 비대칭 의상의 사적 고찰

1) 고대

인류가 짐승의 가죽이나 털 등으로 제작하여 추위

나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는데16), 그 당시의 의

복은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봉제와 재단이 되어 있지

않은 비대칭적인 형태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집트 복식은 기본적으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

감 그대로를 허리에 둘러 그 끝을 허리에 끼워넣거나

끈으로 천 위를 둘러매어 고정시킨 가장 간단한 형태

의 의복인 로인클로스(loin cloth)와 그것이 변형된 것

으로 허리에 둘러 입는 짧은 옷인 쉔티(shenti), 로인클

로스의 일종으로 앞부분에 주름을 잡아 장식한 킬트

(kilt) 등을 착용했는데 신분에 따라 둘러 입는 형태와

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

(triangular apron)이나 칼라시리스(kalasiris)에 잡힌 방

사성의 주름에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한 쪽에만

주름을 잡은 로인클로스나 좌우가 다르게 드레이프된

의복을 통해 비대칭된 균형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자 했다.17) 하이크는 몸에 걸치거나 두르는 식의 숄형

의상으로 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이집트 의상 가운데 가장 우아한 형태로 독

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의 기본복식은 술이 달린 튜

닉과 숄이다. 초기 수메르 여자들의 숄은 왼쪽에서부

터 드리워져 오른 쪽 팔을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착용

되어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 바빌로니아의 숄은

단에 수를 놓거나 술을 단 것들이 있는데 양어깨에 걸

치거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왼 쪽 팔을 늘어뜨려 입었

다.18)(그림 4)

그리스의 히마티온은 맨몸이나 키톤 위에 둘러 입

은 의복으로 드레이퍼리에 의한 주름이 인체의 원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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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menhotep  I세가 입은

Haik,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4> 앗시리아의 숄,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5> 그리스의 히마티온, 

20,000 Years of Fashion



특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입체형이다.19) 특히, 네크

라인과 햄라인 부분의 사선 그리고 드레이퍼리에 의해

서 생기는 비대칭적인 부정형의 주름이 비대칭 디자인

의 우아하고 극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그림 5)

에트루리아의 테베나(tebena)는 한쪽 어깨를 드러내

는 목둘레와 선 장식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여준

다.(그림 6)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 복식의 향을 받아 드레이

퍼리 형식의 의복이 주로 활용되고 토가(toga)는 드레

이퍼리형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주름

이 표현하는 리드미컬한 율동미와 자유롭게 둘러 입

어 비대칭적인 균형미를 주었다.20)(그림 7)

따라서 고대의 드레이퍼리 의상은 인체 위에 착장

되었을 때 보여지는 비대칭적인 가장자리선의 선장식

과 부정형의 주름으로 인해 비대칭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는 의복으로 자연스러운 율동감을 보여준다.

2) 중세

비잔틴 시대에는 토가가 없어지고 대신 팔라(palla)

와 팔리움(pallium)이 튜닉(tunic)이나 달마디카

(dalmatica) 위에 착용되었다.21) 14-15세기 복식의 특징

은 문장복과 부분적으로 색이 다른 옷이 유행한 점이

다.22) 이것은 좌우가 다른 디자인으로 색이나 문양을

중심선의 좌우에서 다르게 나누어 나타낸 것으로 여

인의 경우는 쉬르코(surcot)나 쉬르코 뚜베르(surcot-

ouvert), 남성은 꼬타르디(cotehardie)나 호즈(hose)에 이

러한 사례가 보인다.23) 14세기 말부터 다채로운 색의

자수가 유행하자, 의상에다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을

수놓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은 생가(生家의)

문장을 코타르디나 쉬르코에 나타내었고 처가의 문장

은 왼쪽에 나타내었다. 부인은 시가(媤家)의 문장을 오

른 쪽에 처가(妻家)의 문장을 왼쪽에 나타내었다.24)(그

림 8)

좌우의 색이 다른 호즈는 전체에 사용한 면적을 다

르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강렬한 색의 대비로 강

조하 다.

