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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fashion designer brand 'Alexander McQueen' to

determine how butterflies are used in modern fashion through the sensibilities

of certain designers. To this end, both a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First, we examined the origin of the word and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butterflie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a book,

and also surveyed the tendencies used by the fashion designer brand Alexander

McQueen. Second, out of 239 items announced by the fashion designer brand

"Alexander McQueen" RTW (Ready to Wear) ranging from the S/S Collection in

2008 to the 2018-9 F/W collection, 73 pieces deemed to be fashion using

butterfly images were collected through www.samsung.net and

www.firstview.com, then analyzed based on timing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Results. The analysis by time period was divided into fantasy, handicraft, mix

and match,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order of compromise

beauty, rhythmical beauty, and voluptuous beau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butterflies are expressed in fashion based on the

sensibility of a specific designer in modern fashion, the fashion designer brand

‘Alexander McQue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in on fashion of natural images will serve as a basic

material for similar research or design ideas as an example of designs based on

butterfl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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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자연은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경과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문학이나 예술 등에 다양한 소재를 제공해왔,

다 특히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 자연물은 예. ,

술 조형이나 디자인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 배.

경으로는 자연물이 인간의 근원적인 회귀본능과 향수를 불

러일으키는 매력을 지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처럼 인간은 자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는.

디자인의 원천 모티브를 자연에서 찾고자 하며 이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여 보다 발전된 미의

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 많은 자연물 중에서 나비는 매력적이며 친근한 이미지

로 많은 작품에 표현되어 왔다 색채가 화려하고 날개 짓하.

는 모습이 매우 율동적 활동적이어서 곤충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데다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나비는 연인의 사랑 기쁨 행운 장수 영원 등과 같은, , , ,

의미를 지니면서 예로부터 시와 그림 속에 표현되어 왔다.

특히 나비가 지니는 알록달록한 외형과 매혹적인 날갯짓은

공예품 장신구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다 현대, .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

드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1)이 년부터2008

나비를 응용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주목을 모은 것이 그

예이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까지 나비를 소재로 하여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나비 모티브를 이용.

한 직물디자인 연구 나비 이미지를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

구 등이며 그 외 도자기 액세서리 분야와 관련된 연구도, ,

들 수 있다 그 중 패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Heo(2005),

H. Kim(2003) 등이 누비 응용기법 나비 모티브를 응용한,

직물디자인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특정 패션디자이너 브.

랜드의 작품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 작품을‘ ’

중심으로 하여 동서고금의 조형 예술 속에서 애용되어 온

나비가 현대 패션에서는 특정 디자이너의 감성을 통해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

하여 자연을 테마로 한 패션 디자인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나비를 소재로 한 디자인 발상 방법의 한,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과 그가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을 구1) ‘ ’ ‘ ’

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선.

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참고로 하여 나비의 어원 및 외형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성향에 관해 살,

펴보았다 그 후 삼성디자인넷 과. (http://www.samsung.net)

퍼스트뷰 에서(http://www.firstview.com) 패션 디자이너 브

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에 나타난 나비를 이미지로‘ ’

한 작품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컬렉션에 나비이미지의.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년 춘하 컬렉션부터2008 2018/

년 추동 컬렉션까지의 시기를 연구 범위로 하여 그 중2019 ,

해당 이미지 작품이 등장했던 개의 컬렉션의 총 개 작6 239

품 중 개의 작품을 추출하여 개별 분석하였다73 .

이론적 배경II.

나비의 조형적 특성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in, 1996)에 의하면 나비라는 말“

은 나불나불 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 고서에 호접, (胡
범나비 황접 노랑나비 으로 나타나다가: ), ( : )蝶 黃蝶 년에1481

나온 두시언해 에는 나비 또는 나뵈 년에 나온‘ ’ ‘ ’, 1527『 』

훈몽자회 에는 나뵈 숙종 때 나온 시몽언해물명 에‘ ’,『 』 『 』

는 남 로 나오며 그 뒤부터는 나뵈 또는 나비로 불리어‘ ’ ‘ ’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날개에 비늘 가루가 덮여있다는.”

뜻에서 인시목 이라고도 불리며 나방( ) (J. Kim, 2003),麟翅目
과 비슷한 형태를 지녀서 흔히 비교되기도 한다.

