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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ed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ttribution of the visual perception of dec-
orating techniques that have often been witnessed in the realm of modern fashion since 2006. 
The form is more impressive, more suitable to convey a message and, most of all, more 
memorable. In this study, attempts were made to categorize and create an order of prioritization 
among components such as surrounding, pattern (closure), space arrangement, area, overlapping, 
and community (proximity) surrounding that comprise the place and arrangement of decorating 
techniques in modern fash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centered decorating technique 
surrounded by other techniques is prioritized. Second, the more standardized the clothing with 
patterns, the more it was noticed. Third, the space arrangement also had an impact on prioritiza-
tion in the following order: center of the sight, horizon, vertical, and diagonal in relation to the 
central axis. Fourth, concentrated area attracted more attention. Fifth, when overlapped, what is 
placed in the front became the center of recognition. Sixth, the technique that formed a com-
munity was more recognized.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as the decorating technique is 
gaining more significance, these findings would help to find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utilize 
an acute visual stimulus to apply for a technique and maximize its aesthetic effects. 

Key words: decoration(장식), Gestalt’s visual perception(게슈탈트 시지각), 
prioritization of visual perception(시지각 우세), 
the principles of forms and backgrounds(형상과 배경의 법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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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질(質)적 경쟁 시대에 들어선 21세기 패션은 유행

안에서도 각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며 타인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맞추어 장식의 시각

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띤다. 패션

에 있어서 장식을 이용한 미적 표현은 소비자의 미

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제 새로운 영감과

혁신을 찾는데 있어 장식의 표면 효과에 관심을 돌

리고 있다.

장식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한 보

조 요소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선을 유도하는 힘

을 가지므로 복식의 시각적 효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 특히 오늘날의 장식은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를

활용하여 최상의 시각적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현대 패션의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보이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식의

표면에 추가된 장식의 시각적 지각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복식을 바라보는 이가 그곳에 혼재된

장식으로 인해 시선을 이동하고 전체적인 인상에 대

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착안되었

다. 따라서 그들이 장식의 배열 방식과 위치 등의 효

과로 인해 우선적으로 인지하는 요소와 그에 대한

이론적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대 패션의 새

로운 미적 자극 기준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 사료된다.

복식에 나타난 장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샛별1),

이순홍2), 윤지영․하지수3), 정혜경․박영희4) 등이

있으나 사적 고찰이나 장식 문양에 등에 관한 논문

이 대부분이다. 복식의 조형성을 시지각적으로 해석

한 연구도 서봉하5)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현대 패

션에 나타난 장식의 시지각적 특징에 대한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식에 관

한 시지각적 의미 해석을 위하여 게슈탈트(Gestalt)

시지각 이론 중 ‘형상과 배경의 법칙’을 토대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식의 유

형과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서적,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현대 패션의 장식에 대한 구체

적인 사례연구는 관련 전문 서적 및 인터넷 자료 등

을 통해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퍼스트뷰

(www.firstviewkorea.com)와 스타일닷컴(www.style.

com)에 등록된 2006년 S/S 시즌부터 2011년 F/W

시즌까지 뉴욕, 밀라노, 파리, 런던 여성복 컬렉션에

출품된 작품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중 774

장의 사진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3인의 의류 전

문가와 함께 분석하였다.

Ⅱ.장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장식 용어의 정의 및 개념
장식이란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함, 혹은

그 꾸밈새를 말한다.6) 라틴어의 ‘decor’, ‘ornatus’에서

유래된 ‘decoration’, ‘ornament’가 장식의 의미를 나

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7) 즉 장식한다는 것은

대상을 매력적이게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장식은 부가적으로 생성된 것이기는 하나 각 형상

의 미적효과를 증대시키는 형식적 요소 내지는 기능

을 안고 건축, 가구, 장신구 등 여러 예술 속에서 다

양하고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존재해왔다. 특히 복식

에서의 장식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귀족 계급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측면과도 연관이 있어 미적 표현으로서

의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 즉 장식은 그 자

체가 목적이며 가장 다채로운 조형성을 나타내는 매

개물이다.

