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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a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prev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es. 
The case study proceeded by collecting images from periodicals such as International Men's mag-
azine GQ, First of all website(www.style.com) and Vogue website(www.vogue.com) were viewed. 
The images were selected had shapes, colors, and motives with Japanese aesthetic traits from 
Comme des Garçons’ men's Collections of 2011 F/W to 2016 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le sources of forms and expressive methods of future fashion through Japanese 
traditional aesthetics of Rai Kawakubo’s fashion world. Designers are expected to continue on us-
ing traditional aesthetic beauties of other countries as sources of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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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패션은 다른 예술 형식과 동일하게 특정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상을 보여 준다. 전

통 복식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

는 중요한 문화적 표현이다(Yoo & Hwang & Cho,

2014). 일본 전통복식에 대한 세계 패션계의 관심은

19세기 중기에 등장하면서 절정기가 되었고, 특히 전

통복식 기모노(わふく, 着物, Kimono)는 현대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Jeong, 1995). 1970년대부터

일본 고유의 미의식을 담고 있는 디자인이 서구 국

가에 많이 소개되어 세계 패션의 새로운 기풍을 제

시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Yoo & Hwang & Cho, 2014).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 일본의 여러 디자이너들이

세계 패션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은 일본

전통 미의식을 표출하여 세계 패션계를 이끄는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 전통 미의식을 강하게

표출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이세이 미

야케(Issey Miyake),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이 있다. 이들은

일본 패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일본 미의

식 특성을 배경으로 디자인하는 자신만의 스타일 찾

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Lee, 2010).

특히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의 레이

가와쿠보는 아방가르드 또는 해체주의적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모더니즘 미학을 바탕으로 불

규칙성이나 비대칭 단순성을 강조한 새로운 방식이

접목된 직조공예를 자주 사용하였다. Doko(2009)의

연구에서는 레이 가와쿠보가 보여준 푸어 룩(Poor

Look)은 현대인이 전위예술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감

을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위예술로 여겨졌던 것

을 전통성 요소에 접목시켜 확고한 명상과 철학적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고 꼼 데 가르송의 제품은 남

녀 구별 없이 중성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육체, 여성성

등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재조합하도록 만들기 때문

에 자극적이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된 일

본 전통복식 미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 전

통복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일본 전통미에 관한 연구(Lee, 2008; Yun & Bae,

2001),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 및 반꾸밈 미학

(Chae，2004) 등이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일본 디자이너 패션과 일본 전통 복식을 접목하여

연구(Lee, 2010)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이 카와쿠보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해체주의 관점에서 디

자인 특성(Kim, 2000; Doko, 2009), 아방가르드 디자

인 특성(Doko, 2009)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일

본 전통복식 미학의 조형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의상이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로

당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상을 반영하면

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상의 한 일

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의상의 형태를

통해 한 패션 디자이너의 내적 경험 및 외적 요인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션이 하

나의 시각적 조형물로서 한 예술 형식의 범주에 속

한다고 할 때, 레이 카와쿠보의 디자인 세계는 어디

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며 그녀

의 디자인에 대한 조형성이나 표현성 고찰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전통복식 미학 조형 특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둘째,

패션 상품의 시각조형물로 표현되고 있는 레이 카와

쿠보의 작품에 나타난 일본 전통복식의 미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아시아 패션

디자인 업계에서 오늘날 유행만을 추구하는 의류업

계의 현실에서 탈피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경

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현대 패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 고

찰을 하고, 실증적 작품 분석 자료는 남성 전문 잡지

지큐(GQ), 패션정보 사이트 퍼스트뷰(www.first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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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m), 보그(www.vogue.com)에 게재된 2011 F/W

~ 2016 S/S 꼼 데 가르송 맨즈 컬렉션 중 일본 전

통 미학 특성이 나타난 작품 136점을 수집하였다. 이

중 연구자가 사적 고찰을 통해 형태, 색채, 문양 등

전통 미학 특성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25점을 최종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레이 카와쿠보의 패션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의 패션 산업의 성장에 뒷