이처럼 중세의 비대칭 디자인 요소는 강렬한 색의

대비와 문양,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으로 시선

을 집중시키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현대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향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곡선을 활용한 디

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하 다. 사선의 여밈과 좌우가

다른 구성선은 슬림 앤 롱(slim & long) 실루엣과 함께

성숙한 여성미를 보여 주며, 이 시기에는 스카프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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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트루리아의 테베나, 

서양복식문화사

<그림 7> 로마의 토가,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8> 문장양식이 있는 코타르디,

20,000 Years of Fashion



자, 장신구를 좌우 비대칭으로 착용함으로써 여성스런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920년대의 마들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는

바이어스 커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인체를

인위적으로 구속하는 구조물들을 거부함으로써 기존

의 복식미와 경직된 패션감각을 반대하고, 인간 체형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보아 인간

본성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새로운 복식미를 추구하

다. 의상구조에 대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지식을 지

니고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동시에

입체적 기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그리스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 으며, 다양한 기하학적인 커팅

으로 보다 화려함을 주었다.25) 어깨에서 내려오는 드

레이프의 곡선을 비대칭으로 가슴 밑에서 고정시키고

이 흐름은 사선을 따라 진동선으로 이어져있고, 허리

의 곡선을 강조하면서 내려온 주름들은 다시 왼쪽으

로 모아져 봉제되어진다. 이로써 왼쪽 어깨의 노출과

함께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에 이르는 바디라인은 오

른쪽 어깨의 드레이프와 왼쪽 스커트의 풍성한 드레

이프와 비대칭으로 대조를 이룬다.(그림 9)

세계 제2차대전후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조형예

술 전반에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왔고 패션에 있어서

도 자유로운 표현의 분위기와 함께 비대칭의 디자인

이 유행하 다.

그 후,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션은 포

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

로 유도하면서 복식미의 기존 균형 및 질서를 파괴하

는 전위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 한편 20세기의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젠 패션으로 나타나

구성방식의 해체나 실험적 모습으로 표현되어 80년대

의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행하

다. 이들의 작품은 주로 몸을 속박하지 않는 옷, 평

면적인 천을 입체의 몸에 맞춰 형을 갖지 않는 헐 한

옷으로서 장식의 폭이 넓은 비대칭 여밈이 특징이

다.(그림 10)

또한 9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절

충, 역사적인 복고주의 및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 아방

가르드, 해체주의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을 받은

복잡한 현상으로 비대칭디자인이 더욱 활발하게 유행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문

화적인 상황과 포스트모더니즘, 양면가치의 등장, 미적

관점의 변화로 고전적인 미나 우아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성적이고 기괴한 것, 희극적인 것도 복식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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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비오네의 비대칭

의상, Vionet’s

<그림 11> 인체를 왜곡시키는 좌우

비대칭 실루엣, Pascal

Humbert, ’01 S/S, Collections 

<그림 12>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 Callaghan, 

’01 S/S, Collections

<그림 10> 평면적인 비대칭 여밈,

Antonio Marras, ’00-01

S/S Collectios



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일정한 양식을 벗어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이나 흥미로운 요소들이 중요시되고 창조적인 비대칭

디자인의 기법과 아이디어로서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III.

1. 비대칭 디자인의 표현방법

1)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

의복의 실루엣(silhouette)이란 의복의 외형선, 즉 전

체적인 윤곽선을 말하며 유행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제까지의 의복에는 실루엣의 범주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본래

의 기능적 측면과 구성 형식을 탈피하여 새롭게 창조

되는 실루엣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형의 실루엣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실루엣으로 착장과 실

루엣의 혼합에 의해서도 비대칭 디자인으로 창조된다.

