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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iral form, which comes from the organic form of natural phenomenon such as growth of
creatures, has been used as a factor of formative shape in various fields of art until now. In conjunction
herewith,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and express the life force and the formative beauty of natural
substances with the organic spiral forms into clothing design, using various creating methods and
materials such as Korean traditional paper. The natural substances with the spiral structure, such as
seashells, land snails, passion flower, curled flower, growing chart of plants, Impatiens textori was used
as subjects of the designs. The seven pieces of work were completed with attempts to develop aesthetic
forms through the presentation techniques and methods via restructuring process of simplification,
partial transformation and consolidation. Through such proces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nature, with unlimited possibilities, could be subject of human formative activities, leading
to the creative world of formative art for designers. Second, adaptation of the spiral organic forms of
nature into the contemporary clothing designs proved the motif as a source of inspiration of diverse
subject, in recognition with its innate formative beauty as well as external shape. Third, design
expressions via restructuring process of simplification, partial transformation and consolidation with
designer’s subjective point of view were adequate for the creations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Fourth,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as a fine material for various shape according to the handling
method, could be used appropriately in the contemporary clothing designs, expressing our aesthetic
senses. Fifth and finally, expansion of the realm of formative expression of cloth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possibilities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clothing would enhance the creative
possibilities of clothing design as formative art. In conclusi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design as
formative art was developed on the emphasis of re-creation of natural objects of the organic spiral form.
For the future study, the applications of spiral form into everyday clothing designs, consolidating artistic
senses and practical senses, are expected as opportunity of proposing developmental possibilities of the
contemporary clothing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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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간은 자연의 끊임없는 변화와 조화 속에서 미의

식을 갖고 예술이란 형식을 통하여 조형미를 표현해

왔다. 자연은 인간의 무한한 조형활동의 소재이고, 자

연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조형적인 적응성에 의해 새

로운 의미를 지닌 형태로써 발전한다. 따라서 자연 속

에 존재하는 유기적 형태들은 인간의 조형활동에 많

은 향을 주어 왔고, 나선형은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대표적인 자연의 유기적 형태 중 하나로서 무

한히 선회하는 역동감과 자연의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의 구조 속에서 나선의 형태를

지닌 자연물 중 소라, 달팽이, 시계초, 조개 껍질, 물봉

선, 꽃의 말림과 식물의 생장곡선, 넓은 조개를 소재로

그 독특한 나선의 형태를 현대 의상에 응용함으로써

독창적, 조형적 의상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디자인 창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자연적 소재이면서, 독특한 심미성을 지닌 한지

를 이용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풍부한 조형미를 현대

의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

로는 첫째, 유기적 나선형의 형태와 상징을 알아 보고,

둘째, 나선의 특징을 응용한 현대의상, 셋째,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한지의 역사와 특징, 넷째, 현대 종이

의상의 예를 살펴보았다.

제작 방법은 형태 안정성을 높이고, 작품의 조형미

를 살리고자 한지와 철사를 꼬아 만들고, 유기적 나

선조형을 모티브로 변형시켜 이어 붙이거나, 쌓아 올

리고, 실루엣 자체에서 그 조형미를 부각시켰으며, 여

기에 종이죽을 사용하여 작품의 단조로움을 보완하

다.

색상은 백상아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작품의 소재로

사용된 나선의 자연물들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생명감을 부각시키도록 하기위해 꽃, 소라, 식물의 줄

기, 나무 등의 색을 기초로 사용하 다.

아이템은 원피스 4점과 투피스 3점으로 하고, 작품

의 조형성을 살리면서 실루엣을 과장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II.

1. 유기적 나선형

자연의 유기적 형태란 바로 그 생명 자체와 결부된

형태로서 이러한 유기적 형태는 일반적으로 3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유기적 형태란 근본

적으로 구적(球的)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연의 유기성(natural-life)에서 유기적(organic)이

란 살아있음(living)을 뜻하며, 이것은 바로 유기적 형태

가 동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셋째, 유기적 형태는 하나

의 유기적 체계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형상

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형태는 부분 요소들의 무작위

적 연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전체

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 가능한 것이다.1)

유기적 형태에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자연에

대해 풍부한 감정과 동적인 형태를 유발하고 수많은

신비로운 형태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적 형태

는 무한한 형태 연구의 근원으로, 어떻게 그 본질적인

질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디자인의 형태에 활용하

느냐에 따라 독창적 디자인 창출의 깊이가 달라진다.

