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disclaimer-popup?lang=kr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구연구연구연구

- 패치워크 기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서   서   서   서   윤   윤   윤   윤   주주주주

[UCI]I804:24011-200000233277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구연구연구연구

- 패치워크 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lothes Design Appling 

The Work Charcteristic of Piet Mondrian 

- Stress on The Patchwork Techniques -

2006 년   2 월   24 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서   서   서   서   윤   윤   윤   윤   주 주 주 주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특성을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응용한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구연구연구연구

지도교수 손 영 미

이 논문을 패션디자인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12 월  23 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뷰티 ․ 패션디자인학과

서   서   서   서   윤   윤   윤   윤   주주주주



서윤주의 서윤주의 서윤주의 서윤주의 석사논문을 석사논문을 석사논문을 석사논문을 인준함인준함인준함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순 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손 영 미  인

2005 년   12 월  6 일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 i -

목      목      목      목      차차차차

논문 논문 논문 논문 개요 개요 개요 개요 

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1절 패치워크의 일반적 고찰  ‥‥‥‥‥‥‥‥‥‥‥‥‥‥‥‥‥‥‥‥‥ 4

  제2절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일반적 고찰 ‥‥‥‥‥‥‥‥‥‥ 53

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기법과 기법과 기법과 기법과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의 특성의 특성의 특성의 연구연구연구연구

  제1절 현대 속의 몬드리안 작품  ‥‥‥‥‥‥‥‥‥‥‥‥‥‥‥‥‥‥‥‥ 78

  제2절 의상 속에 나타난 미술 작품 ‥‥‥‥‥‥‥‥‥‥‥‥‥‥‥‥‥‥‥ 85

  제3절 몬드리안 작품 특성과 패치워크 기법의 만남  ‥‥‥‥‥‥‥‥‥‥‥ 90

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제작제작제작제작

  제1절 제작의도 및 방법 ‥‥‥‥‥‥‥‥‥‥‥‥‥‥‥‥‥‥‥‥‥‥‥‥ 93

  제2절 작품해설 ‥‥‥‥‥‥‥‥‥‥‥‥‥‥‥‥‥‥‥‥‥‥‥‥‥‥‥‥ 98

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 128

  



- ii -

참고문헌  ‥‥‥‥‥‥‥‥‥‥‥‥‥‥‥‥‥‥‥‥‥‥‥‥‥‥‥‥‥‥‥ 130

ABSTRACT  ‥‥‥‥‥‥‥‥‥‥‥‥‥‥‥‥‥‥‥‥‥‥‥‥‥‥‥‥‥‥‥ 133



- iii -

도 도 도 도 목 목 목 목 차차차차

[도1] 제1형식-Ⅰ ‥‥‥‥‥‥‥‥‥‥‥‥‥‥‥‥‥‥‥‥‥‥‥‥‥‥‥‥ 16

[도2] 제1형식-Ⅱ ‥‥‥‥‥‥‥‥‥‥‥‥‥‥‥‥‥‥‥‥‥‥‥‥‥‥‥‥ 16

[도3] 제2형식  ‥‥‥‥‥‥‥‥‥‥‥‥‥‥‥‥‥‥‥‥‥‥‥‥‥‥‥‥‥ 16

[도4] 제3형식  ‥‥‥‥‥‥‥‥‥‥‥‥‥‥‥‥‥‥‥‥‥‥‥‥‥‥‥‥‥ 17

[도5] 제4형식-Ⅰ ‥‥‥‥‥‥‥‥‥‥‥‥‥‥‥‥‥‥‥‥‥‥‥‥‥‥‥‥ 18

[도6] 제4형식-Ⅱ ‥‥‥‥‥‥‥‥‥‥‥‥‥‥‥‥‥‥‥‥‥‥‥‥‥‥‥‥ 18

[도7] 제2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제전 최우수상 ‥‥‥‥‥‥‥‥‥‥‥ 49

[도8] 설윤형 - 한국패션센터개관기념 갈라쇼 ‥‥‥‥‥‥‥‥‥‥‥‥‥‥‥ 49

[도9] 패션신문 114호 ‥‥‥‥‥‥‥‥‥‥‥‥‥‥‥‥‥‥‥‥‥‥‥‥‥‥ 49

[도10] 제2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제전 대상 ‥‥‥‥‥‥‥‥‥‥‥‥‥ 49 