받침 받아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나 저널

리스트와 바이어가 급증했다. '일본인이 파리에 몰려

들었다'고 헤럴드 트리뷴의 에베 도르세(Hebe

Dorsey)는 1981-82년 추동의 파리컬렉션에 대해 언

급하여 기사화했다. 레이 가와쿠보가 파리에 데뷔함

으로써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일본인 디자이너들

에 그의 대담한 접근이 더해져, 1983년부터 일본패션

디자인 파워는 더욱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레이 카와쿠보가 제안한 것을 독일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가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본 것과 같은 재료와 구조, 무장식성 등의 특징을 갖

는 것으로 그때까지의 디자이너들과는 전혀 다른 일

본의 미의 개념을 패션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디자인한 의복의 형태는 신체의 라인과는 무

관하게 존재해서 서구적인 '신체와 의복이 만드는 구

축적인 아름다움'의 시각에서 보면 형태를 갖지 않는

옷이다. 그것은 와비(わび), 사비(さび) 등 극히 일

본적인 미학 특성과 통하는 것이었다(Fukai, 1994).

레이 가와쿠보는 현대 전위예술을 위하여 여러 가

지 불신감을 뿐만 아니라 전위예술 형식으로 여겨졌

던 것을 전통 특성 요수에 접목시켜 확고하게 명상

적이나 철학적 것을 나타난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도발적 디자인 작품을 충격적으로 만들

었다(Doko, 2009). 그녀는 도쿄에서 출생하여 대학교

에서 문학미술을 전공하였으나 복식 디자인을 통해

서양 규범에 도전하여 복식의 관례뿐만 아니라 복식

의 질과 량의 개념을 뚜렷해 보여 주고 있다(Eun,

2013). Chika(2007)는 레이 가와쿠보의 디자인을 탄

생시킨 미학의 세계는 관습, 전통, 고정관념을 목적

이 있도록 과감하게 파괴함으로서 새로운 미학적 창

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점에서 레이 가와쿠보의 디

자인 제품은 일본의 전통미적 요소인 와비(わび)적

사비(さび)적 트렌드와 이키의 서민문화의 형성의

트렌드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레이 가와쿠보는 처음에 브랜드명 없이 작업을 시

작하였으나, 그 후 프랑스어로 ‘소년들 같은(like

boys)’의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채택된 꼼 데 가르송

(Comme Des Garçons)이라는 패션 브랜드 회사가

창설되었다. 이 회사는 창조(creation)뿐만 아니라 비

즈니즈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

며 17개나 되는 꼼 데 가르송 관련 브랜드 상표를

보유 하고 있다(Yu, 2015). Kim & Kim(2012)에 의

하면 꼼 데 가르송 패션 디자인 철학은 선(禪)의 미

학의 빈곤(貧困)미와 불이(物異)미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며, 일본 전통 미학적 가치관의 기준을 넘어 기

존에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창의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의 브랜드 철학은 주로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 할 때, 전통적 형태나 고정 불변한 규칙을 따

르면서 동시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

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패션을 선보인다.

패션비즈(2015)는 인터뷰에 대하여 "일본 브랜드 중

에 국제적 브랜드로서 이처럼 성공한 디자이너 브랜

드는 없을 것이다"고 정의한다. 디자이너 레이 가와

쿠보는 전형적으로 모던함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이지

만, 브랜드 다자인 제품은 일본 전통복식의 미학적

특성을 잘 나타나고 있다. Chika(2007)는 콤 데 갸르

송은 미학적인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험

적인 제품을 하고 궁극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는 중

성적 옷을 만들기를 열망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대

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

였다.

2. 일본 전통복식
고대 복식 디자인과 현대 패션 디자인의 기본적

조형요소 개념은 동일하다. 즉, 형태, 색채, 문양 등

이 기본적 조형요소가 되고 사람의 몸매에 꼭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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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Choi & Lee, 2007a). 일상생활 환경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조형으로 분류되며 복

식이 조형미학의 한 분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Choi & Lee, 2007b). 이는 아

시아복식과 서구복식의 조형적 디자인 특성을 통한

것이다.

일본의 민속 복식은 입는 것이라는 의미인 기모노

(わふく, 着物, Kimono)가 대표적이다(Heo, 2006).