나비는 마디동물 중 하나로 가슴 부위의 가운데와 뒷가,

슴에 날개가 한 쌍씩 달린다. 날개는 나비의 생존 여부를

결정 짓기도 하며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비의 몸 중 중요한 부위이다(Kim &

Huh, 2009). 형태 색채 무늬 질감이 매우 다양하고 독창, , ,

적이기 때문에 나비를 예술로 표현하거나 디자인할 때 중심

모티브가 된다 따라서 나비의 날개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1)

형 이란 우리가 지각하는 어떤 것 즉 의미를 가지는 조형‘ ’ ,

대상 안에서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Kim & Park,

1996).

나비의 외형은 크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며 전체적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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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늘고 긴 형태를 형성한다 나비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

은 날개로서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날개가 각각 한 쌍씩,

달린다 나비의 날개는 날개를 접고 펴는 상태와 보는 각도.

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은Figure 1 햇빛을 받기 위해 날개를 활짝 펴고 앉은 나비

날개의 형태이다 머리 가슴 배를 축으로 하여 양쪽의 날. , ,

개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넓

고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가 하면. 는 두Figure 2 쌍의

나비 날개가 접혀있는 상태이다 앞날개와 뒷날개가 마치 반.

복과 중첩을 통해 겹쳐있는 것처럼 보이며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1 .

질감2)

질감은 크게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으로 나뉜다 촉각적.

질감은 만졌을 때의 기분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고,

시각적인 질감은 보이는 시각에 의한 질감을 말한다 이를.

나비의 날개에 적용하면 촉각적 질감은 전체적인 털의 질감

을 말하고 시각적 질감이란 투명성과 금속성의 광택이 해당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H. Kim, 2003). .

먼저 나비 날개가 지니는 촉각적인 질감은 비늘가루 때문

이다 나비의 날개를 만지면 비늘가루가 묻어나는데 이 비. ,

늘가루는 날개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비늘가.

루가 많을수록 털이 많아 보이며 솜과 같은 부드러운 느낌,

도 받을 수 있다(Figure 반면 비늘가루가 적은 나비의3). ,

날개는 비늘가루가 적어 반투명하며 조직이 성글어 보이고

약간 거친 촉각적 질감을 나타낸다(Figure 4).

Table 1. Shape Analysis of Butterfly Wings

Shape Analysis Unfolding of Butterfly's Wings Folding of Butterfly's Wings

Shape

Figure 1. Limenitis Amphyssa
(Kim & Seo, 2012, p.332)

Figure 2. Limenitis Amphyssa
(Kim & Seo, 2012, p.332)

Characteristic Bilateral Symmetry
Repetition and Overlay,

Three-Dimensional Shape

다음으로 나비의 날개가 지니는 시각적 질감은 투명성과 광

택성이 해당된다 광택이 있는 나비의 날개 표면은 광택이.

없는 표면보다 더 많은 양의 광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날개.

의 색상이 더 화려해 보이는데 이를 통해 빛의 반사 정도,

와 질감이 부합될 때 더욱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광택 있는

나비의 날개가 된다 이상을 정(H. Kim, 2003)(Figure 5, 6).

리하면 와 같다Table 2 .

색채3)

인간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색채는

매우 감각적인 요인으로서 디자인의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Park & Lee, 1998). 나비 날개의 색채는 따뜻한 곳으로 갈

수록 색채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또한 색채는 태어난 계.

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봄이나 겨울보다 여름이나 가

을에 태어난 나비의 날개가 빛깔이 더 짙다(H. Kim, 2003).

는 나비 날개의 다양한 색채를 각각의 보색이Heo(2005)

서로의 선명도를 동시에 강화시키는 유사색의 조화 무채색,

끼리의 조화 보색대비조화로 분류했다 반면, . H. Kim(2003)

은 단색상의 날개 다색상의 날개로 분류했는데 단색상의, ,

날개란 나비 날개의 색채 구성에 있어서 무채색의 날개와

동일한 색상이거나 인접한 색채끼리의 조화를 가리키고 다,

색상의 날개란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나비 날개에 보이는 색채를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색의 조화로 과 같이, , Figure 7

색상환에서 인접한 색상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

리킨다 둘째 무채색끼리의 조화로 과 같이 화이트. , Figure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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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xture of Butterfly Wings