부정형의 실루엣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소

개되었는데 형태 파괴를 통한 다양한 비대칭 디자인

을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향에 따라 전형적인

의복 구조가 해체되고 인체의 기능적인 개념을 탈피

한 구성 방법에서 비대칭적인 형태의 실루엣이 보여

진다.26) 비대칭 의상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므로 중

앙선에 의해 나누었을 때 좌우가 다른 독특한 실루엣

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대칭의 형태에서 벗어나 인체

를 왜곡시킴으로써 의외적인 형태에 의한 흥미로움을

유발시킨다.(그림 11)

복식의 실루엣은 상·하의 높이, 좌·우 폭의 차이,

전·후의 차이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27)(그림 12) 

따라서 비대칭 디자인의 실루엣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효과가 다르게 연출되며, 대부분의 비대칭

의상은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 패턴을 모두 제작

하는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소재의 분위기에 따

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소재에 대한 이해와 입체

재단에 의한 고도의 테일러링 기술이 요구된다. 

2) 디테일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detail)이란‘세부’, ‘부분’의 뜻으로 장식적

효과를 높이는 세부 장식을 의미하며 대부분 봉제과

정에서 만들어진다.

디테일은 디자인의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

인 포인트로 많이 사용되며,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적 인 것으로 비대칭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봉제 방법에 따른 디테일로는 드레이프(drape), 프릴

(frill), 개더(gather), 러플(ruffle), 플라운스(flounce), 셔링

(shirring) 등의 부분 장식과 의복의 구조와 종류에 따

른 디테일로는 구성선, 햄라인에, 네크 라인(neckline)에

의한 선에 의한 디테일, 칼라(collar), 소매(sleeve), 스커

트(skirt) 등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컬렉션을 보면 어느 시즌보다도 다

양한 디테일의 사용과 이를 응용한 대담하고 극적인

비대칭 디자인이 선보이는데, 율동미와 기법의 반복을

통해 강렬한 분위기의 모티브가 많이 사용되어지며,

이는 수공예적이고 볼륨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러플이나 플라운스 등의 디테일을 1겹에서 또는 보다

여러겹 물결치듯 표현하여, 화려하고 보다 성숙된 80

년대 풍의 새로운 여성미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과장된 분위기로 표현되어진

다.(그림 13)

비대칭 디자인에서 가장 여성적이고 섹시함을 주는

디테일 기법은 개더나 셔링을 이용하여 인체의 아름

다움을 유연하게 표현한다.(그림 14)

또한 여러 겹의 플리츠로 입체감있게 장식한 비대

칭 디자인은 율동적이면서도 볼륨감을 준 실루엣을

연출한다.(그림 15) 바이어스의 원단을 접기 방식으로

수공예적으로 표현한 비대칭 디자인은 기법의 반복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된다.(그림 16)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복에서 감을 얻은 현대

적인 감각의 드레이프를 살린 디자인은 우아하고 섹

시한 여성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오트 쿠튀르에서 지

속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비대칭 디자인이

다.(그림 17)

조형 예술에서의 선(line)은 중요한 시각적 역할과

작용을 하여 모양과 배경을 분리시키는 경계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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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28) 선은 유형과 방향에 따라 분류되며 복식에서

의 선은 입체적인 인체에 입혀져서 실제로는 변화되

어 나타나며, 이러한 선은 인간의 시지각을 자극시켜

시각방향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디자인 요

소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

할 수 있으며 유행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선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은 주로 바이어스, 사선 절

개선에 의해 변화감과 자연스러움을 함께 연출하는데

기존의 인체 곡선을 의식한 절개라인의 상식을 깬 자

유롭고 다양한 커팅선의 도입으로 변화를 준 입체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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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플라운스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Vanghan Alexander,

’01-02 A/W, Collections

<그림 16> 접기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Shelly Fox, ’01 S/S,

Collections

<그림 17> 드레이프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Scherrer, ’01 S/S,

Collections

<그림 18>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 Tristan Webber, ’01-02

A/W, Collections

<그림 14> 개더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Atelier Versace, ’97 A/W,

Collections

<그림 15> 플리츠에 의한 비대칭 디테일,

Atsuro Tayama, ’01 S/S,

Collections



에 의한 의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햄

라인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비대칭이나 대담하게 변화

된 네크라인의 선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의복 내에서 구성선은 평면의 옷감을 입체인 인체