기모노는 그 시대 정치, 경제, 문화 등 민족문화 요

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중국 한나라의 전통

복식 및 한국의 전통복식 한복과 가장 유사한다. 기

모노계 (系) 의 의복에는 대륙의 영향이 거의 보이

지 않고 남방 (南方)의 개방(开放)적 요소에 기초하

여, 일본 야마토(やまと, 大和 ) 민족 특유의 연구가

가미(加味)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Fukai, 1994).

복식의 중요한 부분은 형태 구성, 색채 및 배색,

디자인 라인 등이다. 일본의 사상가인 야나기 무네요

시(Muneyosh, Y)는 형(形), 색(色), 선(線)을 서열

화해 형은 중국, 색은 일본, 선은 조선이라고 하였다.

일본 예술에서 색의 미학 특징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며 일본 전통복식에서 가장 독특한 아름다움은 바

로 색채라고 할 수 있다(Muneyosh & Zhang 1995).

앞서 언급된 서양복식에서 형태, 색채, 문양을 중심

으로 사람의 신체에 밀착된 형식은 동양복식의 특성

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hika(2007)에

의하면 에도(えど, 江戸)시대 초기에 무가계급을 중

심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복식이 발전 하였는데, 흔히

‘다테(伊達)’라하여 복식 문양과 색채 등에서 기발함

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 시대 후

기에는 삶의 냄새가 배어 있는 서민적인 미적 감각

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색을 화려하

게 배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색채를 사

용하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색채를 표현한다. 또한

다양한 문양은 기본 자연색을 이용하여 비구조적인

복식 조형 형태이다. 이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간색과

원색의 조화로 의복 전체에 다양한 문양이 계절감을

나타내며 일본 고유의 색채를 표현하게 된다(Chika,

2007).

Ⅲ. 레이 카와쿠보의 패션에 나타난
미학 조형 특성분석

1. 형태 특성
1) 레이어드 특성

일반적으로 레이어드 착장 방식, 즉 여러 겹의 옷

을 겹쳐 입는 방식은 동양복식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본 예장과 방한용으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었

다. 헤이안(平安)시대의 쥬니히도에(十二單)을 중심

으로 형성된 색채미학은 사계절의 꽃과 소나무등과

같은 풍경과 물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일본복식

사에서 가장 호화롭고 아름다운 복식미학을 형성하

였다(Masuda & Chae & Eum, 2006).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에 나타난 패션 형태는 일본

의 전통성 조형 방법과 옷은 감싸는 것이라는 근원

적인 개념을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서 나타난 단순한

자연성 구성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각이나 건

축 느낌을 나타나기 위해 기하학적 특성의 구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재현하는　등 새로

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 카와쿠보는 레이어드로 기하하적 문양을 비

교적 간단하게 표현하였고, 명도 대비와 보색 대비

등 다양한 대비효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Fig.

1>에 표현된 색채는 ‘기모노의 레이어드’라 하여 겹

쳐 입는 복식의 명칭 까지도 특별한 감정을 불어넣

었다. 또한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디자인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장식성의 추구는 레이

카와쿠보의 철학적 자세에 기인하여 새로운 요소의

창조와 더불어 전통 요소를 이해하며, 현대 패션 디

자인의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여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Fig. 2>는 단지 옷감을 누비고, 주름잡고, 비트

등 외형만 변화시킨 것을 통해 그녀는 사람에게 공

간과 몸의 모순 속에서 옷이 아니라 자기 몸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레이 카와쿠보는 기

모노의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에서 출발하여 그

것을 자신의 중심 개념으로 삼았으나, 이러한 동양적

디자인 경향을 훨씬 더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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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 시켰다. 그에 제시된 남성복은 모던함에

일본 전통 착장방식을 접목하여 전통과 현대가 혼합

된 창조적인 레이어드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다.