[도11] 홍은주 - 2002년 S/S SEOUL COLLECTION  ‥‥‥‥‥‥‥‥‥‥‥‥‥‥ 50

[도12] 홍은주 - 2002년 S/S SEOUL COLLECTION  ‥‥‥‥‥‥‥‥‥‥‥‥‥‥ 50

[도13] 패션신문 2000년 12월18일  ‥‥‥‥‥‥‥‥‥‥‥‥‥‥‥‥‥‥‥‥ 50

[도14] 패션신문 2001년 11월 26일 ‥‥‥‥‥‥‥‥‥‥‥‥‥‥‥‥‥‥‥‥ 50

[도15] 파리, 런던 91-92 F/W 컬렉션지 2 ‥‥‥‥‥‥‥‥‥‥‥‥‥‥‥‥‥ 51

[도16] 파리, 런던 92-93 F/W 컬렉션지 ‥‥‥‥‥‥‥‥‥‥‥‥‥‥‥‥‥‥ 51

[도17] 파리, 런던 91-92 F/W 컬렉션지 2 ‥‥‥‥‥‥‥‥‥‥‥‥‥‥‥‥‥ 51

[도18] 국립원주대학의상과 2001년 졸업 작품 ‥‥‥‥‥‥‥‥‥‥‥‥‥‥‥ 51

[도19] 패션신문 2001년 4월 9일 월요일  ‥‥‥‥‥‥‥‥‥‥‥‥‥‥‥‥‥ 52

[도20] 설윤형 - 한국패션센터개관기념 갈라쇼  ‥‥‥‥‥‥‥‥‥‥‥‥‥‥ 52

[도21] 설윤형 - 2001년 F/W SFAA SEOUL COLLECTION ‥‥‥‥‥‥‥‥‥‥‥‥ 52



- iv -

[도22] 패션신문 2001년 11월 26일 ‥‥‥‥‥‥‥‥‥‥‥‥‥‥‥‥‥‥‥‥ 52

[도23] 헤인 강가의 집  ‥‥‥‥‥‥‥‥‥‥‥‥‥‥‥‥‥‥‥‥‥‥‥‥‥ 63

[도24] 빨간 구름 ‥‥‥‥‥‥‥‥‥‥‥‥‥‥‥‥‥‥‥‥‥‥‥‥‥‥‥‥ 63

[도25] 울레 부근의 숲  ‥‥‥‥‥‥‥‥‥‥‥‥‥‥‥‥‥‥‥‥‥‥‥‥‥ 63

[도26] 둔덕 Ⅱ ‥‥‥‥‥‥‥‥‥‥‥‥‥‥‥‥‥‥‥‥‥‥‥‥‥‥‥‥‥ 63

[도27] 붸스트 카펠의 등대 1  ‥‥‥‥‥‥‥‥‥‥‥‥‥‥‥‥‥‥‥‥‥‥ 64

[도28] 붸스트 카펠의 등대 2  ‥‥‥‥‥‥‥‥‥‥‥‥‥‥‥‥‥‥‥‥‥‥ 64

[도29] 붸스트 카펠의 등대 3  ‥‥‥‥‥‥‥‥‥‥‥‥‥‥‥‥‥‥‥‥‥‥ 64

[도30] 돔부르흐의 교회탑 ‥‥‥‥‥‥‥‥‥‥‥‥‥‥‥‥‥‥‥‥‥‥‥‥ 64

[도31] 햇빛에 비친 풍차  ‥‥‥‥‥‥‥‥‥‥‥‥‥‥‥‥‥‥‥‥‥‥‥‥ 65

[도32] 풍차  ‥‥‥‥‥‥‥‥‥‥‥‥‥‥‥‥‥‥‥‥‥‥‥‥‥‥‥‥‥‥ 65

[도33] 빨간 풍차 ‥‥‥‥‥‥‥‥‥‥‥‥‥‥‥‥‥‥‥‥‥‥‥‥‥‥‥‥ 65

[도34] 빨간 나무 ‥‥‥‥‥‥‥‥‥‥‥‥‥‥‥‥‥‥‥‥‥‥‥‥‥‥‥‥ 65

[도35] 생강단지가 있는 정물 1  ‥‥‥‥‥‥‥‥‥‥‥‥‥‥‥‥‥‥‥‥‥ 66

[도36] 생강단지가 있는 정물 2  ‥‥‥‥‥‥‥‥‥‥‥‥‥‥‥‥‥‥‥‥‥ 66

[도37] 구성․ 10 : 방파제와 바다 ‥‥‥‥‥‥‥‥‥‥‥‥‥‥‥‥‥‥‥‥‥ 66

[도38] 선들로 된 구성  ‥‥‥‥‥‥‥‥‥‥‥‥‥‥‥‥‥‥‥‥‥‥‥‥‥ 66

[도39] 색면 구성 Ⅲ  ‥‥‥‥‥‥‥‥‥‥‥‥‥‥‥‥‥‥‥‥‥‥‥‥‥‥ 67

[도40] 구성 : 회색 윤곽선들과 색면들 ‥‥‥‥‥‥‥‥‥‥‥‥‥‥‥‥‥‥ 67

[도41] 마름모꼴의 구성 ‥‥‥‥‥‥‥‥‥‥‥‥‥‥‥‥‥‥‥‥‥‥‥‥‥ 67

[도42] 빅토리 부기-우기  ‥‥‥‥‥‥‥‥‥‥‥‥‥‥‥‥‥‥‥‥‥‥‥‥ 67

[도43]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 69

[도44]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 71



- v -

[도45]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 73

[도46] 노란 선들의 구성  ‥‥‥‥‥‥‥‥‥‥‥‥‥‥‥‥‥‥‥‥‥‥‥‥ 75

[도47]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 ‥‥‥‥‥‥‥‥‥‥‥‥‥‥‥‥‥‥‥‥‥ 77