Texture Figure

Tactile Texture

Figure 3. Scolitandides Orion
(Kim & Seo, 2012, p.206)

Figure 4. Stubbendorfii
(Kim & Seo, 2012, p.30)

Visual Texture

Figure 5. Arhopala Japonica
(Kim & Seo, 2012, p.108)

Figure 6. Favonius Orientalis
(Kim & Seo, 2012, p.142)

Table 3. Color Analysis of Butterfly

Color Analysis Similarity Harmony Achromatic Colors Harmony Chromatic Contrast Harmony

Shape

Figure 7. Brimstone
(Nam, 1999, p.45)

Figure 8. Parnassius Stubbendorfii
(Nam, 1999, p.45)

Figure 9. Sericinus Montela
(Nam, 1999, p.32)

Color

블랙 그레이가 서로 잘 어울려 있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 ,

대비채도조화이다 대비 채도 조화는 채도가 인 무채색과. ‘0’

고채도의 유채색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Lee, 2003),

과 같이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를 통해 유채색의Figure 7

선명도를 강화시켜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위의 내용을 종합

하면 과 같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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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Neptis raddei
(Kim & Seo, 2012, p.364)

Figure 11. Coenonympha amaryllis
(Kim & Seo, 2012, p.236)

Table 4. Studies on Alexander McQueen's Works

Studies of Alexander McQueen's Works Characteristics

Kim(2008) Grotesque

Song & Park(2003) Avant-Gard

Kwon & Keum(2008) Demolitionism

Kim(2011) Mix and Match

Kim & Park(2012)
Romantic Grotesque, Historicity and Anti-Tradition, Hybrid with

Conflicting Elements, Form Distortion, Natural Material

Kim(2012) Primitiveism, Nationalism, Historicism, Exoticism, Naturalism

무늬4)

무늬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무늬가 사용되면

단조롭고 밋밋한 표면에 복잡성이 부여된다 나비 날개의 무.

늬는 무늬의 형태 선과 원의 특성 크기 방향성 등에 따라, , ,

그 종류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종류에 따라 율동감이 나타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날개의 줄무늬는 수직적으로 상승하거.

나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느낌의 율동감을 주며 사선의 배열,

은 비스듬히 퍼져나가는 느낌을 준다 또한(H. Kim, 2003).

반복적인 원의 형태는 힘과 방향이 중심으로 모아져 천천히

회전하는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선과 원들로 이루어진 나비 날개 무늬는 크게 선

적인 특징과 원적인 특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나비의 날개를 부분적으로 확대해보면 수많은 계층,

등의 정교한 구조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시맥이라 하는데. ,

날개 시맥이 하나의 선이 되어 방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

짓는다 이 그 예로 나비 날개의 무늬가 선으로. Figure 10 ,

구성되어 있는데 두껍고 굵은 검은 선들이 복잡하게 배열되

어 있다.

둘째 나비 날개에서 원 무늬의 특징은 전체가 작은 점으,

로 가득 뒤덮인 형태와 큰 원이 개 정도 일렬로 배열되2~8

거나 대칭되어 있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예로. Figure

은 눈알모양의 원 무늬가 나비 날개의 끝 쪽을 따라 배열11

되어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성향 및 자연주의2.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 성향1)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리1969 .

고 년에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1992 ‘Alexander McQueen’

드를 설립하였다 년 사망할 때까지 그는 실험적인 도. 2010

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모

은 디자이너였다 특히 엄격한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에.

중점을 두어 매 컬렉션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제안

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 성향에 대한 평가는 와 같.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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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그로테스크 한 미학과 아. (grotesque)

방가르드하며 해체주의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적 특성을, (hybrid)

논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믹스 앤 매치(mix and

와 절충주의 혼합주의적인 성향은 가장 주목해 볼만match) ,

한 특성이다 예를 들면 그는 컬렉션을 통해 상반된 디자인.

요소를 서로 조화시키거나 인간과 동물의 결합을 통해 원시,

적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기계 즉 가상공간을 서로,

결합하여 초현실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그의 컬렉션.

무대에는 아마존 밀림이 등장하기도 하고 비 눈 바람이, , ,

몰아치기도 했다 또한 모델에게 잉크를 부사하여 만들어지.