2) 빅룩 특성

빅룩(Big Look)은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과장

된 형태적 미학의 특별한 표현이다. 일본 전통복식

기모노는 과장 형태, 좌우 비대칭적 형태와 직선 형

태 등 가장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가 나타난다. 특히

기모노의 소매 배래에서는 직선적 미학 특성을 이루

고 있으며, 폭과 길이의 차이를 보이고, 직선적인 실

루엣에 수평, 수직적인 솔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복식형태 특성은 서구 전통복식의 적당한 여유가

형성되어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축적인 특성을 서로

대조해보니, 차이가 아주 명확하다. 그리고 기모노는

이러한 과대하게 풍성한 깃, 크기, 길이, 소매, 바지

(袴)를 볼 수 있는 복식이다(Chika, 2007).

레이 카와쿠보의 한 장의 천을 기본적으로 조직적

인 옷을 만들 수 있는 컨셉(Concept) 조형 요소는

기모노로 부터 나온 발상이다. 즉 그녀는 한 장의 직

사각형의 천에 평면 재단한 의상을 보여주고 있고,

천(生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기교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녀는 일본

전통복식의 미학 특징 중의 하나인 ‘빅 룩(Big

Look)’을 자신의 디자인에 활용하고 더 발전시켜 직

선적인 실루엣을　나타내면서도 부드러운 드레이프

(Drape)를 표현한 것이다.

<Fig. 3>과 <Fig. 4>에서 보듯이 평면 재단으로 단

순한 도형처럼 보이는 옷을 디자인하였고, 신체의 곡

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동양적인 공간

개념을 도입해 조형적 작품을 선보였다. 과장된 크기

의 장방형천 조각 자체의 형태나 절개선이 적은 기

하학적인 요소로 구성하여 여유 있게 신체를 감싸거

나 늘어지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레이 카와쿠보가 전통적인 조형 요소에

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색채와 문양 특성
1) 화미(華美)성

복식 미학적 견지에서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 색

채와 문양의 매우 뚜렷한 특성은 화미(華美)이다. 화

미는 장식적인 요소로 전통복식의 문양, 배색 등으로

표현된다. 화미 배색은 여러 색채를 혼합하게 배합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색채를 사용하되 농

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배색을 나타낸다.

화려미의 또 하나의 특성인 일본 전통문양 요소는

현대 패션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자주 이

용되는 주요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예술의 장식

모티프로는 식물, 동물ᆞ, 풍경, 문자 등이 결합된 상징
성 기호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사람의 정신적 표기로

＜Fig. 1＞ 2016 S/S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a)

<Fig. 2>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b)

<Fig. 3>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c)

<Fig. 4> 2015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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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노의 다양한 디자인 및 착장방식과 함께 섬세하

고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레이 가와쿠보 역시 일본적인 요소를 이용한 꽃문

양과 작은 문양이 조화된 원단을 겹치기 효과로 만들

려 패턴(Pattern)의 장식적 재미와 함께 일본풍 분위

기를 물씬 자아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Chae, 2004).

이와 같이 일본 복식의 두드러진 미학 특징은 다

양한 배색의 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Fig. 5>과

＜Fig. 6>의 작품은 화려한 문양을 응용한 차분하고

우아한 원단의 직물을 의상에 적용함으로써 간색(間

色), 다색(多色)의 색채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또한, <Fig. 7>과 ＜Fig. 8> 작품은 전통 문양과

일본적인 색채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일본적인 색채와 문양

사용에 있어서 저채도의 2차원적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전통적 가치를 둔 창조의 세계를 펼쳐 보

인 것이다. 또한 적색(红色), 청색(靑色), 베이지색

등 기조 색조의 화려한 배색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밝고 부귀한 조형 특성을 표현하였다.

2) 자연(自然)성

일본 색채에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색채들이 있다.