2. 패션에서의 장식에 대한 범주
이은영8)은 패션에서 장식적 디자인을 하는 방법

으로 첫째, 디테일을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여

변화시키거나 프릴(frill), 플라운스(flounce), 보우

(bow), 스캘럽(scallop) 곡선 등을 이용해 장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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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디테일을 구성하는 방법, 둘째, 파이핑(piping),

장식상침(top-stitching), 프린징(fringing), 바인딩

(binding) 등 의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솔기나 끝단

같은 구성선에 장식성을 높이는 방법, 셋째, 평이한

옷감의 표면에 핀턱(pin tuck), 셔링(shirring), 퀼팅

(quilting), 수(embroidery) 등을 이용하여 장식적 변

화를 주는 표면 장식의 방법, 넷째, 의복의 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브레이드(braid), 스팽글(spangle),

비드(beads), 모피(fur), 단추, 벨트, 지퍼 등의 부속

장식품을 의미하는 트리밍(trimming)의 방법으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는 완성된 복식에 추가적으로 부가된 장식

의 시각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복식의 조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장식의 개념

을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 중 마지막 유형으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Ⅲ. 형상과 배경의 법칙에 관한 고찰
1.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
게슈탈트는 형태 인지 심리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시각적 대상을 지각하는 형태를 말한다.9) 이

는 ‘조형’을 의미하는 독일어 ‘Gestaltung’이 어원이

며, 그 자체를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말로는 ‘형

태’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10)

형태란 물리적 형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각에

의해 얻어진 정보가 지각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다.11)

게슈탈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지각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하여 수용하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

조직화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몇 가지의 시지각 원리

가 존재한다.

이 이론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통일성(완결), 연속

성(근접성), 유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극을 하나

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만들

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2) 이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 의미를 갖는 규칙이나 유사한 요소들

을 무리지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게슈탈트 이론은

인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형이나 형태로 지각하

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대칭적인

것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이

주된 원리는 지각되는 대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전

체 여건 내지 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보인

다.13) 즉 시각은 매우 선택적인 것이며 게슈탈트는

형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2. 형상과 배경의 법칙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에 근거하여 1920년 경 덴마

크의 심리학자 루빈(E. Rubin)은 배경의 반대 개념

을 형상으로 설정하고 형상과 배경의 관계를 규정하

였다. 다음 <그림 1>1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루빈의

컵은 흰색 술잔으로도 보이지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옆얼굴로도 보인다. 여기서 술잔 혹은 옆얼굴

등 물체로 보이는 부분을 형상(전경, figure)이라 하

고 나머지 부분을 배경(ground)이라 한다. 시각적 판

단에서의 형상과 배경은 그들의 상호의존관계 뿐 아

니라 보는 이의 관심이 이동함에 따라 형상이 배경

으로, 배경이 형상으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림 1> 루빈의 컵

- 게슈탈트 심리학, p. 85.

이는 게슈탈트 이론 중 ‘분리성’ 원리와 관련이 있

다. 즉 사물의 형태를 바라볼 때 선택적인 의지를 가

지고 사물을 통찰하며 그의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15) 두 영역으로 나뉘어졌을 때 두 영역의 형

은 동시에 관찰될 수 없으며 형상과 배경의 구분이

명료하다면 전체적인 지각이 쉬워진다는 의미를 가

진다. 따라서 시각은 형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선택적으로 통찰하는데 이때

독립된 형을 인식하기 위하여 바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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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에 따르면16) 사람들은 자신이 형상으로 인식

하는 부분은 경계가 있다고 보지만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 형상의 뒤에서 계속 연장되어 상태

적으로 형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자극의 일부분을

형상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 부분은 매우 세밀하게

처리하지만 그 외의 배경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덜 정밀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각자가 그 대상을 주위의 다른

요소들보다도 우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상은 더 인상적이고 의미를 나타내는데 적

합하며 더 잘 기억된다.17)

3. 형상과 배경의 관계에 관한 속성
형상은 바탕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과 그 큰 밀도