는 무늬와 색감의 우연성을 표현하거나 피라미드 같은 구조,

물에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상영하여 몽상적인 미를 표3D

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예술과 과.

학 인간과 자연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접목을 꾸준, ,

히 시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은 다양한 오브제. Song (2004)

와 과학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조형성이 돋보이는 예술 의상

을 패션계에 도입함으로써 그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정립시

켰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년 그가 사망한 후. 2010

수석 디자이너 사라 버턴 이 그 뒤를 이은 지(Sarah Burton)

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자2) ‘ ’

연주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에게 있어 자연은 가장 위대하고 지

속적인 존재이며 패션의 영감을 가져오는 장소이기도 했다.

는 자연 세계로부터 패션의 형태와 원재료들을Kim(2012)

가지고 오거나 자연의 숭고함을 나타내는 것을 자연주의라

규정하고 이 같은 성향은 년 컬렉션에서부터 시작되었, 2006

다고 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 ‘

더 맥퀸의 컬렉션에는 동물 식물과 같은 자연적인 소재와’ ,

인공적인 소재의 결합이 종종 등장해 왔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는‘ ’ 특히

다양한 곤충 새 파충류 동물 등의 모티브들이 자주 등장, , ,

해 왔다 이러한 동물 곤충과 같은 자연 생물은 인류의 역. ,

사와 예술 문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서 인류와,

함께 공존해왔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은‘ ’

새 나비 곤충과 같은 자연 소재를 금속 플라스틱 등의 인, , ,

공 소재와 접목시켜 의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Kim(2011)

은 ‘믹스 앤 매치 경향의 자연주의 패션이라 설명하였다’ .

Kim and Lee(2012)는 자연과 인간 기계 곤충의 혼합된, ,

이미지는 인간 존재의 하락이라는 섬뜩함을 일으켜 소외되

고 억압된 것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만의 독창성이라 하였다.

특히 나비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에게 있어 중요한 영감

이자 상징이었다 그가 왜 나비를 특별히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디자이너 알.

렉산더 맥퀸의 쇼 노트에 나비와 벌레 잃어버린 낙원보다‘ ,

찾은 낙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면’ (http://harpers

그는 나비에게서 인간의 잃어버린 낙원을 찾bazaar.co.kr)

고자 했으며 파괴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자연주

의 패션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진화

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 의 연구Kristin (2010/2012)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누에가 나비가 되기까지의 변태 과

정에 초점을 두어 연약한 나비의 모습(www.fashionn.com)

을 통해 독립적이며 강인한 여성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및 고찰.Ⅲ

본 장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 ’

션에 나비를 이미지로 한 작품이 시기별로 어떻게 등장하였

으며 그 디자인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앞서 설명, .

한 바와 같이 컬렉션에 나비를 이미지로 한 작품이 등장하

기 시작한 년 춘하 컬렉션부터 년 추동 컬렉션2008 2018/9

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였다.

시기별 분석1.

연구 결과 년 춘하 컬렉션부터 년 추동 컬렉션, 2008 2018/9

까지 이루어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총‘ ’

개 컬렉션들 중 나비를 이미지로 한 작품은 총 개 컬렉20 6

션들에서 수집되었다 작품 수는 총 개 중 개의 작품. 239 73

이 나비를 이미지로 한 디자인이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약,

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수집된 작품을 시기별로 어떻30% .

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시,

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Figure 12).

판타지기 년 춘하 년 춘하1) (2008 , 2010 )

‘La Dame Bleue’라는 주제로 개최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년 춘하 컬렉션은 년에 사망한‘ ’ 20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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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requency of The Butterfly Works by Alexander McQueen

이사벨라 블로우(Isabella Blow)2)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평소 자연애호가로 알려진 이사벨라 블로우를 추모하.

기 위한 년 춘하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이사벨라 블로우2008

의 소장품을 개조해서 연출한 것이 특징이었다 예로. Figure

은 영국의 유명한 모자디자이너인 필립 트레이시13 (Philip

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이다 이 나비를 모티브로 한Treacy) .

헤드 드레스는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권력에서 해

방된 자유로움을 상징한 것이었다 특히 환상성(Kim, 2015).

