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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fashion design us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works by Kate MccGwire, a modern

sculptor paying attention to soft sculpture materials such as feathers. In this research on MccGwire works,

their internal meanings may be derived as the dualism of familiarity, movement and consciousness. Works

also hav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overlapping, fluidity and twist. Using such characteristics, 4 one piece

dresses and 2 vest dresses were mad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ccGwire works could be expanded into expressive areas of silhouettes and details in fashion. Second, vis-

ual flow and concentration could be expressed by gradual coloration of feather colors. Third, dart manipul-

ation could be applied naturally by details and curve silhouettes of fashion design. Fourth, touch of feather

material could be expressed fully by leaving the edge of garments raw. Fifth, spatiality of fashion could be

implemented partially by applying decorative saddle stitching to costume design details. This study explored

a potential of soft sculpture occurred during a transitional process of objet pursued by 20th century's avant-

garde artists applicable to fashion design ideas that suggested methods for contemporary creative design.

Key words: Fashion design, Soft sculpture, Kate MccGwire, Feather sculpture, Dualism; 의상디자인, 부

드러운 조각, 케이트 맥과이어, 깃털 조각, 이중성

I. 서 론

20세기 초 입체파 화가들의 재료실험으로 시작된 오브

제 사용은 현대미술의 ‘부드러운 조각(Soft Sculpture)’ 개

념을 발생시켰다. 전통적인 조각에서 영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 돌, 대리석, 청동 등의 경질재료를 사용했다면,

현대미술의 부드러운 조각은 깃털, 잎사귀, 고무, 머리

카락, 종이 펄프, 섬유 줄기, 밧줄 등과 같은 시각적, 촉각

적으로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 조형물이다. 부드러운

조각이라는 명칭은 1960년대 미국의 팝아트 작가 클래

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작업을 계기로 그 명칭

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부드러운 조각은 과정미술(Pro-

cess Art), 개념미술(Conceptual Art), 대지미술(Land Art,

Earth Art)로 이어지면서 20세기 광범위한 예술사조의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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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한 분야로서 패션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시대

적 현상을 투영하는 거울이다. 패션은 부드러운 조각과

동일한 소재 특성을 지닌 예술로서(Kim & Geum, 2009),

공간에서 입체성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표현 예술이라는

점에서 조각과 동일 선상에 있다. 조각의 조형적 특성

은 패션디자인의 실루엣이나 디테일에 다양하게 응용

되어 창의적 패션디자인 발상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Park, 2014).

본 연구는 부드러운 소재인 섬유를 여러 가지 기법으

로 입체화하는 의상이 부드러운 조각과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닌다는 사고, 그리고 최근 깃털과 같은 비전통적

인 재료로 조형물을 만드는 조각가, 케이트 맥과이어

(Kate MccGwire)에 대한 관심에서 진행되었다. 케이트

맥과이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깃털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예술과 패션에 관련된 잡

지『차고(Garage Magazine)』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2016

SS 앤 뒤멜뮈스터(Ann Demeulemeester) 컬렉션, 2016년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ès) 긴자 매장의 쇼윈도 디

스플레이 등으로 패션과 관계하며 시너지 효과를 이루

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부드러운 조각, 그리고

조각가 케이트 맥과이어의 부드러운 조각 작품에 나타

난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접목한 의상디자인 작

품을 개발, 제작하여 예술을 패션디자인 발상에 활용하

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첫째, 부드러운 조각의 형성과

정과 재료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조각가 케이트 맥과

이어 작품의 내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고찰하며, 셋째,

케이트 맥과이어 조각 작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의상디

자인 작품제작 연구를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작품제작으로 진행

한다. 문헌연구는 미술전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선행

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진행하고, 사례연구는 케이

트 맥과이어가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2004년에

서 2017년까지를 범위로, 그의 조각 작품 중 대부분을 차

지하는 깃털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작품제작은 6점

의 의상디자인을 개발 및 제작한다.

II. 부드러운 조각에 대한 고찰

1. 부드러운 조각의 개념 및 형성배경

조각(Sculpture)이란 라틴어 ‘스쿨페레(Sculpere)’에서

파생된 용어로, 망치, 톱, 끌, 정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단단한 재료를 쪼거나 깎는 것을 의미한다(“조각 [sculp-

ture, 彫刻]”, n.d.).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시도

한 다양한 현대미술사조에 의해 조각의 외연이 확대되

었으며, 1960년대 이후 조각의 재료로 밧줄, 가죽, 종이,

섬유, 비닐, 라텍스, 캔버스 등과 같은 연성재료가 시도

되었다(An, 1999). 부드러운 조각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20세기 초 입체파에서 사용한 오브

제(Object)의 변천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오브제

를 회화에 도입한 것은 20세기 초에 평면적인 회화에 한

계를 느낀 입체주의(Cubism)이다.

오브제는 입체주의 대표적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Pa-

blo Picasso)의 콜라주(Collage)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카소는 1912년에 캔버스 위에 등나무로 엮은 무늬를

그려 넣는 대신에 등나무의 무늬가 인쇄된 실제 천을 캔

버스 위에 붙임으로써 <등나무 의자가 있는 정물(Still

Life with Chair Caning)>을 최초의 콜라주로 제작했다

(Contemporary Art Research Society of Euro et al., 2002).