에 의해서만 식별될 뿐 아니라 확대되려는 경향, 바

탕의 영역을 덮으려는 경향에 의해서도 식별된다.18)

루빈과 베르트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게슈탈트 심리

학자들은 형태와 배경 간의 관계와 대상을 좋은 형

태(good figure)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사항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1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표 1>은 이 항목들의 예시

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포위의 항목이다. 에워싸인 표면이 형상

이 되려하고 반대로 에워싸는 표면은 배경이 되려한

다.20) <그림 2>를 살펴보면 하얀색의 원형 띠가 검은

색 직사각형에 에워싸인 듯 보이며 검은색 원은 다

시 그 안에 포위된 듯 보여 형상으로 가장 우세하게

인지된다.

두 번째, 요철의 항목이다. 루빈에 의하면 요철이

함께 존재하면 철상(convexity)이 요상(concavity)보

다도 우세해 보인다.21) 즉 평면의 볼록한 형상이 오

목한 형상보다 형상으로 판단되기 쉽다. 따라서 <그

림 3>22)은 볼록한 기둥으로 인식된다.

세 번째, 정형(폐쇄성) 항목이다. 형상은 특정 형

태를 이루는 특징이 있는 반면 배경은 형태를 이루

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된다.23) <그림 4>의 경우 도형

들이 서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배치되어 형상으로

알아채기 쉬우나 <그림 5>는 각각의 도형이 정형성

없이 배치되어 있어 형상으로 보기에 더 어려워진다.

네 번째, 대칭의 항목이다. 영역의 형태가 대칭이

될수록 더욱 강하게 형상으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24)에서는 검은 배경 위에 있는 흰 원주를

보게 되는 반면 <그림 7>25)에서는 검은 원주가 흰

배경에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Bahnen, 1928).26)

다섯 번째, 공간 구성의 항목이다. 공간을 구성하

는 주요 축과의 일렬 또는 정렬은 바탕에 대한 형태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베르하이머의 실험에 의하

면 형태를 구성하고 지각하는 현상의 주요 축은 위

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축에 위치한 것이 형상으로

인지되기 쉬우며 루빈은 중앙이나 수직과 수평, 십자

혹은 대각선 등과 같은 주요 축에 위치한 형태가 형

상으로 인지되기 쉽다는 것을 밝혀냈다.27)

수직과 수평의 가지를 만드는 십자꼴 인 <그림

8>28)은 비스듬한 가지를 가진 십자꼴인 <그림 9>29)

보다 더 도형으로 보기 쉽다. 특히 루돌프 아른하임

은 수평 축에 비해 수직 축이 더욱 강력한 시각상의

대칭을 산출한다고 밝혔다.30)

여섯 번째, 면적의 항목이다. 근접된 요소들이 차

지하는 영역이 작으면 형상으로서 보다 강하게 부각

된다.31) 형상은 일반적으로 작게 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형

상 인식 조건으로 유리하다. 이는 ((1)번) 포위 항목

에서 진전된 원리이다. <그림 11>32)보다는 <그림 1

0>33)에서 보다 좁은 띠나 부채꼴들이 위쪽에 놓여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질감의 항목이다. 질감 있는 대상물들

은 형상으로 보여진다.34) 특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질

감을 가진 것이 형상으로 지각되기 쉬우며 밀도감이

높을 때 더욱 우세해진다. 아른하임은 표면들이 공허

할 경우, 윤곽선들이 밀도의 차이와 공간 위치의 차

이를 낳는다는 것과 안쪽의 질감이 윤곽선의 효과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림 12>35)는 질감이 원반의

도형의 특질을 높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며 반대로

<그림 13>36)에서는 에워싸고 있는 주변부가 앞쪽으

로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동그란 구멍이 중심에

나타나게 된다.37)

여덟 번째, 중첩(overlapping)의 항목이다. 둘 이상

의 형체가 중첩이 되었을 경우 각각의 외곽선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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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 요철 정 형 (폐쇄성)

<그림 2>

포위 항목의 형상화

<그림 3>

볼록한 기둥 형상화

- 미술과 시지각, p. 232.