[도48] 캐딜락 로고 ‥‥‥‥‥‥‥‥‥‥‥‥‥‥‥‥‥‥‥‥‥‥‥‥‥‥‥ 81

[도49] 주방용품  ‥‥‥‥‥‥‥‥‥‥‥‥‥‥‥‥‥‥‥‥‥‥‥‥‥‥‥‥ 81

[도50] 몬드리안 룩 1 ‥‥‥‥‥‥‥‥‥‥‥‥‥‥‥‥‥‥‥‥‥‥‥‥‥‥ 82

[도51] 몬드리안 룩 2 ‥‥‥‥‥‥‥‥‥‥‥‥‥‥‥‥‥‥‥‥‥‥‥‥‥‥ 82

[도52] 생활용품-신발 ‥‥‥‥‥‥‥‥‥‥‥‥‥‥‥‥‥‥‥‥‥‥‥‥‥‥ 82

[도53] 생활용품-시계 ‥‥‥‥‥‥‥‥‥‥‥‥‥‥‥‥‥‥‥‥‥‥‥‥‥‥ 82

[도54] 생활용품-가방 ‥‥‥‥‥‥‥‥‥‥‥‥‥‥‥‥‥‥‥‥‥‥‥‥‥‥ 82

[도55] 생활용품-스카프 ‥‥‥‥‥‥‥‥‥‥‥‥‥‥‥‥‥‥‥‥‥‥‥‥‥ 83

[도56] 생활용품-에어컨 ‥‥‥‥‥‥‥‥‥‥‥‥‥‥‥‥‥‥‥‥‥‥‥‥‥ 83

[도57] 은행 로고 ‥‥‥‥‥‥‥‥‥‥‥‥‥‥‥‥‥‥‥‥‥‥‥‥‥‥‥‥ 83

[도58] 도서상품권  ‥‥‥‥‥‥‥‥‥‥‥‥‥‥‥‥‥‥‥‥‥‥‥‥‥‥‥ 83

[도59] 인터넷 홈페이지 ‥‥‥‥‥‥‥‥‥‥‥‥‥‥‥‥‥‥‥‥‥‥‥‥‥ 84

[도60] 책 표지 ‥‥‥‥‥‥‥‥‥‥‥‥‥‥‥‥‥‥‥‥‥‥‥‥‥‥‥‥‥ 84

[도61] 책 속의 내용편집 1  ‥‥‥‥‥‥‥‥‥‥‥‥‥‥‥‥‥‥‥‥‥‥‥ 84

[도62] 책 속의 내용편집 2  ‥‥‥‥‥‥‥‥‥‥‥‥‥‥‥‥‥‥‥‥‥‥‥ 84

[도63] 쇠라 -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 87

[도64] 미소니 - 1997년 S/S 밀라노 컬렉션 ‥‥‥‥‥‥‥‥‥‥‥‥‥‥‥‥ 87

[도65] 고야 -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 ‥‥‥‥‥‥‥‥‥‥‥‥‥‥‥‥‥‥‥ 87