한편, 미래주의(Futurism) 역시 입체주의 영향으로 콜라

주 작품을 제작했다. 움베르토 보치오니(Umbeto Bocci-

oni)는 ‘조각의 미래주의 선언’에서 조각에 운동을 도입

했으며 조각 제작 시 재료에 있어서도 청동과 대리석 조

각의 전통적인 소재를 배제하고 전기 광선, 유리, 헝겊,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시도했다(Kim, 2005).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에서 사용된 오브제가 회화적인

평면성에 머무른 반면, 다다이즘(Dadaism)에서 오브제

는 그 자체가 예술로서 등장한다. 다다이즘의 대표적인

작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대량생산된 물건

이나 진부한 물건들도 예술가에 의해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는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품이 아닌 기존에 있는 사물

로서, 이는 일상품과는 구별되며 작가가 발견하고 선택

한 다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오브제, 즉 ‘발견된 오브

제’를 뜻한다(Kawk, 2011). 다다이즘에 이어 초현실주의

(Surrealism) 작품들은 표현 방식에 있어서 부드러운 조

각의 개념에 한층 더 근접하기 시작했다. 머렛트 오펜하

임(Meret Oppenheim)의 <오브제, 모피로 된 아침식사

(Object, Fur Breakfast)>는 본래의 사물이 갖고 있는 재질

감과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질감표현에서 혼란을 주었

으며(Lee, 2003), 몽상에 의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만든

‘몽상적 오브제’로 해석되었다(Kawk, 2011).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거쳐 발전된 오브제의 개념

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부터 유럽과 특히 미국

에서 시도된 아상블라주(Assemblage) 예술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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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블라주는 폐품이나 일회용품 등 비미술적인 오브제

와 재료를 용접하거나 풀로 붙여 조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Atkins, 1990/2003), 네오다다이즘(Neodadaism)

과 누보레알리즘(Nouveau Réalisme)의 작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대표적인 작가인 로버트 라

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는 1954년에 나무판 위에

부드러운 재료를 결합시켜 회화와 조각이 합쳐진 ‘컴바

인(Combine) 아트 회화’를 창조했다. 라우센버그가 시

도한 최초 컴바인 아트 회화인 섬유 오브제 작품, <침대

(Bed)>는 친근한 일상용품인 레디메이드 섬유 자체 즉

‘실제의 오브제’를 적용한 것이다. 이런 ‘실제의 오브제’

는 팝아트(Pop Art)의 등장을 예고했으며, 팝아트 작가

올덴버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Farthing, 2008/2009).

올덴버그는 1962년에 첫 ‘부드러운 조각품’을 제작했

다. 비닐이나 캔버스로 작품의 S외형을 만들고, 고무나

스펀지로 속을 채워 제작한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플로어 콘(Floor Cone)>, <플로어 케이크(Floor Cake)>,

<플로어 버거(Floor Burger)> 등을 꼽을 수 있다. 올덴버

그의 부드러운 조각은 친근한 오브제를 부드러운 재질

로 재현하며 일상의 평범한 물건들을 고급문화의 영역

으로 끌어올렸다(Farthing, 2008/2009). 이는 실물 그 자

체를 오브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물을 작품의 소재

로 사용하여 재현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오브제’라 할

수 있다(Oh, 1979).

20세기 초 오브제의 변천과정 중 등장한 부드러운 조

각은 조각의 개념을 확장시켜 전시장을 벗어난 대규모

작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과정미술, 개념미술, 환경미술,

하늘 조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부드러운 조각의 재료에 따른 고찰

본 장에서는 부드러운 조각의 재료로서 섬유, 고무 ·

라텍스, 깃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재료로 만든 조

각 작품의 사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섬유

섬유는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이동성이 좋고,

타 재료보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재질로서 형태를 손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재질감에 있어서 인간

과의 관계에서 감각을 유발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Choi,

2004). 폴란드 태생의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츠(Magdal-

ena Abakanowicz)는 아교와 올이 굵은 삼베를 재료로 주

물을 뜨는 작업 기법을 이용해 머리가 없고 속이 비어있

는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비참하게 희생된 인간의 존재

를 표현하였다(Kim, 2013). 특히, 그의 작품 <등 80(Ba-

cks 80)><Fig. 1>은 인체의 등 부분을 강조한 80개의 군

상으로 소외감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섬유가 갖고 있는 재질적 특성에 작가의 이념을 강하

게 내포시키는 작업은 루이즈 부르주아와 쿠사마 야요

이의 작업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개인적인 경험,

아프리카 토템, 현대미술의 다양한 경향을 수용해 조각

과 설치미술을 하며, 199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

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 10대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

다. 성적으로 문란한 아버지로 인해 불행한 가정환경에

서 자란 그는 인간의 공포와 심리적 불안, 고통을 작품

으로 표현한다. 1990년대 이후 바느질로 이루어진 그의

작업에는 상징적 요소들이 있다. 바느질의 행위는 치유

를 상징하며, 천 조각을 연결하는 것은 회복, 화해, 통일

등을 뜻한다(Contemporary Art Research Society of Euro

et al., 2002). 부르주아의 <나선형의 여인(Spiral Wom-

an)>은 다리, 팔, 귀 등 신체 일부 이미지로 된 작품들을

제작한 것이다. 부르주아는 자신의 신체와 작품을 하나

로 생각했으므로, 신체 형상들은 그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투영한다고 볼 수 있다(Chung,

2008).