<그림 4>

특정한 형태의 강한 형상화

<그림 5>

무정형성의 약한 형상화

대 칭 공 간 구 성

<그림 6>

검은 배경 위의 흰 원주

- 게슈탈트 심리학, p. 88.

<그림 7>

흰 배경 속 검은 원주

- 게슈탈트 심리학, p. 88.

<그림 8>

수직 공간구성

- 게슈탈트 심리학, p. 87.

<그림 9>

사선 공간구성

- 게슈탈트 심리학, p. 87.

면 적 질 감

<그림 10>

좁은 면적의 강한 형상화

- 게슈탈트 심리학, p. 87.

<그림 11>

넓은 면적의 약한 형상화

- 게슈탈트 심리학, p. 87.

<그림 12>

안쪽 질감의 윤곽선 강화

- 미술과 시지각, p. 230.

<그림 13>

바깥쪽 질감의 형상화

- 미술과 시지각, p. 230.

중 첩 근 접 성 (군집)

<그림 14>

원의 형상화

<그림 15>

직사각형의 형상화

<그림 16>

원주의 형상화

- 게슈탈트 심리학, p. 86.

<그림 17>

줄의 형상화

- 게슈탈트 심리학, p. 86.

<표 1> 형상과 배경의 관계에 관한 속성

나는 곳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윤곽선의 형체가

위에 있음을 인지한다. 즉 계속되는 윤곽선을 가지는

형체가 더 앞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

인 윤곽선으로 인하여 형상으로 인지된다. <그림 14>

와 <그림 15>를 비교하면 원과 사각형의 교차점에서

각각의 윤곽선의 방향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앞쪽에

놓여있다고 인지되는 형상이 달라진다.

아홉 번째, 근접성(군집)의 항목이다. 이는 하나의

유사성 법칙의 적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각적 측면에서 서로 닮은 요소들이 서로 근접해

있으면 쉽게 형상으로서 인지된다.38) 서로 근접해 있

는 점들은 쉽게 형성하는 무리를 이룬다. <그림 1

6>39)은 작은 원들의 간격이 같지만 <그림 17>40)에서

는 점들이 수직적으로 더 가까워 원주를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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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1)

열 번째, 색상의 항목이다. 붉은색 계통의 긴 파장

의 스펙트럼 색은 형상으로, 푸른색 계통의 짧은 파

장을 갖는 스펙트럼 색은 멀리 보여서 배경으로 보

이기 쉽다.42) 전진색에 가까울수록 형상으로 보이고

후퇴색에 가까울수록 배경으로 인식된다.

열한 번째, 경험의 항목이다. 형은 과거에 지각되

었던 경험과 연관이 있다. 과거에 도형으로 경험했던

형태, 즉 낯익은 도형이 형상으로 쉽게 인지된다.

4.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장식의
시각적 기준

게슈탈트 이론 중 형상과 배경에 대한 항목을 토

대로 장식을 형상으로, 복식을 바탕으로 적용하여 복

식에 대해 가지는 장식의 시각적인 기준을 정리하였

다. 앞서 소개한 11개의 형상과 배경의 법칙에 관한

항목 중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추출하였다. 대칭 항목은 복식에 대한 장식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공간 배열을 의미하나 이미 관찰자가

시각적 균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불필요하기에 제

외하였다. 또한 혼재된 장식 사이에서 요철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철상과 요상

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요철의 항목도 제외

하였다. 일반적인 것에 비해 특이하고 이질적인 질감

이 더 우세하게 형상으로 인지되지만 모든 장식은

표면에 부착되어 각각의 재질감을 가지는데 관찰자

마다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차이를 보이므

로 질감의 항목 역시 제외하였다. 또한 색상과 경험

항목에 관한 사항은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며 아직까

지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배경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복식에 사용된 장식을 형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준들로 포위, 정형(폐쇄성), 공간구성, 면

적, 중첩, 근접성(군집) 등 6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항목들로 인하여 현대패

션에 다양하게 혼재된 장식 중 시각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세한 형상으로 인지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2006년 이후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식의 시지각적

인식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는 이에 대한 예시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첫째, 포위의 항목으로 <그림 18>43)과 <그림 1

9>44)에서 에워싸여 있는 장식이 형상으로서 더 강하

게 인지된다. <그림 19>는 프릴 안쪽에 포위된 비딩

장식이 형상으로 인지된다.