데아스카(飛鳥, デアスカ), 헤이안(平安, へいあんじ

だい)시대에는 우아한 풍조의 일련(一聯)의 색, 가마

쿠라(かまくら, 鎌倉)시대에는 강직을 상징하는 색,

무로마치(むろまち, 室町)시대에는 무채(無彩)의표정

이 있으며, 모모야마(挑山)시대에는 금벽(金碧)을 중

심으로 이용하는 색채가 있었다(Kim, 1988). 일본 전

통 색채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자연색을

기조로 하며, 차분한색의 대비를 통한 색상에 의한

미적 감각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연(自然)성은 다양한 자연적 색채를 가미하여

비구조적 복식에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채로운

원색과 간색의 조화는 의복 전체에 다양하게 표현된

문양 및 계절감과 함께 색채가 융합되어 만드는 일

본 고유의 문화 표현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일본 전통

복식에서는 다양한 색상이 고찰 되는데, 특히 중간색

인 회색과 같은 중성 색채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방법으로 복식을 하나의 문화

로써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본 전통 복식에 많이 사

용된 미학 조형방식은 자연색과 자연문양을 용합하

여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Fig. 9＞와 <Fig. 10>에서 레이 가와쿠보는 남성

복에서 사용한 자연적인 꽃문양을 이용한 재질감을

보이면서 형태 조형 보다 꽃문양이 화려한 경향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자연

적 미학 요소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것이

다.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면,

꽃, 나무 등의 자연친화적인 문양을 많이 사용함으로

써 더 친밀감을 주고 있다. 자연적인 문양의 다양한

<Fig. 5> 2014S/S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e)

<Fig. 6> 2014 S/S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f)

<Fig. 7>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g)_

<Fig. 8>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a, 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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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조화로운 사용방법을 나타나고 있다.

<Fig. 11＞, ＜Fig. 12＞, ＜Fig. 13＞,　＜Fig. 14>

에서 레이 가와쿠보는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학 특

성을 통해 자연색과 자연문양을 복합적으로 다양하

게 이용하였다. 이들 제품은 일본적인 느낌의 전통적

인 자수로 표현하였다. 세련되고 어두운 색깔 보다는

명쾌한 것을 추구함에 따라 흙빛, 카키색, 빨간색 등

밝고 선명한 자연색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형식주의

적인 개념에 대한 반발로 자연색과 자연문양의 채도

가 낮은 쥐색 계열의 색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의

디자인 세계는 자연성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Fig. 15>, <Fig. 16>에 다양한 문양의 동적인 배

열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레이 카와쿠보는 전통적

요소를 자유스럽게 표현하며, 패션의 기능성과 모든

다른 측면을 명확하게 했으며, 식물, 동물 등의 자연

친화적인 문양을 이용한 것 알 수 있다. 다양한 움직

임의 기능성을 용합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헐렁한 복

식에 의한 독특한 조형 미학 특성을 통해 자연적인

요소로서 문양을 중첩 시켜 나타내는 자연성 조형으

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3) 음양(陰陽)의 조화성

음양설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만물을 음양이라는

대립적인 요소로 보는 사고방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

<Fig. 9> 2012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i)

<Fig. 10> 2012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j)

<Fig. 11> 2013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k)

<Fig. 12> 2013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l)

<Fig. 13> 2013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m)

<Fig. 14> 2013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n)

<Fig. 15>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o)

<Fig. 16>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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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음양설은 음양오행설(五行說)과 결합되어서 오

늘날에는 대부분이 오행설 또는 음양설로 간단한 취

급되고 있다. 전통 음양설에서는 남녀(男女), 일월

(日月), 천지(天地), 흑백(黑白), 명암(明暗) 등의 자

연현상을 비롯하여 사물의 상호관계를 대립 사물로

보려고 하는 방법이 일찍부터 널리 적용되어졌다

(Yoo, 1994).

레이 가와쿠보의 제품에 보면, <Fig. 17>, ＜Fig.

18>와 같은 음양오행설 대표색채 흑색과 백색을 많

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흑과 백은 서로 도와서

조화를 일으킨다. 흑백의 조화는 명도가 가장 적은

것과 가장 큰 것은 조화이며, 색상 배함에 많이 이용

된다. 백색은 음이며, 흑색은 양으로 음이 양을 도와

상생을 한다.