[도66] 발렌시아가 - 1965년 F/W 컬렉션‥‥‥‥‥‥‥‥‥‥‥‥‥‥‥‥‥‥ 87

[도67] 실레 - 서있는 검은머리의 나체소녀 ‥‥‥‥‥‥‥‥‥‥‥‥‥‥‥‥ 88



- vi -

[도68] 구찌 - 2004년 S/S 컬렉션  ‥‥‥‥‥‥‥‥‥‥‥‥‥‥‥‥‥‥‥‥ 88

[도69] 헤링 - 무제 ‥‥‥‥‥‥‥‥‥‥‥‥‥‥‥‥‥‥‥‥‥‥‥‥‥‥‥ 88

[도70] 카스텔바작 - 2002년 F/W 컬렉션  ‥‥‥‥‥‥‥‥‥‥‥‥‥‥‥‥‥ 88

[도71] 작품Ⅰ- 패턴 ‥‥‥‥‥‥‥‥‥‥‥‥‥‥‥‥‥‥‥‥‥‥‥‥‥‥ 100

[도72] 작품Ⅰ- 세부사진 ‥‥‥‥‥‥‥‥‥‥‥‥‥‥‥‥‥‥‥‥‥‥‥‥ 100

[도73] 작품Ⅰ - 도식화 (크로스 탑) 앞․  뒤 ‥‥‥‥‥‥‥‥‥‥‥‥‥‥‥ 101

[도74] 작품Ⅰ - 도식화 (랩 스커트) 앞․  뒤 ‥‥‥‥‥‥‥‥‥‥‥‥‥‥‥ 101

[도75] 작품Ⅰ - 도식화 (조끼) 앞․  뒤  ‥‥‥‥‥‥‥‥‥‥‥‥‥‥‥‥‥ 102

[도76] 작품Ⅰ- 전체 사진  ‥‥‥‥‥‥‥‥‥‥‥‥‥‥‥‥‥‥‥‥‥‥‥ 103

[도77] 작품Ⅱ - 패턴 1  ‥‥‥‥‥‥‥‥‥‥‥‥‥‥‥‥‥‥‥‥‥‥‥‥ 106

[도78] 작품Ⅱ - 패턴 2  ‥‥‥‥‥‥‥‥‥‥‥‥‥‥‥‥‥‥‥‥‥‥‥‥ 106

[도79] 작품Ⅱ - 세부사진 1  ‥‥‥‥‥‥‥‥‥‥‥‥‥‥‥‥‥‥‥‥‥‥ 107

[도80] 작품Ⅱ - 세부사진 2 ‥‥‥‥‥‥‥‥‥‥‥‥‥‥‥‥‥‥‥‥‥‥ 107

[도81] 작품Ⅱ - 세부사진 3 ‥‥‥‥‥‥‥‥‥‥‥‥‥‥‥‥‥‥‥‥‥‥ 108

[도82] 작품Ⅱ - 도식화 (끈) ‥‥‥‥‥‥‥‥‥‥‥‥‥‥‥‥‥‥‥‥‥‥ 109

[도83] 작품Ⅱ - 도식화 (탑) 앞․  뒤  ‥‥‥‥‥‥‥‥‥‥‥‥‥‥‥‥‥‥ 109

[도84] 작품Ⅱ - 도식화 (롱 스커트) 앞․  뒤 ‥‥‥‥‥‥‥‥‥‥‥‥‥‥‥ 109

[도85] 작품Ⅱ - 전체사진  ‥‥‥‥‥‥‥‥‥‥‥‥‥‥‥‥‥‥‥‥‥‥‥ 110

[도86] 작품Ⅲ - 패턴  ‥‥‥‥‥‥‥‥‥‥‥‥‥‥‥‥‥‥‥‥‥‥‥‥‥ 112

[도87] 작품Ⅲ - 세부사진 1  ‥‥‥‥‥‥‥‥‥‥‥‥‥‥‥‥‥‥‥‥‥‥ 113

[도88] 작품Ⅲ - 세부사진 2  ‥‥‥‥‥‥‥‥‥‥‥‥‥‥‥‥‥‥‥‥‥‥ 113

[도89] 작품Ⅲ - 도식화 (탑) 앞 ․ 뒤 ‥‥‥‥‥‥‥‥‥‥‥‥‥‥‥‥‥‥‥ 114

[도90] 작품Ⅲ - 도식화 (바지) 앞 ․ 뒤 ‥‥‥‥‥‥‥‥‥‥‥‥‥‥‥‥‥‥ 114



- vii -

[도91] 작품Ⅲ - 도식화 (끈)  ‥‥‥‥‥‥‥‥‥‥‥‥‥‥‥‥‥‥‥‥‥‥ 115

[도92] 작품Ⅲ - 도식화 (벨트)  ‥‥‥‥‥‥‥‥‥‥‥‥‥‥‥‥‥‥‥‥‥ 115

[도93] 작품Ⅲ - 전체사진  ‥‥‥‥‥‥‥‥‥‥‥‥‥‥‥‥‥‥‥‥‥‥‥ 116

[도94] 작품Ⅳ - 패턴  ‥‥‥‥‥‥‥‥‥‥‥‥‥‥‥‥‥‥‥‥‥‥‥‥‥ 118

[도95] 작품Ⅳ - 세부사진 1  ‥‥‥‥‥‥‥‥‥‥‥‥‥‥‥‥‥‥‥‥‥‥ 119

[도96] 작품Ⅳ - 세부사진 2  ‥‥‥‥‥‥‥‥‥‥‥‥‥‥‥‥‥‥‥‥‥‥ 119

[도97] 작품Ⅳ - 세부사진 3  ‥‥‥‥‥‥‥‥‥‥‥‥‥‥‥‥‥‥‥‥‥‥ 120

[도98] 작품Ⅳ - 도식화 (원피스) 앞․  뒤  ‥‥‥‥‥‥‥‥‥‥‥‥‥‥‥‥ 121

[도99] 작품Ⅳ - 도식화 (허리 앞 장식) ‥‥‥‥‥‥‥‥‥‥‥‥‥‥‥‥‥ 121

[도100] 작품Ⅳ - 전체사진  ‥‥‥‥‥‥‥‥‥‥‥‥‥‥‥‥‥‥‥‥‥‥‥122

[도101] 작품Ⅴ - 패턴 ‥‥‥‥‥‥‥‥‥‥‥‥‥‥‥‥‥‥‥‥‥‥‥‥‥ 124

[도102] 작품Ⅴ - 세부사진 ‥‥‥‥‥‥‥‥‥‥‥‥‥‥‥‥‥‥‥‥‥‥‥ 124

[도103] 작품Ⅴ - 도식화 (나시) 앞․  뒤 ‥‥‥‥‥‥‥‥‥‥‥‥‥‥‥‥‥ 125

[도104] 작품Ⅴ - 도식화 (바지) 앞․  뒤 ‥‥‥‥‥‥‥‥‥‥‥‥‥‥‥‥‥ 125

[도105] 작품Ⅴ - 도식화 (허리 앞 장식)  ‥‥‥‥‥‥‥‥‥‥‥‥‥‥‥‥ 126

[도106] 작품Ⅴ - 전체사진 ‥‥‥‥‥‥‥‥‥‥‥‥‥‥‥‥‥‥‥‥‥‥‥ 127



- viii -

표 표 표 표 목 목 목 목 차차차차

[표1] 의상 속에 나타난 미술작품  ‥‥‥‥‥‥‥‥‥‥‥‥‥‥‥‥‥‥‥‥ 90

[표2] 작품계획표 1 ‥‥‥‥‥‥‥‥‥‥‥‥‥‥‥‥‥‥‥‥‥‥‥‥‥‥‥ 96

[표3] 작품계획표 2 ‥‥‥‥‥‥‥‥‥‥‥‥‥‥‥‥‥‥‥‥‥‥‥‥‥‥‥ 97



- ix -

논문 논문 논문 논문 개요개요개요개요

 현대에 이르러 의상은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

서 다양한 소재와 표현기법으로 의상예술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의상을 위해 자수, 비즈장식, 퀼팅 등 수공예적 기법이 도입된 고급의상들이 

발표되어 인간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한다.

 본 연구는 패치워크 기법의 예술적, 미적, 실용적 가치와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적 추상의 미적 특성과 유사성을 살펴보고 몬드리안 작품과 

패치워크 기법의 추상적 조형세계와 이미지를 통해 현대 의상을 연구하여 의상을 