일본의 조각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는 어린

시절 가정학대에 대한 정신적 강박증세를 작업으로 승

화시킨다. 그의 작품에는 섬유를 활용한 조각이 많이 등

장하는데 그물 모양의 패턴이 화면을 뒤덮은 <무한망

(Infinity Nets)> 연작과 <물방울(Polka Dots)> 회화로 자

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한다(Contemporary Art Research

Society of Euro et al., 2002). 그의 섬유 작품으로는 <무

한거울방-남근 밭(Infinity Mirror Room-Phalli's Field)>

<Fig. 2>, <나우(Now)>, <슈트 케이스(Suit case)> 등 다

수가 있다.

섬유를 활용하는 또 다른 작가 서호도는 자신의 유학

경험으로부터 서울과 미국의 거리를 ‘공간의 변화’라는

낯설고 불편한 감각을 원단으로 표현했다. 그는 ‘집’이

라는 공간을 입고 다니는 옷처럼 접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Lee, 2013).

<Fig. 3>은 LA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했던 <서울 집/LA

집/NY 집(Seoul Home/L.A. Home/New York Home)>으

로, 그가 한국에서 주거했던 성북동의 전통 한옥가옥을

옥색 한복감으로 정교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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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무 · 라텍스

섬유 재료와 비슷한 시기에 부드러운 조각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고무이다. 고무를 부드러운 조각

의 소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의 라

텍스를 사용한다. 라텍스는 미세한 세부 묘사가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도 표현하기 좋다.

1960년대 후반 미니멀 아트(Minimal Art) 작가인 리처

드 세라(Richard Serra)는 전통적인 조각 제작 방법을 사

용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재료(Raw Mater-

ial)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특성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라는 고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고무를 자르고 묶고, 겹치는 구성

법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

고자 하였다(Shim, 1984). 그의 작품 <9개의 고무벨트와

네온(Nine rubber belts and neon sign)><Fig. 4>은 여러

개의 고무 끈이 서로 얽혀 9개의 고무 덩어리를 이루어

연속적으로 벽에 매달려 있고, 그중 하나에서 네온 불빛

이 반짝인다. 고무 재료의 유연성과 특징이 강조되고, 중

간에 얽혀있는 네온관으로 인해 물렁물렁함과 딱딱함

이 작품 전체를 조화롭게 한다.

1960년대 미국의 조각가 에바 헤세(Eva Hesse)는 탄력

적이고 부드러운 재료를 공간에 걸어두는 작업을 많이

했다. 그는 끈이나 나무, 이외에 물렁한 재료들로 만들어

진 작품을 공간에 매달아 중력의 효과를 연출했다. 그가

1969년에 완성한 <우연(Contingent)><Fig. 5>은 밧줄을

라텍스에 적신 후 매듭을 짓고서 엉키게 한 다음 천장에

매달아 늘어지도록 설치한 작품이다. 이는 밧줄이 휘어

지거나 수축이 가능하므로 밧줄 원래의 구조와 상태가

무한정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An, 2010).

일상의 오브제와 자신의 신체를 작품에 사용하는 팀 허

Fig. 1. Backs 80.

From 등 80 [Backs 80].

(n.d). http://www.

wooyangmuseum.org

Fig. 2. Infinity Mirror Room

-Phalli's Field.

From Frank. (2015).

https://www.huffingtonpost.com

Fig. 3. Seoul Home/ L.A. Home/

New York Home.

From Lee. (2007).

http://www.ohmynews.com

Fig. 4. Nine rubber belts and neon sign.

From Park. (2010).

http://monthly.chosun.com

Fig. 5. Contingent.

From Contingent. (2016).

https://nyartfinds.com

Fig. 6. Balloon Self-Portrait.

From Seo.

(2005). p. 94.



부드러운 조각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케이트 맥과이어의 작품을 중심으로-

– 255 –

킨스(Tim Hawkinsom)는 관람자에게 감상 차원의 작품

을 제시하기보다는 작품에 사용한 재료와 제작 방법의

기발함으로 놀라움을 준다. 그의 작품 <풍선 자화상(Bal-

loon Self-Portrait)><Fig. 6>은 작가가 자신의 몸에 라텍

스를 발라 공기를 집어넣어 만든 작품이다(Seo, 2005).

고무를 재료로 한 작품들은 고무의 재질적 특성인 탄

력성으로 인해 색다른 촉각성과 유연성을 지니므로 부

드러운 조각의 한계를 확장시킨다.

3) 깃털

깃털(Feather)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털로, 파충

류의 비늘이나 짐승의 털과 발생학상 기원이 같다. 깃털

은 조류 피부의 케라틴질을 보호하고, 사이사이에 공기

층을 만들어 체온을 보존하며 비중을 가볍게 하여 조류

가 물에 뜨거나 날 수 있게 한다. 깃털은 여러 가지 색으

로 염색이 용이하고,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크리스 메이너드

(Chris Maynard)는 12세 때부터 새를 좋아해 깃털을 모

았으며 깃털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동물원 등으로부

터 얻은 다양한 새의 깃털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든다.