에 맞추기 위한 구성과정에서 형성되는 선으로 비대

칭 디자인에서는 좌우의 구성선을 다르게 함으로써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선은 비

대칭으로 구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안정한 이미지로

인해 시각적으로 강한 주목성을 가지므로 현대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부각한다.(그림 18) 

또한 햄라인은 디자인의 창작 의도에 따라 장식적

인 면이 두드러지고 변화의 여지가 많다. 비대칭 디자

인에서는 일반적인 수평적 햄라인에서 벗어나 고의로

길이의 변화를 주거나 바이어스 커팅선을 살린 사선

이나 다양한 디자인선이 활용되고 있다. 비대칭으로

처리된 햄라인은 착장되었을 때 시선의 움직임을 유

도하여 율동적인 면을 부각시킨다.(그림 19)

네크라인은 몸판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의복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대칭 디자인에서 예전부터 가장 오랫동안 많이 쓰여

지는 디테일이고 비대칭 의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대칭의 네크라인(asymmetry neckline)

에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오블리크 네크라인(oblique

neckline), 독특한 커팅에 의한 네크라인, 그리고 두가지

의 서로 다른 형태가 조합된 네크라인 등이 있다. 비

대칭 네크라인은 두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를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그림 20)

칼라(collar)는 의복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으로 칼라의 형태는 크기와 높이에 따라 변형되고 여

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비대칭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칼라로는 좌우의 모양이 다른 칼라로서 주

로 좌우의 칼라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른 칼라로

되어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크기와 모양이

다른 칼라의 조합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둥

고 작은 것에 비하여 크게 드레이프진 칼라는 면적과

형태의 대비로 인해 시각적으로 강한 비대칭 효과를

보여주며 흥미로움을 유발시킨다.(그림 21)

소매도 의복의 일부분으로 디테일에 속하지만 신체

상부의 양측에 위치하므로, 물리적·시각적으로 좌우

균형에 크게 향을 미친다.29) 비대칭 의상에서는 좌

우에 서로 다른 크기와 종류의 소매를 조화시킴으로

써 전체적으로 독특한 실루엣을 형성한다.(그림 22)

일반적인 수평에서 벗어난 비대칭 햄라인의 스커트

는 비일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형태로 인하여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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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대칭 햄라인, 

Yohji Yamamoto, 

’01-02 A/W, Collections

<그림 22> 비대칭 소매,

MilaSchön, ’01-02

A/W, Collections

<그림 20> 비대칭 네크 라인,

Sarl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21> 비대칭 칼라, Sarli

Couture, ’01 S/S,

Book Moda



으로 강조되며, 좌우가 다르게 다양한 변화를 주어 시

선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로맨틱하면서도 율동적인 면

이 부각되어 보인다.(그림 23)

3) 소재에 의한 비대칭

소재는 색, 재질감, 문양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차이

나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관련시켜 대비를 이루었을

때 상반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강하

고 뚜렷한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대비는 서로를 강하

게 하는 역동적인 요소로서 약동적인 생명력을 부여

한다.30)

색(color)은 대비를 이루었을 때 비대칭적인 구성선

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색상에 따라 동일한 면

적이라도 크기가 달라보이는 색의 면적감에 의해 더

욱 비대칭을 부각시키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래에는 정상미를 벗어난 불균형의 미를 추

구하는 경향이 짙어서 색의 조화도 일반적인 개념에

서 벗어난 배색의 과감한 사용과 형태의 비대칭으로

개성미를 추구한다. 의복 전체의 색과 대비를 이루며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사용된 색은 시선을 강하게 집중

시키며,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다이나믹한 이미

지를 준다.(그림 24)

재질감(texture)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에서는 재질이

서로 다른 느낌의 소재를 결합하는 것으로 하드와 소

프트한 재질을 함께 사용하거나 용도가 다른 소재의

결합 또는 상반된 이미지의 결합에 의한 비대칭 디자

인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의복 안에 여러 가지 소재의

이질적인 재질을 조화시키고 재질간의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구성하여 불균형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25) 또한 소재는 재질감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이 가능하여 광택의 비치지 않는 소재와 비치는 소재