디자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패치워크 기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실용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예

술의 한 분야로서의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독특한 작품을 연구하는 것을 이 

논문의 내용으로 한다.

 패치워크 기법의 정의 및 역사를 고찰하고 참고 작품을 수집․ 정리하여 몬드리안

의 독창적인 작품의 특성과 접목시킨 현대 의상을 연구한 결과, 패치워크 기법은 

수공예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이며, 독자적인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조형적 구성에서 패치워크와 몬드리안 작품 모두가 색과 선, 면의 상호 보

완작용에 의해 화면의 구성을 이루는데 특히 비대칭적인 면 구성에서 균형과 조화

를 구사하려 한 점은 탁월한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은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치워크 기법의 조형적 표현방

법과 몬드리안 작품의 기하학적 패턴 및 색상을 응용하여 의상의 실용성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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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중점을 두어 작품 총 5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서 의상 표현의 주제가 되며,  

문양 패턴의 반복과 색상의 변화 및 조화로 세련된 의상을 디자인하여 국제화 시

대에 맞출 수 있다.

 둘째, 현대 의상 표현에서 다른 작품과는 달리 차별화되어 보이면서 차분하고 고

급스러운 퓨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산뜻함과 예술성 및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의상 디자인의 소재로 전통 기법과 회화를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패치워크 기법이 수공예적․ 고부가가

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으로써 의상의 전통적인 미학적 소재로 새로운 가치

를 지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그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

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몬드리안이 추구하던 기하학적이고 순수한 조형 작품을 유사한 느낌을 지

닌 우리나라의 전통 패치워크 기법으로 정성스럽고, 소박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이어 나갔다는데 이 논문의 의의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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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상은 끊임없이 창작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그러한 의상에 대한 관심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미를 추구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의상은 일반 조형 예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능적 측면만이 아닌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소재와 표현기법으로 의상예술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

다. 이에 따라 의상에 다양한 표현 양식을 도입, 응용함으로써 미적 기능을 살리

고, 창조의 자율성을 갖는 조형 예술로써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간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희소가치를 지닌 고품

격, 고부가가치의 의상을 위해 회화, 조각, 꼴라쥬 뿐만 아니라 자수, 비즈장식, 

위빙, 퀼팅 등의 수공예적 기법이 도입된 고급 의상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표현 

모티브로서 전통적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며 작가의 주관적이며 창의

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표현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재질적인 