둘째, 정형(폐쇄성)의 항목으로 꽃 모티프를 연상

시키는 배열로 놓아진 <그림 20>45)의 비딩 장식과

<그림 21>46)의 꽃 아플리케 장식이 <그림 22>47)와

<그림 23>48)처럼 뚜렷한 형태가 없는 비딩 장식보다

형상으로 더 우세하게 인지된다.

셋째, 공간을 구성하는 위치가 시야의 중앙, 수평,

수직, 사선 방향 순으로 주요 축과 일치를 이룰 때

형상으로 인지되기에 더 우세하다. <그림 24>49)의 복

식의 중앙 부분에 수직으로 배열된 비딩 장식과 <그

림 25>50)의 수직 방향의 비딩 장식, <그림 26>51)의

드레스 아랫단에 수평으로 비딩 장식은<그림27>52)처

럼 뚜렷한 축 없이 무작위로 배열된 아플리케보다

더 강하게 인지된 다.

넷째, 면적의 항목에서는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보다 집중도를 높인다.

같은 재킷 위의 장식이어도 <그림 28>53)처럼 앞 중

심 쪽에만 놓여진 깃털 아플리케 장식은 같은 모티

프가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그림 29>54)보다 장식적

형상으로서 우세하게 인지된다. <그림 30>55)과 <그림

31>56)의 경우 역시 원피스의 어깨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비딩 장식이 더욱 형상으로 강하게 인지된다.

다섯째, 중첩되었을 때 가장 앞 또는 위에 위치하

는 것이 형상으로 인지되기 쉽다. 한 단위가 부분적

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를 가림으로써, 겹

쳐져 생략되어 있는 단위를 불완전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림 32>57)는 러플 위에 놓아진 장미 모

티프 아플리케가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된다. <그림

33>58) 역시 겹겹의 패치워크 위에 얹어진 비딩 장식

이 형상으로 뚜렷하게 인지된다.

여섯째, 근접성(군집)의 항목은 유사한 항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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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위

<그림 18>

Chloe 07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9>

6267 08 F/W

- http://www.style.com

정 형 (폐 쇄 성)

<그림 20>

Miumiu 10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1>

Christian Dior 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22>

Chloe 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Valentino 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공 간 구 성

<그림 24>

Alberta Ferretti 08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25>

Allegra Hicks 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26>

Valentino 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27>

Lanvin 10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식의 우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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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그림 28>

Burberry Prosum08 F/W

- http://www.style.com

<그림 29>

Burberry Prosum 08 F/W

- http://www.style.com

<그림 30>

6267 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31>

6267 08 S/S

- http://www.style.com

중 첩

<그림 32>

Doo.Ri 10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3>

Chloe 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근 접 성 (군 집)

<그림 34>

Gucci 07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5>

Nina Ricci 09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6>

Anna Sui 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37>

DVF 11 F/W

- http://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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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위치에 모여 자리를 잡게 되면 각 요소끼리

부분적 집단을 형성하여 형상으로 인지되기에 더 우

세함을 뜻한다. <그림 34>59)의 각각의 비딩 장식은

유사한 요소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모여 있다.

따라서 육각형의 형상으로 인지된다. <그림 35>60)는

무작위하게 퍼져있는 비딩 장식들 중 서로 근접한

요소들이 무리 지어져 각각의 모티프로 형상화된다.

<그림 36>61)의 경우 드레스 위쪽 부분의 작은 스팽

글끼리, 아래쪽 부분의 큰 스팽글과 깃털 장식끼리

무리지어 보인다. 반면 <그림 37>62)은 똑같은 모든

요소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어 부분적 집단

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그림 34>, <그림 35>의 경우

보다 형상으로 인지되기 어렵다.