1) 나선의 형태

곡선 모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선형은 원으

로부터 규칙적으로 벗어나는 형태로서 안에서부터 점

진적으로 작용하는 율동의 힘이 균일하게 바깥방향으

로 이탈하고있는 원이다. 또한 리듬, 속도 그리고 시간

의 변화 속에서 무한히 선회하는 역동감을 표현한다.2)

나선은 자연의 기본적 디자인 형태의 하나로서 DNA

분자, 인간의 지문, 물표면의 파문, 덩굴식물, 고사리

과 식물, 꽃의 말림, 조개 껍질, 성운에서 그 구조를 발

견할 수 있다<그림 1><그림 2><그림 3><그림 4>.

이러한 나선의 여러 형태 중 앵무 조개의 단면도나

해바라기씨의 배열, 꽃잎의 배치 등에서 발견할 수 있

는 기하학적인 비례는 모든 예술적 구조 위에 가장 쾌

적한 시, 공간적 간격들을 보여주는 완전한 비례의 규

칙으로서 소위‘황금분할’의 기본이 되었다. 이 황금

분할은 오랫동안 예술의 신비를 여는 열쇠라고 여겨

졌으며, 모든 부분을 전체와 균형되게 하는 특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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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생각되었고,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예술가들

이 그의 작품에서 가장 균형 잡힌 비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황금분할을 사용해 왔다. 실제로 앵무 조개에

서 보여지는 나선구조는 중심에서 밖으로 향하는 정

확한 수학적 법칙에 따른 완벽한 황금분할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넓은 조개에서 보여지는 나선은 나선의

구조와 황금분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바

라기씨의 배열은 대수학적, 등각적인 나선형을 보여주

고 있다<그림 5><그림 6>.

이와 같이 나선형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력과 역동성을 지닌 완벽한 예술적 구조의 형태로서

호기심과 신비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나선의 상징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의 현상은 탄생·성장·

노쇠·소멸이라는 생명의 법칙을 따른다. 탄생으로부

터 성장해 감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한 다

양한 경험은 내부로 흡수 여과되어 개체로서의 성숙

과정을 도와주고, 전체의 화합을 위한 일원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전

제는 생명이며, 생명이란 시간의 단편으로 표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 연속성에 있기

때문이다. 한 개체의 소멸이 다시 다른 하나의 탄생으

로 대체됨으로써 모든 것은 원히 계속되는데 이러

한 원성은 나선형의 연속성, 순환성과 일치한다. 이

것은 나선형이 곧 하나의 점으로부터 성장해 나아가

는 생명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이어 온

생명의 기본형으로 그 근원과 질서, 세월, 시간의 흐

름, 태양, 우주, 무한, 원 등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나선의 형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도 하는데, 2중 나선형은 시간의 흐름과 간격을 상징

하며, 8자 나선형은 원불멸을 상징한다.3)

나선의 문양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원시문명 전

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북미의 원시사

회에서는 나선형태의 부적이나 장신구가 여인의 다산

을 촉진하는데 효험이 있다고 믿어왔으며, 뉴질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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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사리과 식물

<그림 2>  소라 고동 <그림 3>  물봉선

<그림 4>  시계초 <그림 5>  앵무 조개의 나선 <그림 6>  해바라기씨의 배열



원주민들은 몸에 나선 문양을 문신하면서 불멸이나

사후에 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징표라 여겨졌다4)

고 한다. B.C 2천년 경 중국에서 부장용으로 만들어진

채도쌍이호(彩陶雙耳壺)의 표면에 그려진 중복된 나선

형은 죽은 후에 혼이 부활하는 우주적인 힘과 접촉

하기 위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그림 7><그림 8>.