효과를 증대시킨 독자적인 방법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치워크의 예술적, 미적, 실용적 가치와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적 추상의 미적 특성과 유사성을 살펴보고 패치워크의 면 구

성을 미술작품에 접목시켜 만들어진 현대 의상을 연구하여 디자인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또한, 패치워크의 추상공간과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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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상성을 선과 면을 주로 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 수공예적인 독특한 질

감과 기하학적 조형성을 발견해 냄으로써 실용성과 독창성, 간결미를 추구하는 현

대인의 개성적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고, 앞으로의 의상에 있어 전통적인 미를 내

재한 예술로서의 발전과 새로운 이미지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패치워크 기법이란 단어는 서양의 패치워크 기법과 우리나

라 조각보에 사용된 기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서양의 패치워크 기법과 우리

나라 조각보에 사용된 기법은 엄연히 다른 것이나 그 문양이나 특징, 면 구성 등 

여러 가지로 흡사한 점이 많을 뿐더러, 본 연구자의 작품에도 두 가지 기법이 함

께 사용되어 이를 나누어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단어의 명칭

을 통일하여 패치워크 기법이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명칭의 사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울 시에는‘조각보’라는 단

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감각산업의 발달로 현대 의상에서 필요로 하는 독특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

인을 위해, 예술성과 미적 기능성을 살려 색다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몬드리

안 작품을 응용하여 본 논문 내용에 사용하며, 이를 토대로 의상을 제작한다.

 본 연구는 패치워크 기법의 정의, 역사적 배경 등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참고 

작품을 수집․ 정리한 패치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몬드리안의 생애 및 

독창적인 작품의 예술세계와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참고작품을 표집하고 그 조

형적 특성을 살펴본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 현대 의상에 응용되고 있는 패치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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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양식 고찰을 통해 몬드리안 작품과 결부시켜 패치워크 기법들이 가미된 현

대 의상에 대한 연구 등을 이 논문의 내용으로 한다. 

 작품 제작은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치워크 기법의 조형적 표현방법을 응

용하여 임의로 표출된 5점의 몬드리안 작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형태의 

기하학적 패턴, 의상의 실용성 및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총 5점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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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정의와 역사역사역사역사

가. 패치워크의 정의

 패치워크(Patchwork)는 직물의 역사와 함께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다. 즉‘깁

는 행위(Patching)'에서 시작된 패치워크는 인류가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만들

기 시작 했을 때부터 부족하거나 희귀한 옷감의 남은 조각들을 이용해 실용품을 

만들거나 낡은 옷을 수선할 때 쓰는 등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바느질 방법이다. 

이 패치워크라는 용어는‘피싱(Piecing)’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

러 가지 색깔과 패턴을 갖는 조각들을 이어서 바느질하여 패브릭(Fabric)이나 퀼

트(Quilt)의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패치

워크란 본래 가장자리를 이은 천 조각들의‘모자이크(Mosaic)'라 할 수 있다.

 패치워크와 퀼트, 아플리케는 서로 연관성이 깊은 기법들인데 패치워크와 퀼트는 

각자 서로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기법들로서 패치워크는 넓은 의미에서 퀼트의 

한 유형이다.1) 그러므로 퀼트를 어떻게 유형화 하느냐에 따라서 패치워크의 개념

이 정립될 수 있다. 퀼트의 어원은‘속을 채운 자루’,‘매트리스’,‘쿠션’등에 

1) Val Jackson, 『 Beautiful Patchwork & Quilting Book 』 (Sterling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8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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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가진‘쿨시타(Culcita)’에서 유래되었고 불어의 고어인‘꾸알뜨(Coilte)’ 

또는‘뀔뜨(Cuilte)’로부터 영어로 옮겨 왔으며 13세기 이후부터‘퀼트’라는 말

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퀼트는 겉감과 안감 두 겹의 천 사이에 울, 면 등의 패딩

(Padding)을 넣어 한꺼번에 매듭이나 스티치로 누벼서 꿰매어 고정시키는 기법으

로 홑겹의 천을 보강하여 덮개나 의복 표면을 장식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퀼트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무지 퀼트(Plain quilt), 조

각 퀼트(Pieced quilt), 아플리케 퀼트(Applique quilt)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패치워크는 조각 퀼트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2) 무지 퀼트는 겉감과 안감이 

각각 한 장의 천으로 이루어지며 실용적인 침대보나 덮개 등의 제작에 주로 사용

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아플리케 퀼트와 조각 퀼트는 가공 면에서 

여러 개의 조각 헝겊을 맞붙이거나 덧붙인 다음 누빈 것으로 공통적으로 패치워크

라 불려져 왔다.

 패치워크는 다시 모자이크 패치워크(Mosaic Patchwork)와 아플리케 패치워크( 

Applique Patchwork), 크레이지 패치워크(Crazy Patchwork)로 나눌 수 있다. 모자

이크 패치워크는 주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형학적 형태의 여러 천 조각들을 맞

붙여 구성하는 것을 뜻하고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헝겊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 

낸 다음 단일 천위에 덧붙여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아플리케’로 불려진다. 