위에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만으로 현대패션에 나

타난 다양한 장식 유형을 모두 파악하여 설명하기에

는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복식에 사용된 많은 장식

중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인식되는 기준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위 항목들끼리 서로 중복이 되었을 경우

에는 상황에 따라 보다 우세한 항목이 있으며, 모티

프의 조형적 특성이 강하고 높은 밀도로 이루어진

장식들로 전체가 채워졌을 때 바탕의 의미가 최소화

되어 형상과 배경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장식해왔다. 이는 인간의 미적 욕구

에서 비롯되어 개인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와 문

화를 반영함으로써 여러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컬러와 소재 등은 물론 봉제 관련 기

술까지 비약적으로 발달된 현대 패션 속에서 장식

역시도 그 기법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스타일의 기성복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패션 브랜드들의 노력으로, 21세기 이후의

현대 여성 패션은 다시 장식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식은 이제 단순함을 넘어서서 고도의 정신적, 심리

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의 예술로서 현대패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사용되는 장식 중 의복

의 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브레이드(braid), 스팽

글(spangle), 비드(beads), 모피(fur), 단추, 벨트, 지

퍼 등의 부속 장식품을 의미하는 트리밍(trimming)

의 방법을 대상으로 복식에서 우선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장식의 시지각 항목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때 각 부분 요소들

이 이루고 있는 세력의 관계는 우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화시켜 지각하려 한다. 형상을 본다는

것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통

찰한다는 의미다.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 중 우세하게

보이는 부분을 형상(figure),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배

경(ground)으로 보는 형상과 배경의 법칙에 따르면

형상은 배경에 비해 확실한 형태가 있으며 배경에

의해 지배적이고 인상적이며 더욱 잘 기억된다. 이들

의 항목은 포위, 정형(폐쇄성), 대칭, 공간구성, 요철,

면적, 질감, 중첩, 근접성(군집), 색상, 경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준으로 다시 포위, 정형(폐쇄성), 공간구성, 면

적, 중첩, 근접성(군집) 여섯 가지를 추출하였다.

포위의 항목은 타 기법들과 혼재되어 있을 경우

에워싸인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형상으로 인지됨으

로써 설명될 수 있었다. 정형(폐쇄성)의 항목에서는

복식 위에서의 배치로 인해 폐쇄된 윤곽선을 형성하

는 장식이 관찰자가 안정적인 정형적 형상으로 받아

들여 보다 쉽게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수직, 수평,

대각선 등의 주요 축에 맞추어 배치된 장식이 더 우

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공간구성의 항목에

서 알 수 있었으며, 장식의 근접된 영역이 더 작을수

록 강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면적의 항목에서 드러

났다. 이밖에도 중첩의 항목에서 복식을 바닥으로 놓

았을 때 가장 위 혹은 앞에 있는 장식이 우선적으로

인식되며 근접성(군집)의 항목에서는 서로 근접한

장식들은 군집화 되면서 형상이 되기 쉬움을 알 수

있었다.

형상과 배경이 구분이 어려워지면 서로 뒤섞여 어

떤 사물도 인식할 수 없다. 무언가를 형상으로 인지

하는 순간 이는 우선적인 시각적 기준을 가지게 되

며 그로 인해 나머지 부분은 형태가 없고 흐릿한 영

역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장식이 혼재된 복식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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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가지의 장식이 형상으로 우세하게 인지된다는

것은 그의 시각적이며 미적인 측면이 보다 구체화된

다는 의미를 가진다. 디테일을 가미한 복식을 보았을

때 형상으로써 우세한 장식은 그 복식을 바라보는

순간의 집중도와 전체적인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식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보다 정확한 시각적 자극법을 찾아내

고 그에 따른 미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색채, 무늬, 소재 자체의

특성 등과 일부 바느질을 필요로 하는 장식적 디테

일 등을 장식유형 범주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식의 조형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

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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