메이너드는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돋보기 안경

과 수술용 집게, 가위를 사용하여 깃털을 조각한다. 그

리고 깃털이 갖고 있는 질감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서 섀도우 박스(Shadow-Box) 안에 작품을 넣어 보관한

다(Maynard, 2012). 그의 작품은 <벌새(Hummingbird)>,

<몸짓(Gesture)><Fig. 7> 등 다수가 있다.

프랑스 출신의 설치미술가, 이사 바르비에(Isa Barb-

ier)도 깃털을 활용한 설치 작품으로 유명하다. 바르비에

는 주로 투명한 실에 깃털을 매달아 공간 안에 설치하

며(Jorja, 2013), 그의 작품으로는 <돔(Dome)>, <각도

(Transposition)><Fig. 8> 등 다수가 있다.

영국 서머셋(Somerset)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루

시 글렌디닝(Lucy Glendinning)은 랜드스케이프 인스티

튜트 어워드(Landscape Institute Awards)를 두 번 수상했

으며, 시빅 트러스트 어워드(Civic Trust Awards)를 2010년

에 수상한 바 있다. 글렌디닝의 작품 <깃털 아이 1-6(Fea-

ther Child 1-6)>는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그가 갖고

있는 환상에서 시작되었다. <깃털 아이 1-6>는 인간의 유

전자가 조작 가능한지, 물리적인 능력을 막을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작가 자신의 질문을 작품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작가는 부서지기 쉬운 깃털을 활용해 이카루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오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2016

F/W INTERCOLOR 터키 [2016 F/W INTERCOLOR Tur-

key]”, 2015). 그의 대표적인 깃털 작품은 <깃털 아이 6

(Feather Child 6)><Fig. 9>, <언노운 보이(Unknown Boy)>,

<뉴 보이(New Boy)>가 있다.

III. 케이트 맥과이어에 대한 고찰

1. 케이트 맥과이어에 관한 고찰

케이트 맥과이어는 1964년 영국에서 태어나 텃새와

철새 무리가 많은 영국의 동부해안 노퍽브로즈(Norfolk

Broads)에서 성장했다. 강과 새가 있는 환경은 맥과이어

의 일생을 함께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는 강가에 정박

한 바지선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맥과이어는 2001년 UCA(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s) 미술학사 1위 수상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RCA

(Royal College of Art)에서 조각을 전공하여『Hair's-Br-

eadth』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석사학위

를 받았다. 작가로 활동하며 2008년에는 ‘하트오브글래

스(Heart of Glass)’상을 수상했다(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mmittee, 2013). 맥과이어가 주목을 받

Fig. 7. Gesture.

From Gesture. (2017).

http://www.featherfolio.com

Fig. 8. Transposition.

From Barbier. (2017).

http://www.isabarbier.fr

Fig. 9. Feather Child 6.

From Glendinning. (2013).

http://www.lucyglendinning.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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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것은 2004년 RCA 졸업전시에 발표한 <부르

드(Brood)><Fig. 10>를 통해서였다. <Brood>는 벽을 캔

버스 삼아 닭 날개 부분에서 나온 약 27,000개의 뼈(Wi-

shbone)를 나선형으로 부조한 작품이다. 광고계의 거물

이자 영국의 주요한 컬렉터인 찰스 사치(Charles Saat-

chi)가 졸업작품전시에서 이를 구매하면서 그의 작가활

동이 시작되었다(Fullerton, 2013). 그 덕분에 맥과이어는

바지선을 구입하여 남부 런던의 섬, 플래츠 에이트(Pla-

tt's Eyot)에 정박시켜놓고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맥과이어는 스튜디오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

히 발견한 깃털에 매력을 느껴 닭의 날개 뼈를 활용한

작업으로부터 새의 깃털을 소재로 하는 작업으로 전환

했다(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mmittee,

2013). 그는 항상 가방에 낡은 가죽으로 된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목탄으로 드로잉을

하며 작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맥과이어의 조

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수집이다. 그의 조

각에는 작품의 규모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깃털

이 필요하다. 맥과이어는 아침마다 스튜디오 근처의 강

가를 산책하면서 떨어진 깃털을 수집하고(Wright, 2015).

또 영국의 각 지역에서 수년 간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로

부터 깃털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비둘기 깃털과 까마

귀 깃털은 1년 중 새들이 털갈이를 하는 시기인 4월과

10월에 대부분 얻고, 다른 종류의 새의 깃털은 개인적

으로 새를 키우거나, 지역 사냥터 관리인이나 농부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충당한다(Mitsios, 2011). 맥과이어는 이

렇게 얻은 깃털들을 새의 종류, 색상, 크기, 깃털의 방향,

위치 등으로 분류한 다음 세척하여 보관하며(Mok, 2011).