를 사선으로 매치시켜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

다.(그림 26) 

문양은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며 주의를 끌며 강한

자극을 주는데, 크고 선명한 단일 문양은 한 쪽으로

치우치도록 배치되었을 때 비대칭성이 강조되어 활기

를 띤다. 문양의 경우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중심

에서 벗어난 위치로 인하여 시각적인 긴장감을 주어

강렬한 시각 효과를 갖는다.(그림 27)

4) 착장방법에 의한 비대칭

복식은 움직이는 인체 위에 표현되어 입체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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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비대칭 햄라인의

스커트, Eri Matsui &

E·M·C2, ’01 S/S,

Collections

<그림 24> 색의 대비에 의한

비대칭, TSE New

York, ’01 S/S,

Collections

<그림 25> 이질적 재질의 조화에

의한 비대칭, Gianfranco

Ferré, ’00-01 A/W,

Collections

<그림 26> 소재의 대비에 의한

비대칭, Lanvin, ’01-

01 A/W, Collections



태를 갖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복식의 심미적인

표현은 1차 조형에 의해 만들어진 의복이 2차 성형에

의해 인체에 착장되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칭의상도 착장방법에 따라서 비대칭으로 전환되어

질 수 있다. 즉 의도적으로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유도하는 착장방법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보여준

다.(그림 28) 이는 주로 망토를 어깨 위에 비대칭으로

둘러입거나, 헐 한 빅 룩의 니트웨어, 또는 다양한 레

이어드 룩, 아이템끼리의 믹스 등으로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비대칭 디자인으로 연출되고 있다.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은 장신구를 왼쪽이나 오른쪽

으로 치우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묶은 스카프나 한쪽 어깨의 큰 브로치나 코사지 장식

등은 문양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벗어난 형태로 인

하여 시각적인 긴장감을 주며 다양한 레이어링에 의

한 변화감를 준다.(그림 29) 한쪽에만 대담하게 길게

늘어뜨린 모피장식이나 머플러는 보다 시선을 집중시

키는 특징을 갖는다.31)(그림 30)

이처럼 장신구는 문양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벗어

난 형태로 인하여 시각적인 긴장을 주며 다양한 레이

어링에 의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2. 비대칭 디자인의 미적 특성

1) 해체미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미의 개념을 해체시켜 미적으

로 소외된 모든 표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확장된 미

지향함으로써 우연적인 미를 추구하며, 하나의 평면 위

에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요소를 동시에 첨가시

켜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자유스러운 표현을 한다. 

의상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성향은 기존의 의상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으로서의 구축을 의미하며,

기존의 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상호 텍스트의 교류를 의미하는‘이분

법의 재구성’이다. 비대칭 디자인에 있어서 커팅으로

변화를 주거나 부풀리는 것, 있어야 할 곳을 없애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대비, 실루엣의 대비와 같은 표면적

측면의 의미를 수용하고 있는 대비를 비롯하여 복식

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의미 개념의 내면적 대비까지

도 시각적 측면으로 가시화하여 의복의 형식과 사고

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고 있다.

탈구조주의의 과학적 맥락과 예술적 현상이 혼용되

면서 탈구조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이 성립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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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비대칭 문양,

Alexander

McQueen, ’01-02

A/W, Collections

<그림 28> 착장방법에 따른

비대칭, Roberto

Cavalli, ’01-02

A/W, Collections

<그림 29>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Valentino, ’01 S/S,

Collections

<그림 30> 모피장식에 의한

비대칭, Seredin &

Vassilien, ’01 S/S,

Collections



이의 향을 받아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비

대칭적이고 전위적인 표현 등은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념의 비율, 형태, 구조 등을 해체하여 기존 미의 비

대칭성, 파괴성, 무질서와 같은 소외된 미를 보여주기

도 한다.