을 연상하게 하는 화려한 색채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칠

면조 깃털의 소재로 하여 나비의 형태를 초현실적인 감각으

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는 쉬폰 소재. Figure 14

의 의상에 사용된 나비무늬는 무지갯빛 유채색과 검정색을

교염하여 화려하게 표현되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다 마치 전설 속 주인공과 같은 몽환적이고 환상적.

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어 ‘Plato’s Atlantis’라는 주제로 개최된 년 추하컬2010

렉션에서는 주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이 마

치 살아있는 나비의 모습처럼 환각적인 착시를 유도함으로

써 생물체와 같은 섬뜩한 환영을 보여주었다 그 예로.

는 나비의 날개를 프린트한 듯한 무늬의 원피스에Figure 15

작은 에나멜 조각들로 만든 부츠를 함께 매치하였다 부츠의.

작은 에나멜 조각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면서 미

래적인 환상을 보여주며 현미경으로 확대한 듯한 나비의 무,

늬를 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즉 패션 디.

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은 이 컬렉션에서 꾸뛰르적인‘ ’

2) 이사벨라 블로우 는 유명한 보그 잡지의 에디터이자 유명한 모자 디자이너 필립(Isabella Blow) (1958~2007) (Vogue)

트레이시 의 뮤즈이다 알렉산더 맥퀸과는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유명하다(Philip Treacy) . .

커팅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합작으로 기계와 인간

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Park, 2011).

판타지란 우리말로 환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로 환상성이

라고 할 수 있다 환상성이란 예술적 결과물에 표현된 환상.

의 성질을 의미하며 환상성 이라는 단어는 공상, ‘ (fantasy’ ,

환상 상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어원상 본질적인 모호성을,

지시한다 예술에서의 환상성은 보통 작품 내에(Han, 2006).

서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대안적 현실을 재,

현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은 환상성, Jung(2008)

을 지각이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빛의 몽환적 환각적 시,

각 효과 비물질적 빛이 창조하는 가상적 환영과 관련지은,

바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에서 의 예와 같이 빨강색과 파란, Figure 13 Figure 15

색 무지개 색과 같은 선명한 유채색을 강조함으로써 환상성,

을 표현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광택 있는 질감.

의 가죽이나 에나멜 조각을 사용함으로써 몽환적이고 환각

적인 시각 효과를 주었다 그 외에도 날갯짓하는 나비들을.

겹쳐서 입체적인 헤드 드레스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나비,

날개를 현미경으로 확대시킨 것 같은 추상적 무늬로 가상현

실과 같은 느낌을 준 것도 그 예 중 하나이다.

수공예기 년 춘하 년 추동2) (2011 , 2012/3 )

년 춘하 컬렉션은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이 사망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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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사라 버턴이 담당

한 첫 컬렉션이었다 년 춘하 컬렉션은 수공예 장식 기. 2011

법을 이용한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돋보였는데 그 중 나비,

모티브를 포함한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예로.

은 드레스 전체에 사실적인 나비 모티브를 색종이Figure 16

로 오려 붙인 것 같이 장식하였다 반복과 중첩이라는 기법.

을 이용하여 나비가 층층이 앉아 있는 듯이 입체적으로 표

현한 작품으로서 비대칭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

비해 은 실제 나비가 몸을 대칭축으로 하여 선대Figure 17

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작품에 표현된 나비 역시 좌우,

대칭을 이루며 견고함과 비례감을 표현하였다(So, 2016).

이어 년 추동 컬렉션에서도 사라 버튼이 나는 수작2012 “

업을 좋아한다 고 인터뷰한 것처럼 수공예 장식을 강조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그 예로 은 나비의 모티브를. Figure 18

드레스 전체에 반복과 중첩이라는 기법으로 장식 한 디자인

으로 수공예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검은색 드레스 위에 다.

채로운 유채색의 나비 모티브를 장식함으로써 무채색과 유

채색의 화려한 대비를 주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에서 의 예와 같이 나비의 입체적, Figure 16 Figure 18

인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수공예적 느낌을 표현한 것을 특징

으로 들 수 있다 그 방법을 통해 나비는 반복과 중첩되어.

나타났으며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은 입체적인 장식을,

통해 실제로 앉아 있는 듯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심.