크레이지 패치워크는 어떤 형식에 얽매임 없이 디자인된 천들을 크기와 색깔에 구

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하여 바느질하는 기법으로, 이 기법은 빅토리아 시대 

말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패치워크의 한 종류로 초창기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

의 천들을 모아 자유롭게 아플리케 하여 꿰매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수를 놓는데

서 비롯되었다. 주된 천으로는 실크, 새틴, 벨벳, 리본 등의 화려한 천과 그 외에 

2) 송번수, 『 섬유예술 (The Art Fabric) 』 (서울 : 월간디자인출판부, 1985),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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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울도 같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한층 발전하여 오늘날의 크레이지 패치워크는 

색이나 질감이 다르고 불규칙한 형태를 지닌 헝겊 조각들을 모아서 자유롭게 작가

의 작품세계를 표현하는 실험성이 강한 기법으로 오늘날 섬유예술 표현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패치워크 기법이란 여러 개의 작은 헝겊 재료들을 모아서 제작자의 임

의대로 구성하여 맞붙이거나 접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기법을 뜻하며 그 영

역은 단순히 실용품이나 장식용품 제작의 범위를 벗어나 3차원적인 예술작품을 창

조하는 섬유예술 기법의 하나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광범위하게 쓰인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퀼팅이라는 용어와 패치워크라는 용어가 복합된‘패치워크 

퀼트’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나. 패치워크의 역사

(1) 서양의 패치워크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의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초목피나 동물의 가죽 등으로 

몸을 가리고 살아 온데서부터 의복의 역사는 시작 되었을 것이다. 인류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주로 신체를 보호하고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뭇잎이나 풀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큰 효

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모피 또한 단단하여 시용하기 불편하였고 동물 가죽을 이

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돌이나 나무토막으로 두들겨 부드럽게 

만든 뒤에 이어서 실을 만들었고 또 실을 서로 이어서 짜 점차로 그것을 이용하여 

직물을 만든 것이 인류가 만든 천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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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든 직물을 사용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게 되었고 의복이 뚫어지거나 헤

어지면 헝겊조각으로 기워 입는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패치워크는 인간의 자연발생적인 깁는 행위, 즉 패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

운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여러 민족과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으며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변모, 발전되어 왔다.

 패치워크는 고대시대를 기원으로 하는 아주 오래된 기법이다. 그러나 18세기 이

전의 작품은 소수만 남아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19세기 작

품들이다. 잔존하는 최고의 패치워크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사이에 만

들어진 것으로 소련의 레닌그라드 고고학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이 퀼트는 백 

스티치가 매우 정교하고 동물의 아플리케도 활기 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

하다.3)    이 밖에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집트 산 캐노피

(Canopy)퀼트로서 B.C 98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패치워크가 있다. 그리고 B.C 6

세기 경의 알타이 유목(Altai Nomadic)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의 무덤에서 발굴된 동물문양이 아플리케 된 인장용 담요나 인도의 천불동에서 발

굴된 직물류 중 직사각형의 천 조각을 이어 붙인 재단용 벽걸이 등이 동서양의 여

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퀼트는 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권위를 상징하거

나 종교적인 행사를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치워크는 B.C 7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면서 출현하였으며4)    승복에 나타

난 기법이 명백히 패치워크 기법이 있었다는 것을 12-13세기의 불란서 시모음집인 

르자이드 드자르(Les laisdel Desire)에 언급되어 있다.5) 8세기에는 장엄한 비잔

3) 김희정, 『 소품 퀼트 』 (서울 : 29 미디어, 2001), p.59

4) 송번수, 전게서, p.103

5) Jonathan Holstein, 『 The Pieced Quilt 』 (New York : Graphic Society Book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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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텍스타일로 붉은 서지(Serge)를 바탕으로 지중해 동쪽의 전설적인 동물인 날개 

달린 말을 금사로 퀼트한 것이 있다.

 A.D 11세기에 팔레스타인(Palestine)으로 원정 갔던 십자군 동방원정은 실패하였

으나 십자군에 의하여 동방무역이 열려 이탈리아 등 서구 여러 나라의 도시가 번

영하여 비잔틴의 미술이 유럽문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고, 패치워크는 장식용으

로 발전되어 갔다. 십자군의 누벼진 군복과 패치워크로 된 천막, 벽, 장식장 등의 

제작기법이 서구전역에 전파되었으며 11세기 이후부터는 군인들이 누빈 코트를 입

기 시작하면서 십자군들의 세라젠 제국이 착용한 의복에까지 이용되었다. 또, 중

세의 성직자들이 패치워크로 된 옷감을 상체 한 가운데 착용했음이 확인되고 있으

므로 11세기 패치워크는 한층 더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패치워크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갔는데 의