인체를 강조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의해

의상의 일부를 생략하고 단순화하여 왜곡시킨다.(그림

31) 또한 디테일에 의한 해체주의적 비대칭 디자인은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점의 비율, 형태, 구조 등을 해체

하여 추의 미를 부각시킨다.(그림 32)

의상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성향의 비대칭 디자인은

두드러지는 시각적인 효과와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게 하므로 나날이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개성

추구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2) 조형미

20세기 이후의 현대 복식에서는 커팅 기법과 제작

기술 또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의 드레이퍼리의 기

법과는 다른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는 모던함을 볼 수

있다. 과거의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이 봉

제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드레이퍼리하여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화로서의 실루엣을

중시한 것에 비하면 입체패턴에 의한 조형적인 미를

중요시하며, 다양한 혼합기법에 의한 형태미를 강조하

고 있다.

바이어스 커팅과 우아한 이미지를 살리는 러플, 주

름, 드레이프 등 섬세한 디테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새로운 율동미가 이루어지는데, 커팅된 선과 면의 날

카로운 조합은 선과 면의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미

를 보이며 전통적인 복식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33)

조형적인 비대칭 균형을 이루는데는 디자인의 테크

닉이 요구되며, 입체패턴에 의한 고도의 테일러링의 기

술과 많은 숙련이 필요하며 인체를 둘러싼 유선형에

의한 커팅선은 우아한 조형미를 극대화시킨다.(그림 34)

형태에 있어 하나의 디테일로 인해 그 형이 변화되

고 그 형태로 인해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예술적 기능

을 할 수 있다. 좌우의 칼라의 디자인이 다른 실루엣

을 형성하며 유연하고도 율동적으로 표현되어진 비대

칭 의상은 움직임을 느끼도록 하는 독특한 조형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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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해체주의적 비대칭,

Sarl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32> 고정관념의 탈피에

의한 비대칭, I.S.Sunao

Kuwahara, ’01-02 A/W,

Collections 

<그림 33> 바이어스 커팅의

조형적인 비대칭,

Alexander 

McQueen, ’01-02

A/W, Collections

<그림 34> 선에 의한 조형성을

살린 비대칭, Sarli

Couture, ’01 S/S,

Book Moda



보여준다.(그림 35)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독특한 조형미의 표현을

위해서는 실험적인 디자인 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의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를 살

린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동시에

입체적 기법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만이 조형미를 살

린 완성도 있는 비대칭 디자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3) 과장성

비대칭 의상은 대비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고 과장되

어진다. 대비란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주위를

환기, 집중시킬 수 있어서 강조의 기법으로 사용된다.32)

비대칭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극단적인 사

선의 활용, 과장된 볼륨감, 과장된 길이를 이용한 디자

인 기법에서의 중심에서 벗어난 초점은 시각적인 긴

장감을 이루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극도의 날카로운 커팅선과 가죽, 쉬폰과의 소재 대

비, 그리고 흑백의 강한 색상 대비와 플라운스 디테일

로 극적이고 과장된 분위기를 나타낸다.(그림 36)

입체재단에 의해 과장되게 장식된 특정 디테일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의상의 이미지를 아방가르

드하게 나타내준다.(그림 37) 또한 지나치게 길게 늘어

뜨린 소매나 머플러는 길이의 대비로서 강하게 시선

을 집중시키며 기능보다는 미적 표현에 치중해서 과

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8) 

비대칭 디자인은 비일상적인 과장된 형태를 통하여

아방가르드하고 다양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외적인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개성을 중요시하는 실험적 디자

인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33)

이처럼 비대칭 의상은 대비나 강조에 의해 과장되

고 모든 시각적인 요소에 대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며, 이는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부분들이 서로 강

한 시각적 대비를 이룰 때 더욱 과장되어 아방가르드

하고 현대적인 느낌과 주목성을 갖는다.

IV.