B.C 9C에 건축된 이라크의 Samarra의 사원 첨탑의

외형을 이루는 나선은 인식과 지혜의 확장과 발전을

상징하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선의 위로 올라갈수

록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현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나선은 예술가의 작품 소재로써도 응용되

어지고 있는데 반 고호(Van gogh)는 그의 그림

<Starry Night>에서 밤하늘의 별은 정지한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처럼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는 근원

임을 나타내려 하 다.5)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Joan Miró)의 <The Hare>에서 달은 현실의 세계

에서 사후세계로 통하는 열쇠이며, 이 초승달의 끝에

서 점선의 나선으로부터 나온 씨앗은 불멸을 의미한

다<그림 9><그림 10>.

이와 같이 나선형태는 리듬, 속도, 공간, 시간의 변

화 속에서 무한히 선회하는 역동감의 표현 창출을 위

해 광범하게 활용되는 우수한 동적 형태이며, 자연 속

에 내재되어있는 완벽한 예술적 구조로써 호기심과

신비의 대상이 되어왔다.

2. 현대복식에 나타난 나선형

모든 창조의 근원적 감이 되는 자연은 복식의 이

미지에서부터 형태, 색채, 소재, 패턴에 이르기는 모든

역에 향을 미친다. 복식에 있어서 자연은 디자이

너들의 아이디어 발상 모티브가 되었는데, 자연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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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ead of Maori New Zealand

<그림 9>  Starry night, Van Gogh, 1889 <그림 10>  The Hare, Joan Miró, 1927

<그림 8>  채도쌍이호(彩陶雙耳壺) 중국 B.C 2천년경



접적으로 응용하거나 혹은 과장, 축소, 변형 등을 통하

여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출해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 중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예술적 구조로 인식되는 나선형이 현대 복식에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작가의 감성과 의

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1>은 나선을 하나의 모티브로 강조함으로써

의상이 마치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겨

지도록 하여 나선의 역동성과 무한성을 느끼게 한다.

<그림 12>는 나선의 형태를 테일러드 쟈켓의 디테일로

서 새롭게 변형한 작품으로 커팅선의 변화가 매우 이

채롭게 느껴지며, 일반적으로 나선은 조형적인 개념으

로 복식에 응용되기보다 하나의 문양으로 사용되어지

는데, 그것은 생동적인 자연물의 표현과 더불어 키치

나 더트 아트, 옵아트에서 사용되거나 소재와 기법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13>는 식물 줄기

의 자연스러움을 나선으로 표현하여 여성스러움을 강

조하 고, <그림 14>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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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박재원作(97 광주

비엔날레 국제

미술의상전)

<그림 12>  경진대회수상작

학생작품

<그림 13>  Jean Louis Scherrer

(Mode et Mode No.

286), 1994

<그림 14>  나선문양의 표현

<그림 16>  Helen Storay <그림 17>  Soprani <그림 18>  Tsumori chisato

<그림 15>  옵아트의 나선



는 나선을 하나의 문양으로하여 기법에 따라 서로 다

른 느낌을 준다. <그림 15>은 옵아트에서 사용되어지

는 나선으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지는가에 따

라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16>, <그림 17>은 지퍼장식을 이용해 나선

을 표현하 고, <그림 18>은 그물에 엮어진 나선을 통

해 자연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와 같이 나선은 현대 복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었

으며, 그것은 사실적 자연적이미지 표현에서부터 현대

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이미지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로 하나의 문양으로서 실용복에

사용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그 조형성의 반 은 매

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가 하나

의 완벽한 구조로 인식되어지는 나선조형을 문양으로

서의 한계에서 벗어나 끊임 없는 아이디어의 원천으

로 삼아 새롭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3. 한지의 미

1) 한지의 역사

우리나라의 종이는 원래 닥나무 껍질로 만드는 것이

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의 어원은 저피(楮皮)에서 나

온 것으로‘조비’-‘조해’-‘종이’로 변천 되었다.6) 따라

서 어원상으로 보면 닥나무 껍질로 만든 수초지(手抄

紙)인 한지(韓紙)만이‘종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양지

(洋紙)에 빼앗기고, 한지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 종이의 시초는 A.D 2~3C경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경 서적과 함께 제지술이 들어온 것으