작품이 완성될 정도로 깃털이 모아지면 실제적인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각 작품들은 조각된 재료로 구성된 지지구조 위에 펠

트와 손질한 깃털의 배열로 만들어진다(Harris, 2014). 이

때, 맥과이어는 어떠한 깃털도 염색하지 않으며 깃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택하여 배색한

다. 하나의 조각 작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작

품의 크기나 깃털이 수집되는 시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맥과이어는

작품을 만드는 도중에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드로잉으

로 기록해둔다.

이렇듯 맥과이어가 깃털을 수집하고 작품을 창조하는

일은 서로 얽혀있으며 그 자체는 일종의 선순환(Virtu-

ous Circle)을 이룬다. 맥과이어는 2004년부터 2017년까

지 80여 회가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현재

도 깃털을 활용한 작품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2.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의 특성

1)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의 내적 의미

케이트 맥과이어는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미를

이중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감각과 이성, 시각과 감정 및

사고의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작품이라는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다(Andres, 2011). 맥과이어의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는 크게 ‘익숙함의 이중성’, ‘움직임의 이중성’, ‘의

식의 이중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

맥과이어는 익숙한 대상에 예기치 못한 과장과 섬뜩

한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익숙함의 이중성’을 표현, 친

숙한 사물에 내재된 의미에 대한 선입견을 재검토하도

록 하였다(Mikocki, 2012). 맥과이어의 깃털 작품을 처음

본 관람자들은 처음에는 깃털 조각에서 느껴지는 분위

기에 압도되지만 깃털 조각이 실제로 새에서 나온 유기

Fig. 10. Brood.

From MccGwire. (2015a). http://www.katemccg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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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낀다.

맥과이어는 관람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놀라움을 깃털 작

품을 통해 전달하고, 깃털이 가진 본질적인 움직임과 가

벼움은 그의 작품을 통해 공포감을 지닌 무거움으로 나

타난다(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ommit-

tee, 2013).

맥과이어 작품에 나타난 ‘움직임의 이중성’은 그가 작

업하는 주변 환경인 강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해석된다.

강물의 표면은 잔잔하지만 강 내부의 깊은 곳은 빠른 물

살로 움직이고 있어 이중적인 의미가 발견된다. 작은 조

각 작품에서 큰 조각의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맥과이

어는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깃털을 반복적으로 중첩시

켜 스스로 잔잔히 흐르는 것과 같은 조각을 만드는데, 이

는 작품으로 완성되는 순간 마치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

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큰 움직임의 착시를 불러일으킨

다.

맥과이어는 비둘기, 까마귀 등 다양한 새의 깃털을 재

료로 작업하면서, 같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이중

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이중성’을 제기한다. 비둘기는

도브(Dove)라 불릴 때는 평화와 순수, 다산, 새 소식과 같

은 긍정적 의미를 상징하지만 피전(Pigeon)이라 불릴 때

는 ‘날개 달린 쥐’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불결과 유

해성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도브와 피전은

같은 종의 새이다(Andres, 2011). 맥과이어가 작품을 통

해 탐색하는 의식의 이중성은 까마귀를 죽음에 연결시

키는 것과 같이 다양한 조류와 관련된 문화적 연상을 환

기시킨다(Harris, 2014). 그는 쓰레기로 취급되는 새의

깃털을 활용하여 작품으로 선순환시키는 실천으로 이

러한 이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람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의 미적 특성

케이트 맥과이어의 깃털 작품들은 인간의 형상에 기

인한 것으로 형태적인 미적 특성은 중첩성, 유동성, 꼬임

성 등으로 나타난다.

중첩성은 맥과이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그의 대부분의 깃털 작품에 적용되는 특성이다. 맥과이

어는 작품의 크기에 따라 수백, 수만 개에 이르는 깃털

을 세우거나 눕히는 형식으로 층을 지어 형태를 만든다

(Azzarello, 2014). 맥과이어의 깃털 작품의 중첩성은 세

우는 형태의 중첩과, 눕히는 형태의 중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깃털을 세워서 중첩시킨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드

웰(Dwell)><Fig. 11>, 깃털을 눕혀 중첩시킨 대표적인 작

품은 <호스트(Host)><Fig. 12>를 들 수 있다.

맥과이어 깃털 작품은 시각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유

동성의 특성을 지닌다(Hemmings, 2014). 이는 강물의 표

면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도 같이 크고 작은

움직임의 착시를 관람자에게 전달한다. 유동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맥과이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플럭스

(Flux)><Fig. 13>와 설치조각 작품 <이베큐에이트(Eva-

cuate)><Fig. 14>을 들 수 있다. 특히, <Evacuate>는 300년

된 시골 사유지의 부엌에 설치한 조각품으로 맥과이어가

수년 동안 모은 깃털들은 청둥오리, 거위, 공작, 꿩, 물오

리, 까치, 산비둘기, 메추리, 뇌조, 칠면조, 닭 등 오븐에

서 요리된 새의 깃털을 이용한 작품이다(Mok, 2011).