플한 드레스 실루엣과 거친 질감 의상과 모티브의 색상을,

서로 대비되게 사용함으로써 나비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렸

다.

믹스 앤 매치기 년 추동 년 추동3) (2016/7 , 2018/9 )

초현실주의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년 추동 컬렉션‘ ’ 2016/7

에서 사라 버튼은 현대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 여성의 강박관념을 주요 영감 중 하나로 삼았다 그러‘ ’ .

면서 자신의 꿈에서 나온 이미지를 표현했다 의. Figure 19

디자인이 그 예로서 시스루 의 하늘거리는 드레, (see though)

스 위에 나비가 사실적으로 자수되어 있는 두꺼운 패딩소재

의 아우터를 코디네이트한 것이다 그 중 두꺼운 패딩소재의.

아우터는 이불을 표현하며 잠에서 깨어난 여성을 의미한다

(Mode et Mode Sha, 2016)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움을 강.

조한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꽃과 나비 자수 스팽글, ,

장식 등은 그 느낌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누드 톤의 컬.

러로 통일감을 주면서 두꺼운 패딩소재와 하늘거리는 시스

루 소재 퍼 와 같은 텍스처의 대비로 변화감을 준 것이, (fur)

특징이다 은 여성성을 보여주는 하늘하늘한 소재. Figure 20

의 실크스커트를 사용한 반면에 상체는 나비의 형태를 보여

주는 듯한 검정색의 가죽을 사용하여 소재의 혼합을 나타냈

다.

이어 년 추동 컬렉션에서는 나비와 벌레 그리고2018/9 ‘ ,

되찾은 낙원이라는 주제로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비유한 내추럴 페미니즘을 나타냈다 유토피아를 향해 진화.

해 가는 여성상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주로 서로

다른 소재를 혼합하여 과감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은 단단한 가죽 소재의 검은색 코르셋 아래Figure 21

로 나비 날개를 상징하는 붉은 색의 하늘거리는 실크 스커

트를 입었다 이것은 누에가 나비로 변태하는 과정을 내추럴.

페미니즘으로 풀어낸 작품으로서 단단한 검은색(So, 2016),

가죽 소재의 코르셋에서 나비 날개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여성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표현하였다.

믹스 앤 매치란 디자인의 한 요소는 변화를 주고 한(mix)

요소는 통일시키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다 복식의(match) .

형태 소재 색상 등에 조화롭게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고정, ,

관념을 탈피하고 이질적이며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을 하나

의 새로운 룩과 스타일로 재창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ee & Lee, 2009).

이상 살펴본 이 시기의 작품에 나타난 나비는 섬세함에서

부터 강인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성을 상징하였다 특.

히 나비의 조형적인 특성 중 누에에서 나비로 변태해 가는

과정을 거칠고 단단한 질감과 하늘거리며 부드러운 느낌의

서로 다른 질감으로 표현하였으며 무채색과 유채색 이라는,

대비채도 조화를 통해 색채 간 믹스 앤 매치를 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 와 같다Table 5 .

미적 특성2.

본 절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에서 나비

를 이미지로 한 작품은 어떠한 미적 특성을 지니는지를 알

아보았다 분석 결과 절충미 율동미 관능미의 세 가지로. , ,

분류되었는데 그 빈도수를 보면 절충미 율동미, 34.2%,

관능미 기타 의 순 이었다32.9%, 19.2%, 13.7% (Table 6).

절충미1) (compromise beauty)

절충이란 에 따르면Yang (1998) 로 각각의 성격이A+B=C

나 특징이 변하거나 혼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충미는. ,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가,

재생산된 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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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lexander McQueen Period Analysis

Period Fantasy Period Hand Craft Decorative Period Mix & Match Period

Season 2008 S/S, 2010 S/S 2011 S/S, 2012 F/W 2016 F/W, 2018 F/W

Characteristic

Color Combination of Butterfly∙
Images

Butterfly Form of Hat∙
Turkey Feather,∙
Reptile Leather,

Enamel Leather

Micro Butterfly Wing Pattern∙

Three-Dimensional Ornament∙
that Looks Like a Cut-Out of

Colored Paper.