로 추측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낙랑시대의 고분인 채

협총에서 닥섬유의 뭉치가 발견되었고, 고구려 국초에

유기(留記)라는 사서가 있었다8)는 기록으로 보아 불교

가 전래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지

술이 발전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A.D 610년에

고구려의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 제지술을 전파하 다

는 일본서기(日本書記)의 문헌자료를 고려해 볼 때, 담

징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제지

술이 전파되었음9)이 분명하다. 그리고 불국사의 석사

탑 창건시 안치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

尼經) 두루마리와 7세기 이전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

經), 8세기 중반 신라 경덕왕 13년(755년)의 화엄경(華

嚴經)은 모두 중국의 기법(技法)과 다른 고해를 통하여

만든 한지를 사용하 다. 그러므로 7세기 이전에 닥을

갈아서 제작하는 중국의 제지술와 구별되는 전통제지

법이 공존하고 있음10)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한지의 우수성은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널리 인정을 받았는데 종이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신

라의 백추지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 고, 그것이 고려

에 와서는 기술적으로 더욱 발달하게 되어 새로이 많

은 우수품으로 생산되었다. 이러한 제지술은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 으며, 불경(佛經), 의서(醫

書), 사서(史書)등의 각종 서적의 인쇄로 인한 종이 수

요의 증가로 인해, 고려 인종23년(1145년)부터 명종 18

년(118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닥나무의 재배를 권장하

고, 제지업을 민간에 적극 권장함으로써 닥나무를 재

료로한 제지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 다. 고려시

대에 극에 달했던 제지술은 조선 초에도 국가의 중요

한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당시 국가정책이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멸시하 으므로 제지업은 민업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차츰 종이의 질이 낮아졌다.

다만 조선 초기에는 국 제지 공장이 설치되어 품질

개량을 통한 다양한 한지들이 생산되면서 닥에만 의

존하지 않고 여러 식물을 종이의 재료로 이용하여 서

적 이외에도, 창호, 모자, 병풍, 우산, 장판, 혼서용, 장

례용, 서화용, 지폐, 화폐, 갑의 등의 모든 부분에 그에

맞는 종이의 성질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품질 다양화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종이의 생산을 천

시하여 결국 종이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고, 조선조 말

이후 기계지와 중국지, 일본지에 눌려 점차 쇠퇴 일로

로 명맥만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 다시 한지의 질적인

우수성과 훌륭한 전통에 대한 계승을 위한 애호가들

의 관심으로 새롭게 주목 받게 되었다.

2) 한지의 특징

한지는‘지수천년(紙壽千年)’이란 말이 있듯이, 종이

의 수명이 천년이상 가며,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자

연 현상과 친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통풍성과 외부적

으로는 보온성이 뛰어나며, 온도조절과 빛의 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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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여 순한 빛으로 투과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한지는 종이 그 자체의 용도 이외에도 유리

대신 창문에 바르고, 조명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며, 장

판을 바르거나 부채를 만들며, 종이 갑옷이나 비옷을

만드는 재료로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지는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에서 제작하 는데 이는 차가운 물

이 섬유를 탄탄하게 조여 주어 종이가 빠득빠득한 감

촉으로 힘이 있고, 질이 좋아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주

며, 닥풀의 작용을 도와 매끄럽고 광택을 더하도록 해

주었다.11) 한지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은 한국적

미감과 표현에 커다란 역할을 하며12), 한지는 천연 재

료로서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한지에 생명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한지를 제

작하는 장인들의 손에 의하여 한지의 물성이 갖가지

의 형태로 드러났다.

한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술품으로 간주될

만큼 미적 가치와 독자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

히 손 작업에만 의존하며, 그 작업에 따라 한지의 질

과 텍스쳐는 다양한 진폭의 변화를 보인다.13) 따라서

이러한 전통한지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지는 보존성이 강하여 세계 최고의 목판권

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일부 침식되긴 했지만

1200여 년이 넘게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아

도 알 수 있다. 이는 양지의 보존 기간이 최대 200년

정도라고 볼 때 매우 월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지는 반투명한 종이어서 빛을 걸러 들이고,

이러한 한지의 투명성은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의

아득함과 다듬이질하는 여인들의 실루엣이 창호지에

은은히 어리는 광경이 한국의 전통적 생활 이미지로

그토록 많이 쓰여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정서를 대

표할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의 것이다.