마지막으로 맥과이어 작품은 꼬임성의 특성을 가진

다. 맥과이어는 깃털을 활용하여 긴 덩어리들이 서로 엮

여 들어가는 듯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조각들은 깃

털의 중첩성에 의해 시각적 효과가 더해지면서 마치 살

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 꼬

임성의 효과가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들은 <커넌드룸

(Conundrum)><Fig. 15>, <플라이트(Plight)><Fig. 16> 등

이 있다. 특히, 꼬임의 특성이 잘 드러난 조각들은 밀폐

된 유리상자 속에 넣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많은데 유

리상자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작품을 만들어 산소가 차

단된 느낌을 주면서 무생물인 작품이 마치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Table 1>은 맥과이어 작품의 내적 의미와 미적 특성

을 정리한 것이다.

IV. 작품제작

1. 작품개요

본 연구는 부드러운 조각의 재료 중 하나인 깃털을 활

용한 조각가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의 특성을 의상디자

인에 적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고자 한다. 우선,

부드러운 조각에 대한 사적고찰과 소재별 사례고찰을

통해 발상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맥과이어의 깃털 작

품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 미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를

시각화한 의상디자인을 개발하고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의상 작품을 개발하였다.

작품은 원피스 드레스(One Piece Dress) 4점과 베스트

형 드레스(Vest Dress) 2점, 총 6점의 여성복으로 구성되

었다.

의상의 실루엣 표현은 맥과이어 작품의 미적 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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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성, 유연성, 꼬임성을 의상에 표현하고자 하여, 패턴

의 크기 변화로 점층적인 느낌을 주어 중첩성을 실현하

고, 실루엣과 디테일에 곡선의 형태를 적용하여 유연성

을 추구하였으며, 의상의 중심 부분이나 여밈 부분에 꼬

임성을 적용하여 집중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디테일 표현 기법은 비슷한 크기와 형태의 원단을 반

복적으로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틈을 만들어 맥과이

어 작품에서 영향 받은 공간성을 표현해보았으며, 다양

한 형태의 원단을 서로 얽히게 하여 맥과이어 작품에서

발견된 꼬임을 표현하였다.

의상의 색상은 맥과이어 작품의 70% 이상을 차지하

는 재료로서, 비둘기, 까치, 수탉의 깃털 색상에서 추출

하여 선정하였다. 짙은 회색(Dark Gray)부터 연갈색(Li-

ght Beige)까지 비둘기의 점층적으로 밝아지는 7가지의

색상과 까치에서 비롯된 밝은 파랑(Bright Blue)과 밝은

보라(Bright Violet), 짙은 파랑(Deep Blue), 수탉의 깃털에

서 참고한 올리브빛 초록(Olive Green), 짙은 초록(Deep

Green), 짙은 청록(Deep Blue-Green), 짙은 녹황(Deep Gr-

een-Brown) 등의 색상을 의상에 적용하였다.

의상의 소재는 새의 깃털이 주는 가벼움과 따뜻한 느

낌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공기의 함량이 좋은 양모 소재를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Kate MccGwire's work

Internal meanings Aesthetic characteristics Work

Dualism of familiarity

- Familiar things 

- A strange feeling

Dualism of movement

- Dead feather 

- Seem to move alive

Dualism of consciousness

- Positive outlook about

birds: peace, pure, fec-

undity, news

- Negative outlook about

birds: dirtiness, disgust

Overlapping

- Feather works by repe-

tition of erecting or lay-

ing down feathers

Fig. 11. Dwell.

From MccGwire. (2015b).

http://katemccgwire.com

Fig. 12. Host. 

From MccGwire. (2015d).

http://katemccgwire.com

Fluidity

- Overlapped forms giv-

ing a flow to the work

and having a visual effect

to make the work seem

to move

Fig. 13. Flux.

From MccGwire. (2017b).

http://katemccgwire.com

Fig. 14. Evacuate.

From MccGwire. (2015c).

http://katemccgwire.com

Twist

- Overlapped feathers in

a mass to form a twist

Fig.15. Conundrum.

From MccGwire. (2017a).

http://katemccgwire.com

Fig. 16. Plight.

From MccGwire. (2015e).

http://katemccg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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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전개 및 해설

맥과이어의 깃털 조각 작품을 모티브로 라인드로잉 →

재해석 → 디자인(도식화, 소재, 색상) → 드레이핑의 과

정을 거쳐 6점의 의상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각각의 디자

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맥과이어의 작품 <벡스(Vex)><Fig. 17>를 모

티프로 디자인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라인드로잉 작업

을 통해 아치형 라인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좌

우대칭으로 정리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이때 맥과이어 작

품의 조형적 특성 중 중첩성과 유동성을 표현하고자 하

였다. 아치형의 패턴들을 작품의 뒤 중심 패널에서 옆선

을 거쳐 앞 중심으로 겹겹이 중첩시켰으며, 앞면의 어깨

와 가슴 부분, 그리고 뒷면의 옆선 디테일 부분의 패턴 조

각들은 한쪽 면을 봉제하지 않고 살짝 뜨게 만들어 깃털

작품과 같이 공간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의상의 뒤 중

심에서 옆선으로 갈수록, 또 옆선에서 앞 중심으로 갈수

록 비둘기 깃털의 색으로부터 추출된 짙은 회색에서 연

갈색에 이르는 일곱 단계의 색상을 점층적으로 밝아지

도록 배치하여 맥과이어의 조각에 나타난 시각적 유동

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II는 맥과이어의 작품 <바이스(Vice)><Fig. 18>