또한 일본 전통철학에 경우는 대부분이 명안현막

설(明暗顕漠说)로 취급되고 있다, 명은 적색(赤), 안

은 흑색(黑), 현은 백색(白), 막은 청색(青)이라고

하였다. <Fig. 19, 20>와 같은 작품은 기조 음양 색

적색과 흑색을 대해서 화려한 배색을 다양하게 이용

하여 밝고 부귀한(富贵) 조형 특성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에 표현되어진 음양사상에 관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패션 제품은 무엇보다도 이러

한 색채를 대해서 대비조화(對比协调)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접에서 대단히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Fig. 17>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q)

<Fig. 18> 2016 S/S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r)

<Fig. 19>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a, n.d.-s)

<Fig. 20>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t)

<Fig. 21> 2011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u)

<Fig. 22> 2012 F/W

Comme Des Garçons

(Firstview, n.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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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에 경우, <Fig. 21>와 같은 운문(雲纹)은 음양

산천의기를 뜻하며 산수와 더불어 배경을 이루는 문

양으로 전통복식에서 가장 좋아하여 응용해 전통 문

양이다. 옛날 사람들은 구름의 색과 형태, 또한 구름

이 일어나는 시간 등을 합쳐서 길흉 (吉凶)을 판정

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Lee, 1992). 또한 Lee

(1992)는 모란꽃이나 작약 꽃은 부귀와 길상 (吉祥)

의 상징이라고 한다.

<Fig. 22>의 작품은 작약 문양을 이용하여 형태

조형 보다 운과 꽃문양이 화려한 경향으로 표현 되

었다. 이는 양극성(polarity) 문양을 사용하여 음양설

미학 요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적 표현으로 해석된

다. 음양설에서 여성적 음은 구성적(structive)측면으

로, 남성적 양은 활동적(active) 측면으로 정의한다.

이를 디자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 활

동적 운과 꽃문양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더 양극성을

보여 주고 있다.

Ⅳ. 결론
일본의 패션디자이너들은 일본전통과 기모노을 중

심으로 전통에서 시작된 스타일을 새롭게 재탄생시

켰고 국제화와 지역화를 막론하고 패션에서 현대화

를 이루었다.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은 일본 전통복식

문화의 조형성과 정신적 가치를 표출하며 디자인에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그녀가 지니고 있는 미학적이

며 철학적인 자세에서 기인되어 컬렉션을 통해 나타

내고 있다.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전통복식 미

학 조형 요소를 토대로 하는 레이어드(Layered) 형

태, 빅룩(Big Look) 형태 등이 자연과 인공 복합적

색채와 문양과 더불어 표현되었다. 레이 카와쿠보 남

성복에 나타난 조형 미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

통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형태, 색채와 문양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이러한 조형 요소가 레이 카와쿠

보의 작품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 카와쿠보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 특성

은 일본 전통복식 미학 조형요소를 토대로 하는 레

이어드(Layered) 형태, 빅록(Big Look)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 전통 복식

조형방식 활용과 새로운 조형 방식을 개발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전통미를 볼 수 있는 패션을 만들었다.

둘째,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문

양은 일본 전통복식 미학 요소를 토대로 하는 화미

(華美) 특성, 자연과 인공복합성, 음양(阴阳) 특성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문양은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차분한 색채와 문양의 복합을 통한 용합미적 감각이

강조되고 있다. 색채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기초를 둔

문양을 기조로 하며 화려한 색채와 문양 복합에 의

해 미적 감각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음양오행상생

대표색채 흑색, 적색과 백색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음양설 미학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도 많이 나타난다.

셋째, 일본 전통복식의 조형 특징이 레이 카와쿠

보 작품에서 단순히 활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새

로운 것의 창조와 함께 일본 전통복식의 조형 특성

과 서양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결합 시켰다. 새로운

조형 미학 요소를 창조하며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 처럼 레이 카와쿠보는 항상 새로운 요소를 추

구하면서도 전통의 맥을 유지하는 디자이너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일 되게 표현하는 실험적인 면을 지

니고 있다．일본 전통 예술과 문화에 미학 감각을

접목 시켜 자기 디자인 세계를 완성했다. 레이 카와

쿠보의 패션에 나타난 일본 전통복식 미학 조형 특

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을 활용한 패션의 미학

조형성과 디자인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

으로도 일본 전통복식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통복식

을　활용한 현대패션의 미학 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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