셋째, 한지는 질기면서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지의 양면성은

은근과 끈기로 대변되는 민족성향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우리의 민족성을

닮았다.

넷째, 보온성을 들 수 있다.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

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창호에 바른 창호지는 외

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잇는 사이를 유지하여 계절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한지의 보

온성을 이유로 한지는 겨울에 갑의지로 변방의 병졸

들을 위해 옷 사이에 넣어 추위와 화살막이로도 이용

되었다고 한다.

다섯째, 기법의 수공예성을 들 수 있다. 한지처럼 손

으로 직접 만든 종이는 그 자체로서 공예적 가치를 지

니며, 한지가 오늘날까지 아낌을 받는 이유도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정성 들여 곱고 질기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지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통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고 한국

적 미감과 표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

지의 투명성이나 보온성, 종이 자체의 부드러운 질감

과 닥섬유 자체의 고유한 색상을 지닌 무기교의 비 정

형적인 백색(황백색) 이라는 순수한 외형상의 특징은

한지가 자연 친화적이며, 자연에 순응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진다.14)

따라서 한지의 이러한 물성과 정신을 이용한 현대의

상으로의 새로운 표현방법의 모색은 우리의 미의식을

담은 한국적 정서의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으며, 다루는 방법에 따라 보다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표출하는데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종이의상

종이란 식물성 섬유를 분해 시켜 섬유소로 만든 뒤

물에 풀어서 어떤 종류의 매개체를 통해 건져낸 필터

(Filter)상태의 얇은 섬유 조직이다.15) 종이는 물성 섬유

로 되어 있으므로 이차원적 소재로 천에 가까우나 천

과 같이 짜진 것은 아니고, 천보다 부드럽고 가벼우며

흐늘흐늘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일정 한계 내에서는

상당히 견고하나 이 한계를 넘으면 파괴되며, 가공이

용이하여 여러 가지의 공예, 가구, 물건, 섬유, 입체조

형의 소재로 사용이 적절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종이가 의상으로 표현되어지는

데는 동 서양의 제지술에 따라 그 시각적 효과에 차이

가 있다.16) 동양에서는 제지법이 종교의 전파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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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루어졌으나, 서양에서는 주로 상인들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동양의 종이의상은 기능을 갖춘 실용복으

로서 의미가 있는 반면 서양의 종이의상은 다양한 표

현기법을 통해 형상화된 하나의 예술품으로 그 의미

가 있다.

종이가 의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된 최초의 것은

일본 헤이안(平安)시대의 중기인 988년 쇼오쿠(Shoku)

라는 수도승에 의해서 다. 紙子(Kamiko)라 불리는

이 종이옷은 짜여지지 않고 한 장 한 장 접착된 종이

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의상은 모모야마(桃山)시대의 우에스키 켄신의 겉

옷으로 테두리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보라색 바탕의

금란이 장식되어 있는 호화스러운 종이의상이다17)<그

림 19>.

이러한 종이의상에는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감즙, 한천이나 곤약풀을 바르기도 하는

데 이것은 착색과 동시에 방부(防腐), 방수(防水)의 효

과를 주며 또한 강하고 질겨지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름을 발라서 방수성을 높이고 질기게 만든 종이의

상도 있었다<그림 20>.