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라인드로잉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깃털들이 일정한 방향을 지닌 덩

어리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

였으며, 모티프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맥과이어 작품의

조형적 특성 중 중첩성과 유동성을 의상에 접목시켜 표

현하고자 하였다. 의상의 밑단에서 몸의 중심을 지나 어

깨선으로 올라갈수록 아치형의 패턴 모양이 작아지면

서 패턴이 중첩되며 밀도감 있게 쌓이는 느낌을 표현하

였는데, 작품 I과 같이 의상 상체 부분 패턴 조각들의 한

쪽 면을 봉제하지 않아 깃털 사이사이에 공간을 부여하

였다. 또한 스커트 부분의 가장 큰 조각으로부터 어깨선

의 가장 작은 조각에 이르기까지 일곱 단계의 회색 계열

의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여 시각

적 유동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맥과이어의 작품 <시크리트(Secrete)><Fig.

19>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라인드로

잉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깃털의 흐름에서 액체가 쏟아

지는 듯한 유동성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유동적 라인을

맥과이어 작품의 중첩성과 유동성 특성에 접목시켜 디

자인하였다. 허리 디테일과 밑단을 곡선으로 처리해 유

동성을 표현하였으며, 어깨 부분의 중첩된 조각을 입체

적으로 처리하여 깃털 작품과 같은 공간감을 추구하였

다. 앞뒤 몸판과 스커트 부분의 곡선 디테일은 다트 분

량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맞음새를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까치 깃털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보이

는 보라색을 의상의 디테일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주

조색인 파랑과 남색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의상의 내부에 배치된 디자인 선의 끝부분이

짙은 파랑이 되도록 배치하여 맥과이어 작품의 그림자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IV는 앞여밈의 베스트형 드레스로 맥과이어 작

품의 <Flux>로부터 개발되었다. 라인드로잉 작업을 통

해 깃털 조각들이 무한대(∞)와 비슷한 유동적 흐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맥과이어 작품의 유동성

과 중첩성 특성에 접목시켜 의상디자인하였다. 디자인

절개선으로 다트 분량을 이동하여 몸의 곡선을 드러내

도록 하였으며, 큰 규모의 유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앞뒤

몸판을 분리하고 옆면으로 연결시켰다. 이때 앞면보다

뒷면의 길이를 길게 하여 역동성을 추구하였다. 의상의

가장자리에 배치한 보라색과 남색 띠의 폭을 다르게 하

여 시각적인 유동성을 강조하였다. 유동적 곡선이 단절

되지 않도록 하이 네크라인을 구성하여 어깨 부분의 디

테일 패턴들이 빌트업 칼라를 지지해주도록 하였다. 또

한 까치 깃털의 색에서 추출한 밝은 파랑을 바탕으로,

패턴의 가장자리 부분을 짙은 파랑과 밝은 보라 조각으

로 중첩시켜 의상을 배색하였다. 이때, 보라와 파랑으로

구성된 가장자리는 그 폭을 다르게 하여 시각적인 유동

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V는 맥과이어의 작품 <Conundrum>으로부터 개

발된 원피스 드레스이다. 라인드로잉 작업을 통해서 반

복되는 깃털이 덩어리를 이루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유동성을 나타내며, 각각의 깃털 덩어리들이 서로 엮

여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꼬임을 가졌음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유동성과 꼬임성을 의상디자인에 적용하며

도식화 작업과 드레이핑을 진행하였다. 어깨와 옆선에

서 시작되는 긴 패턴 조각들이 앞에서는 오른쪽 가슴 위

쪽과 왼쪽 가슴 아래쪽으로 꼬여 들어가고 뒤에서는 등

의 중심 부분으로 꼬여 들어가 스커트로 둥글게 내려가

도록 하였다. 이때 상체의 부피감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스커트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느낌으로 표현하였

다. 또한 패턴 조각의 폭을 다르게 하여 깃털 작품에서

느껴지는 꼬임의 부피감과 틈새의 느낌을 표현하였으

며 나아가 유동적 리듬감도 추구하였다. 각각의 패턴 조

각은 수탉에서 추출된 올리브빛 초록, 짙은 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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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ign development

Process Work I Work II

Motif

Fig. 17. Vex.

From MccGwire. (2015g).

http://www.katemccgwire.com

Fig. 18. Vice.

From MccGwire. (2015h).

http://www.katemccgwire.com

Line drawing

Reinterpretation

Fabric & color

arrangement /

Flat sketch

D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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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

Process Work III Work IV

Motif

Fig. 19. Secrete.

From MccGwire. (2015f).

http://www.katemccgwire.com

Fig. 13. Flux.

From MccGwire. (2017b).

http://www.katemccgwire.com

Line drawing

Reinterpretation

Fabric & color

arrangement /

Flat sketch

D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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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I

Process Work V Work VI

Motif

Fig. 15. Conundrum.

From MccGwire. (2017a).

http://www.katemccgwire.com

Fig. 16. Plight.