Emphasis Through Repetition∙
and Overlay

Dress and Contrast∙

Mix & Match Between∙
Different Textures and

Colors

Example

Figure 13.
Alexander McQueen,

2008 S/S
(www.firstview.com)

Figure 16.
Alexander McQueen,

2011 S/S
(www.firstview.com)

Figure 19.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Figure 14.
Alexander McQueen,

2008 S/S
(www.firstview.com)

Figure 17.
Alexander McQueen,

2011 S/S
(www.firstview.com)

Figure 20.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Figure 15.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firstview.com)

Figure 18.
Alexander McQueen,

2012 F/W
(www.firstview.com)

Figure 21.
Alexander McQueen,

2018 F/W
(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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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esthetic Characteristic Frequency

Aesthetic Classification Quantity Percentage

Compromise Beauty 25 34.2

Rhythmical Beauty 24 32.9

Voluptuous Beauty 14 19.2

Etc. 10 13.7

Total 73 100%

Table 7. Compromise Beauty

Group 1 Compromise Beauty

Characteristic The Combination of Fashion and Technology

Example

Figure 22.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firstview.com)

Figure 23.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firstview.com)

Figure 24.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firstview.com)

Figure 25.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firstview.com)

Design

Elements

Micro Patterns∙
Material of Hologram∙
Shoulder-Emphasizing Silhouette∙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이 컬렉션에서 나는 미친 과“

학자다 모두 함께 모든 것을 섞어 표현하였다. , (Bolton,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Koda, Frankel, & Blanks, 2011)” ,

다양한 이미지 간 절충을 통해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나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은 자연에 속하는 나비를 테크놀로지와의 결‘ ’

합을 통해 절충미를 표현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비의 무늬를 마이크로화 하여 절충. ,

미를 표현하였다 마치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 같은 나비의.

마이크로 무늬를 디지털 프린팅한 원피스가 많이 나타났는

데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 경우 마이크로 무, .

늬를 강조하기 위해 유사색상 조화의 컬러를 사용하고 쿠튀,

르적인 커팅으로 인공적인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 홀로그램 느낌의 소재를 이용하여 테(Figure 22, 23). ,

크놀로지와의 결합을 보여준다 그 예로 에서 원피. Figure 24

스와 부츠를 보는 관중들에 대한 각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하게 되는 사이버 느낌의 홀로그램 소재를 사용으로 절충

미를 표현하였다 셋째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은 절. ,

충미를 표현하기 위해 어깨를 강조하는 인위적인 실루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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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hythmical Beauty

Group 2 Rhythmical Beauty

Characteristic
Drapery Clothes with Thin Material

Expressing Rhythmical Beauty Using Frill, Flounce, Fringy.

Example

Figure 26. Alexander
McQueen, 2008 S/S
(www.firstview.com)

Figure 27. Alexander
McQueen, 2011 S/S
(www.firstview.com)

Figure 28.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Figure 29. Alexander
McQueen, 2018 F/W
(www.firstview.com)

Design

Elements

Light Silk Chiffon, Synthetic Material∙
Flounce Using a Fine Material∙
Rhythmical Beauty According to Butterfly Pattern∙

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 예로 는 드라. Figure 25

마틱하게 솟은 파워 숄더를 통해 나비의 형태를 형상화 하

였으며 동시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드레스

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표현하였다 이상(Park, 2011).

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Table 7 .

율동미2) (rhythmical beauty)

율동이란 사람이나 물체의 흐름 새가 일정한 사이를 두고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Han, 2006).

나비의 매력은 날개 짓하는 모습이 매우 율동적 활동적인,

점에 있다 또한. 날개의 다양한 무늬는 수직적 수평적인 움,

직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비스듬히 퍼져나가거나 천천히 회,

전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나비의 율동이 갖는 아름다움

을 표현한 디자인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소재를 중심으로.

율동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얇은 소재를 드레이핑할 때 생기는 여러 겹의 주름,

이 인체를 휘감거나 주름의 음영을 통해 움직(Han, 2006)

이는 나비의 날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Figure 26,

둘째 프릴 플라운스 프린지 등과 같은 장식을 사용하27). , ,

는 방법이다. 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Kim and Park(2012)

얇고 가벼운 소재로 프릴 플라운스 등을 만들면 몸의 움직, ,

임에 따라 인체를 타고 흐르면서 가볍게 나풀거려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된다(Figure 28, 29). 셋

째 나비 날개에 있는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가벼운 실, .