우리나라에서는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종이의상이라

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인조가 겨울철에 대비해 관

북지망의 백성들에게 저고리500벌과 날폭지(창호지같

이 질긴 종이) 400장을 보내 옷을 지어 입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종이의상이 당시 매우 보편적으로

착용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18) 또한 변방을 지키

는 군사들에게 솜대신 종이를 넣은 겨울 옷을 입히기

도 하 고, 무겁고 차서 추위를 느끼게 하는 철갑(鐵

甲)대신에 가볍고 따뜻한 지갑(紙甲)을 착용함으로써

그 단점을 보완하 다. 지갑(紙甲)은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미늘을 만들고 이것을 녹피(綠皮)로 얽어 짜서

흑칠을 하면 화살을 막을 수 있었는데, 조총이 발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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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紙衣, 에도시대 <그림 20>  油引紙衣, 에도시대

<그림 21>  Kyogen II, Katherine Westphal, 1983,

(Art to Wear)

<그림 22>  Giverny II, Katherine Westphal,

1983, (Art to Wear)

<그림 23>  Giverny IV, Katherine

Westphal, 1983, (Art to Wear)

<그림 24>  Lantern Basket Mary Markel-

Hess, 1995, (Fiberarts)



에 따라 조선 후기에 이르러 차츰 쇠퇴하 다.19)

서양에서는 1853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종이로 된

셔츠카라나 소매, 가슴받이등이 부분적으로 등장하여

의상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고, 에이프런, 모자로부터

양복조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용품이 종이로 제작

되기에 이르 다. 1860년 이후에는 종이옷은 거의 눈

에 띄지 않게 되었고, 에이프런이나 모자, 의과용마스

크 등에 국한되어 생산되었다.

현대 섬유예술에서 종이가 재료로 등장한 것은

1962년 Lausanne Biennale이후이며 주로 Wearable

Art나 Pop Fashion에서, 또는 의복이나 악세서리, 기타

디자인적인 형태의 작품을 통해 나름대로의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하 다. 이중 1970년대에 등장한 캐서린

웨스트펄(Katherine Westphal)에 의해 제작된 세가지의

기모노 시리즈가 Wearable Art의 대표적 작품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서양에서는 종이로 된 바구

니, 또는 종이우산, 종이인형 등 많은 소품들에 종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그림 21><그림 22><그림 23><그림

24><그림 25>.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종이의상은 극히 드

물며 판매보다는 무대의상이나 아트의상 분야에서 주

로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는 그 자체의 공예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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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he paper umbrellas, (Fiberarts)

<그림 26>  공간, 허정선作, (2000광주

비엔날레 미술의상전)

<그림 28>  꽃밭에서 II 곽미지(광주

비엔날레 미술의상전)

<그림 29>  불쾌, 양정숙, 1999 <그림 30>  Image Custume, 배정순

(The Costume Maker’s Art)

<그림 27>  루소, 김훈作 (KAWA,

1996)



성과 기법이 평면적인 것에서부터 입체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색상 혼합, 다양

한 질감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어지

고 있다.

허정선의‘공간’은 닥종이의 조형성과 자연미를 잘

보여주고 있고, 김훈의‘루소- 자연으로의 회귀’는 닥

나무 껍질 그대로의 은은한 분위기를 살린 작품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되찾고자 하는 대지의 생명력

을 표현하 다<그림 26><그림 27>. 그리고 곽미지의

작품‘꽃밭에서 II’는 닥섬유와 등나무의 엮기기법을

잘 조화시켜 꽃을 소재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이루

었고, 양정숙의‘불쾌’는 종이의상이 실용의상으로서

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그림 28><그림

29>. 또한 배정순의 작품‘Image Costume’은 철사와

종이를 가지고 인체의 이미지를 살린 종이의상으로

이것은 의상조각(Clothing Sculpture)이라 함이 적당할

것이다<그림 30>.

이와 같이 동, 서양의 종이를 이용한 현대의상을 살

펴보았다. 종이의 창작물로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

다. 따라서 종이의 작품 소재로서 가능성뿐 아니라, 종

이 의상의 실용성과 보편성을 위해서는 방수가공, 염

색 후 처리, 신축성, 내구성 등의 전문적인 노력이 뒷

받침되어야 하며, 여기에 종이 그 자체의 독특한 재질

을 살려 새로운 의상소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

조명하고, 현대 의상의 고부가가치적 소재로의 전망을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

III.