From MccGwire. (2015e).

http://www.katemccgwire.com

Line drawing

Reinterpretation

Fabric & color

arrangement /

Flat sketch

D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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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청록, 짙은 녹황의 색상으로 구성하였다.

작품 VI은 맥과이어의 작품 <Plight>를 모티프로 제

작한 베스트형 드레스이다. 라인드로잉 작업을 통해서

반복되는 깃털들이 하나의 커다란 꼬임을 이루고 있으

며, 연속되는 깃털의 배열이 시각적인 흐름을 가졌음을

알게 되어 꼬임성과 유동성을 의상에 접목시켜 디자인

해보았다. 의상의 앞면에는 옆선에서 몸의 중심으로 흘

러들어간 패턴 조각들이 서로 꼬여 들어가는 형태를 만

Table 3. Figurative feature of work

Work I

Item One Piece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Dark Gray - Light Beige (7 Gradati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Fluidity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Arched

Work II

Item One Piece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Dark Gray - Light Beige (7 Gradati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Fluidity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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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여밈으로 표현하였으며, 뒷면에는 깃털 작품의 덩

어리들이 얽혀져 들어가고 나오는 느낌을 요크선으로

표현하여 다트 분량을 분산시켰다. 한편 앞면의 가로 절

개선과 뒷면의 옆선에서 중심으로 상승되는 절개선은

비정형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여 유동성을 표현하였다.

의상의 가장자리 부분은 시접 분량을 잘라내고 원단의

올이 보이도록 하여, 깃털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의상의 색상은 맥과이어 작품의 수탉 색상을 적용한 것

으로 올리브빛 초록, 짙은 초록, 짙은 청록, 짙은 녹황 등

의 색상을 배합하여 꼬임 표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작품제작 계획과 작품의 조형적 설명은 <Ta-

ble 2>−<Table 3>으로 정리되었다.

Table 3. Continued I

Work III

Item One Piece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Bright Blue, Bright Violet, Deep Blue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Fluidity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Curved

Work IV

Item Vest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Bright Blue, Bright Violet, Deep Blue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Fluidity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Cut-Out / Cu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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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드러운 조각과 의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조각가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의 조

형적 특성이 적용된 의상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깃털을 활용하는 조각가 케이트 맥과이어 작품을 분

석한 결과 익숙함의 이중성, 움직임의 이중성, 의식의 이

중성이라는 내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익숙함의 이중성

은 깃털과 같은 익숙한 대상이 관람자에게 섬뜩한 느낌

을 주는 것으로 맥과이어는 친숙한 사물에 내재된 의미

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움직임의 이중성은 중첩된 깃

털로 인해 마치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

Table 3. Continued II

Work V

Item One Piece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Olive Green, Deep Green,

Deep Blue-Green, Deep Green-Brown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Twist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Twisted

Work VI

Item Vest Dress

Fabric Wool 90%, Nylon 10%

Color
Olive Green, Deep Green,

Deep Blue-Green, Deep Green-Brown

Aesthetic

characteristics
Overlapping, Twist

Making

technique

& Detail

Layered / Tw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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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이중성은 새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성과 부정성의

선입견을 깃털 작품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

지 이중성은 맥과이어의 깃털 작품에서 중첩성, 유동성,

꼬임성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중첩성은 맥과이어

깃털 작품에 대부분 적용되는 특성으로 세우는 형태와

눕히는 형태로 수많은 깃털을 반복 배열하여 표현되었

으며, 유동성은 깃털의 중첩에 의해 패턴을 이루어 하나

의 시각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꼬임성

은 중첩된 깃털이 긴 덩어리를 이루어 서로 꼬여 들어가

는 형태로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형태를 이

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도출된 맥과이어 작품의 미적 특성을 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여 총 6점의 작품을 디자인 및 제작하

였다. 작품의 구성은 2점의 베스트형 드레스와 4점의 원

피스 드레스이며, 색상은 맥과이어 작품에 주로 사용된

비둘기, 까치, 수탉의 색상에서 도출하여 적용하였고, 소

재는 공기의 함량이 좋고 동물에게서 자연적으로 얻어

지는 양모의 함량이 높은 원단을 사용하여 깃털이 지닌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색상과 소재를 이용하여 맥

과이어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의상의 디테일과 외곽선

에 적용하여 의상으로 표현해보았다.

작품제작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맥과

이어 작품의 미적 특성을 곡선적인 실루엣과 의상디자

인에 적용된 디테일로 인해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자연

스럽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의상의 디테일에서 부

분적인 스티치를 적용하여 의상 안에 공간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깃털의 색상에서 도출한 점진적인 색상의 배

색으로 인해 시각적인 집중과, 흐름을 표현할 수 있었으

며, 비슷한 명도와 채도의 색상의 혼합으로 인해 각각의

색상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조화로

운 의상디자인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원단

시접의 끝처리를 바깥으로 나오게 표현하여 깃털이 갖

고 있는 소재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새의 깃털이라는 비전통적 소재의 비정형

적이고 유동적인 형태의 조각을 의상에 접목시켜 디자

인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부드러운 조각 작품에

대한 해석을 의상디자인에 접목시켜 새로운 디자인 방

법을 모색해 본 이 연구가 향후 의상디자인 방법론의 하

나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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