크 쉬폰이나 합성소재에 반복적인 나비 무늬를 패턴화 하면

다양한 리듬감이 생기면서 율동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 예로.

나비 날개의 줄무늬는 수직적으로 상승하거나 수평적으로

팽창하는 느낌의 율동감을 주며 사선의 배열은(Figure 26),

비스듬히 퍼져나가는 느낌을 준다 또한 반복적(Figure 27).

인 원의 형태는 힘과 방향이 중심으로 모아져 천천히 회전

하는 율동감 을 느끼게 한다(Figure 29) (H. Kim, 2003).

이상 살펴본 율동미가 표현된 작품들은 대부분 밝고 동적

인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느낌은 나비가 갖고 있는 젊음 생. ,

명력 자유추구 활동성 등의 이미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

수 있다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8 .

관능미3) (voluptuous beauty)

관능미란 인간에게 성적 자극을 통한 본능적 욕구로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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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Voluptuous Beauty

Group 3-1 Voluptuous Beauty

Characteristic A Lingerie Look that Develops Women's Underwear into Outer Garments.

Example

Figure 30.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Figure 31. Alexander McQueen, 2018 F/W
(www.firstview.com)

Design Elements
Expressing a Corset in the Form of a Butterfly Wing∙
Leather Material∙

Group 3-2 Voluptuous Beauty

Characteristic Expressing Voluptuous Beauty Using Transparent Materials

Example

Figure 32.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Figure 33. Alexander McQueen, 2016 F/W
(www.firstview.com)

Design Elements Expressing Sensual Beauty Using a See-Through Look∙

의 에로티시즘 즉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표현을,

말한다.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감성으로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그 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옷을 입은 여성들‘ (Vogue)’ “

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추구했던 관능미는 일반적인 여성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범접할 수 없게 하는 분

위기를 제공하여 로맨틱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것 이었

다 (Park, 2011).

본 연구에 있어 관능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

다 첫째 속옷의 겉옷화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 . Figure 30,

과 같이 인체의 선을 강조한 코르셋을 나비 날개와 같은31

형태로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코르셋을 사용함으로써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과시하며 여성의 미를 부각시켰다 특.

히 가죽 소재는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강인한 여성미를 강

조하고 있다 의 예와 같이 인체의 선과 피부. Figure 32, 33

가 드러나는 누드 톤의 원피스는 마치 나비의 날개가 시각

적으로 투명하고 광택 있는 질감을 지니는 것과 같은 느낌

이다 이 소재에 화려한 나비와 꽃 새 등의 자수를 장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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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화려한 여성미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와 같다Table 9 .

결론.Ⅳ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에 나타난‘ ’

나비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고금의 조형 예술 속에서

애용되어 온 나비 이미지가 현대 패션에서는 특정 디자이너

의 감성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년 춘하컬렉션에서부터 년 추동컬렉션에 이르기2008 2018

까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세계는‘ ’

다음의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판타지기는 나비가 가.

지고 있는 다양한 색상조합을 통해 표현하며 초현실적인 형,

태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수공예기는 나비 모티브를.

반복과 중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수공예적인 장식기를

표현하였다 믹스 앤 매치기는 서로 다른 텍스처 기법을 사.

용하며 색채 간 믹스 앤 매치를 사용해 다양하게 표현하였,

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

나비이미지 디자인에 나온 미적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절충미로 자연물인 나비와 미래주의적인 컴퓨터. ,

테크놀로지를 접목시켜 패션을 제시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절충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율동미로 얇은. ,

소재의 드레이퍼리한 의상과 주름 프릴 플라운스 프린지, , , ,

를 활용해 나비가 갖고 있는 젊음 생명력 자유추구 활동, , ,

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관능미는 여성의 속옷을 겉옷으로. ,

발전시키는 표현과 여성성의 에로틱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완전한 누드의 형태보다는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

운 노출을 꾀함으로써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은‘ ’

자연 모티브 중에서도 특히 나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패션 디자인에 이용하여 자연에 대한 동경 회귀본능과,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

나타난 나비라는 한정된 소재를 사용하여 분석한 점에 한계

가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나비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연 이미지의 패션이 메가 트.

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 연구,

나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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