1. 작품 모티브와 실루엣(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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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작품 모티브와 실루엣

작품 소 재 모티브 아이템 색상 실루엣

탑 백상아색
1 한지, 철사

스커트 적색

검정색

2 한지, 철사 원피스 회색

백상아색

원피스 하늘색
3 한지, 철사

스커트 감청색

자켓
적색

4 한지, 철사
스커트

주색

보라색

5 한지, 철사 원피스 백상아색

탑 청록색
6 한지, 철사

스커트1, 2 감청색

앞장식
노랑색, 연두색, 

7 한지, 철사
원피스

청록색, 황토색

진갈색

작 품 소 재 모티브 아이템 색 상 실루엣



2. 제작의도 및 방법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생태계의 균형, 율동, 조

화 등을 통합하는 자연의 생동하는 유기적인 모든 특

성을 지닌 형태, 즉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하게 된다.

모든 생동하는 자연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동작과정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미지를 조화시킨 작품은 동적 이미지에 의해서 자

연의 생명감이 표현되고, 또 표현된 형태는 살아있는

형태가 되며 유기적인 표현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 중에서 나선의

구조를 지닌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조형미를 현대 의상으로 표현하 다. 나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식 무늬 가운데 하나로서 시각적 흥미

를 유도하는 운동감, 신빌운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형태, 그리고 그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등을

부여한다. 따라서 유기적인 나선조형을 소재로 현대 의

상으로 표현하면서 그 조형성의 표현과 더불어 끊임없

이 움직이며 성장하는 생명력과 역동성, 무한성의 표출

에 그 목적을 두며, 이러한 자연의 이미지 창출을 인간

의 삶의 모습의 형상화로 연계하는데 의의를 둔다.

제작 방법은 한지와 철사를 주로 하 다. 한지를

10cm간격으로 자른 뒤 철사에 꼬아 감음으로써 한지

자체가 하나의 줄기 식물처럼 느껴지게 하고, 이를 꼬

아올리거나 엮는 방법으로 실루엣을 유지하 다. 여기

에 나선 구조물을 한지로 단순화, 부분변형, 분해, 재

구성하여 쌓아올리거나, 표면에 부착시킴으로써 나선

구조물이 갖고있는 생명력과 동적이미지를 작가의 감

성으로 표현하고자 하 다. 또한 작품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자 종이죽이나 첨지기법을 사용하 다.

◆ 작품 1 - 소라의 꿈

디자인 모티브: 조개 껍질에서 보여지는 나선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표현

해설: 조개 껍질에서 생기는 나선의 형태를 소재

로 하여,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었고, 이것을 겹쳐 쌓아

올림으로 자연적인 조형미가 느껴지도록 하 다. 여기

에 종이죽으로 탑을 만들어 균일한 모티브로 이루어

진 스커트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면서 작품전체가 또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풍성한 이미지와 더불어

생명이 무한하게 움직이며 확산되는듯한 유기적 생명

체로 보여지고자 하 다.

◆ 작품 2 - 달팽이의 여행

디자인모티브: 달팽이가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형

상을 조형적으로 표현

해설: 달팽이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모티브를 완성

하고, 이를 원피스 드레스에 부착시킴으로써 달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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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 소라의 꿈 작품 2 - 달팽이의 여행 작품 3 - 시계초의 미



꿈틀거리는 형상을 재현하고자 하 다. 전체적인 실루

엣을 바위형태로 묘사함으로써 변화롭게 이루어진 자

연의 형태미와 함께 달팽이에서 보여지는 생명감을

현대의상으로 나타내었다.

◆ 작품 3 - 시계초의 미

디자인 모티브: 시계초에서 보여지는 나선구조를

조형적으로 표현

해설: 시계초에서 보여지는 나선구조를 부분 변형

하여 하나의 모티브를 이루고 이를 원피스 드레스에

부착시킴으로써 생성과 변화에서 보여지는 변화무쌍

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 다.