복식은 생활과 착된 구체적인 창조의 소산으로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포함

한 정신의 근원적인 의식이 표명된 외적 조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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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아방가르드한 과장적

비대칭, Alexander

McQueen, ’00-01

A/W, Collections

<그림 38> 길이에 의한 과장적

비대칭, Joaguim

Verdu, ’01 S/S,

Collections

<그림 35> 칼라에 의한 조형적

비대칭, Sarli Couture,

’01 S/S, Book Moda

<그림 36> 과장적 비대칭, 

Shinichiro

Arakawa, ’01-02

A/W, Collections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유스러

움을 복식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복식의 새로운 질

서를 창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창조성과 독특한 조형

미를 나타내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비대칭 디자인에 대

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대칭 디자인은 디자인할 때 좌우의 불균등하게

한 부조화적인 미적 구성으로서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간주된다. 대칭 균형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율동감이

있으며 예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비대칭 의상을 살펴보면 고대

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은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

대칭 디자인이 보여지는데, 이는 인체 위에 착장되어

졌을 때 보여지는 부정형의 주름과 비대칭적인 가장

자리 선장식에 의한 비대칭적인 균형미가 특징이다.

중세에는 문장복과 좌우 색이 다른 의상과 호즈 등의

유행에 따른 강렬한 색의 대비와 문양, 장신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현대의 1920년대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향

을 받아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좌우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 고, 마들렌느 비오네의 바이어스 커팅에 의한

그리스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이퍼리에

의한 비대칭 디자인이 유행하 다. 1980년대 이후 포

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

로 유도하면서 복식미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

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디자이너에 의해 비대칭 디자

인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 최근에

는 실험적이고 더욱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다양한 비

대칭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패션에 표현된 비대칭 기법으로는 크게는 실루엣,

디테일, 소재, 착장 방법에 의한 비대칭으로 구분된다.

실루엣에 의한 비대칭은 인체와의 기능적 개념과 의

복 구조가 해체된 구성 방법에 의해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하고 있다. 디테일에 의한 비대칭은 드레이프, 프

릴, 개더, 러플, 플라운스, 셔링 등의 부분 장식과 구성

선, 햄라인, 네크 라인에 의한 선에 의한 디테일, 그리

고 칼라, 소매, 스커트를 통해서 나타나며, 수공에적인

기법과 함께 강렬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

고 있다. 

소재에 의한 비대칭은 색, 재질감, 문양에 의하여 표

현된다. 색은 대비나 색의 면적감에 의해 비대칭 효과

를 나타내고, 이질적인 재질감의 조화와 문양을 한 쪽

으로 치우치는 것에 의해 강렬한 이미지의 비대칭 효

과를 얻는다.

착장 방법에 의한 비대칭은 의도적으로 착장 방법

을 비대칭하게 입어 연출하는 경우인데, 이는 레이어

드, 입는 방법의 변화, 모피나 머플러를 한쪽 어깨에만

장식하거나 큰 장신구로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와 같은 비대칭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대칭 디자인은 기존 의상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

로운 형으로서의 구축을 의미하며 기존의 형을 거부

하고 새로운 형으로 재구성하거나 미의 고정 관념을

해체하여 자유스러운 표현을 하며 나아가서는 추의

미를 부각시킨다. 

또한 입체패턴에 의한 조형미를 추구하며 다양한

혼합기법에 의한 혼합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의상 구조에 대한 완벽한 균형미를 살려야 하고

소재의 노하우와 고도의 테일러링 기술이 밑받침되어

야 한다.

비대칭 디자인은 대비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극도

로 과장된 볼륨감, 길이, 사선 처리, 디테일의 반복, 강

조 등에 의해 과장되고 극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며 시

각적인 긴장감을 이룬다. 

따라서 점차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복식미가 중요해

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대칭 구조 및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드리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미적 감각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

구가 선행되어져야만 하고, 조형미의 원칙에 근거한

고도의 디자인의 원리를 터득하고 감각적으로 응용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현대의 미적 표현을

위한 창조적 예술 감각의 비대칭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과 연구를 통해 소재의 특성에

맞는 재단 및 봉제 등 고도의 테크닉 등 숙련된 의복

제작 기술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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