◆ 작품 4 - 생명의 신비

디자인 모티브: 소라껍질에서 느껴지는 나선의 형

상을 조형적으로 표현

해설: 나선의 형태에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어

서, 그 자체가 자연의 풍부한 감성과 역동적인 형태를

유발하며, 수많은 신비로운 형태를 소유하고있다. 따라

서 소라껍질에서 보여지는 나선을 각기 다른 색색의

단순조형으로 만들어 쌓아 올림으로써 그 결합과 구

성이 자연적인 풍성한 조형미를 느끼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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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 생명의 신비 작품 5 - 끊임없는 길

작품 6 - 생동 작품 7 - 생명의 기원



◆ 작품 5 - 끊임없는 길

디자인 모티브: 물봉선의 나선구조를 형상화한 디

자인

해설: 생명의 역동적인 느낌은 곡선의 반복적 형

태에서 리듬과 율동의 동적상태를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작품 5>에서는 꽃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원추형의 나선형으로 표현하 으며, 볼륨감있는 원피

스에 부착함으로써 물봉선이 지니는 외적 형태묘사와

더불어 식물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서의 나선을

생명에 있어서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리드

미컬한 형태로서의 의상으로 디자인하 다.

◆ 작품 6 - 생동

디자인 모티브: 꽃잎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덩굴의

곡선을 형상화한 디자인

해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사선으로 뻗어 올

라가는 끝부분이 살짝 감겨있는 작품으로 식물줄기의

자연스런 곡선의 미와 함께 성장하여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와, 꽃잎의 구조에서 느껴지는 나선의 미를 형상

화 하 다. 그리고 하늘하늘한 꽃잎을 단순화하고 양감

이 풍부해 보이도록 이중형태로 실루엣과 색채를 표현

함으로써 씩씩한 생명의 이미지가 엿보이게 하 다.

◆ 작품 7 - 생명의 기원

디자인 모티브: 넓은 조개의 나선을 실루엣으로

형상화한 디자인

해설: 나선은 자연속에 내재되어있는 완벽한 예술

적 구조이다. <작품 7>은 안에서 밖으로 려나오는

듯한 나선의 형상이 생물의 성장과정을 나타내도록

하 으며, 넓은 조개에서 나오는 나선의 형상을 전이

시켜 원피스의 실루엣으로 표현하 다. 여기에 작품에

사용되어진 다양한 색상은 다분히 원시적이고 초 자

연적인 미를 느끼게 한다.

VI.

자연은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통해 인간

의 관심 대상이었고 또한 자연은 그 자체의 형태와 질

서에서 미를 나타내고 있어 인간의 미적 욕구는 이를

조형화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하 다. 이러한 표현의지

는 디자인의 모티브로서 자연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

이 조화롭게 나타내고 있는 질서를 조형적 형태로 재

구성함으로써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과 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복식은 그 시대의 미의식을 반 하고 특히 인간의

내적 미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각적 조

형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 복

식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 연구자는 미적, 조형적 표현

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복식 디자인에 도입

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자연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력, 역동성,

무한성을 나타내는 나선의 구조를 지닌 자연물을 소

재로 하여 자연미의 재구성과 함께 복식과의 조화를

통해 독창적인 조형성을 추구하여 7점의 현대 의상을

제작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모든 예술의 모체인 자연은 무한한 형태의 아

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자이너에게 있어 독창적

인 조형의 세계를 이끌어 줌으로써, 인간의 조형활동

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둘째, 나선의 구조적 형태를 지닌 자연물을 현대의

상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그 외적 형태뿐 아니라 내

재된 조형미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무한한 표

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조형활동은 그 접근방식

이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될 수 있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부분변형,

결합, 분해, 재구성의 방법은 유기적 나선 조형물의 생

동감과 조형미를 현대의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 다.

넷째,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 소재인 한지

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술품으로 간주될 만큼 특

유의 미적 가치와 독자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루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었고,

미의식을 담은 현대 의상의 소재로서도 적합하 다.

다섯째, 현대 의상에 있어서 표현 가능성의 개발을

통해 의상의 조형적 표현 역이 확대된다면 의상이

조형예술로서 갖는 창조적 능력과 가능성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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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자연에 대해

그리고 유기적 나선 구조물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

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조형 활동에 대한 무

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현대 예술의

상의 개발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나선의 형태 속에서 주제

를 발견하여 디자인함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더불어 창의적 조형원리에 근거한 새로운 조

형 역의 확대로 새로운 의상 디자인 창출의 원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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