복장식이나 침대덮개 등으로 그 기법이 유행하였으며 인도, 중국, 페르시아 등 아

시아로부터 수입된 대량의 면직물인 친츠(chintz)에 아플리케와 자수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변하지 않는 색상과 광택이 뛰어나 친츠의 수요가 늘어나 

영국인 업자들의 반발로 1722년에 아시아로부터의 직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친츠는 

커다란 희소가치를 갖게 되어 한 조각의 인도산 면직물이라도 최대한 이용하길 원

했으므로 친츠로 된 헌 옷 가운데 아름다운 색상이나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

을 잘라 모아 두었다가 다시 이어 붙여 침대 덮개 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부

터 패치워크가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6) 중세 유럽에 있어서 패치워

크는 영국을 중심으로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위해 사용하였다. 17~18세기의 대부

분의 패치워크가 폐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이유는 영국인들의 미국이주가 시작되

6) Patricia Wardle, 『 Guide to English Emfnoideny 』 (London :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7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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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민초기에는 직물이 풍족하지 못하여 천들을 아끼게 되었다. 여기서 실용성

과 장식성이 가미되고 인간성과 역사를 잘 나타내는 아메리칸 퀼트(American 

Quilt)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아메리칸 퀼트의 발달은 19세기 초이

며 당시 유행했던 퀼팅 된 패티코트에서 유래한 린지 울시 퀼트(Lisey Woolsey 

Quilt)7) 와 아미쉬 퀼트(Amish Quilt)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값싼 직물이 대량생산 

되면서 미국에서는 패치워크 파티(Patchwork Party)8) 를 통해 디자인 교류가 이루

어져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경제 번영으로 상류 계급의 여성들의 옷차

림도 새틴(Satin)이나 벨벳(Velvet)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입는 등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변화되었다. 이리하여 목사나 울(Wool)의 천 조각을 소재로 한 패치워

크를 만들던 사람들이 새틴이나 벨벳을 구입하여 아름답게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수를 놓아 화려한 크레이지 워크(Crazy Work)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패치

워크는 사용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주로 장식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미술 공예운동(Art and Crafts Movement)에 있어 윌리엄 모리스

(William Morris)와 존 러스킨(John Ruskin) 등은 기계제품을 비난하고 수공예품

의 애용을 권장하면서 공예를 예술의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공헌을 하였으며9)    이것

은 건강한 공예의 회복,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조성, 예술의 민주화, 노동하는 기

쁨의 회복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현대공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패치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

술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시기로10) 패치워크와 퀼트의 기법이 예술기법

7) 린지 울시(Lisey Woolsey) : 경사를 튼튼한 린넨이나 면사로 하고 위사는 모사를 사용하여 

짠 직물.

8) 패치워크 파티(Patchwork Party) : 각자의 헝겊 조각과 패턴을 가지고 함께 디자인을 구상하

고, 패턴을 교환하고 헝겊조각을 잇는 작업을 하는 모임.

9) 임연웅, 『 현대 디자인론 』 (서울 : 경춘사, 1988),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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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조명되고 여러 예술가들의 예술작업 속에서 실험성 있게 시도되고 모색되

는 변환의 시기였으며,11) 1960년대부터 여성운동으로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을 갖

기 시작하면서 예술의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1년 위트니 미술

관에서 전시된 퀼트전은 전 미국에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어려움도 끝나고 물자들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보

온이나 개인의 미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과거의 패치워크 퀼트

(Patchwork Quilt)는 인간의 기록으로서 사회의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에 없었던 새롭고 대담한 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진 퀼트를 현대 퀼트(Contemporary Quilt)라 하며 예술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

게 되었다. 

(2) 우리나라 패치워크의 역사

 우리나라 패치워크의 역사는 그 기원이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

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창의력이나 기법 또는 조형적인 면

에 있어서 서양의 패치워크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패치워크 기법으로 발전해 왔

다. 

 우리나라에서 패치워크의 사용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신라시대 때 불교가 전래되면서 가사가 유입되어 그 깁는 행위 즉 패치워

크의 사용이 다양하게 되었고 조선조에 패치워크는 주로 장식을 위한 것이다. 이

는 당시 색 헝겊이 매우 귀했던 만큼 실용을 위한 작품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었

10) 송번수, 전게서, p.105

11) Michael M. Kile, 『 The Quilt Digest 』 (The Quilt Digest Press, 1986),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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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된 곳은 매우 다양하지만 서양과 달리 그 활동 

범위가 작고 시대적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

된 전통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패치워크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패치워

크의 대표적인 예는“색동”이며 그 기원은 고대로부터 의복에 장식용으로 둘렀던

‘선’에서 찾을 수 있다. 선이란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깃과 도련, 그리고 소매 

끝에 두른 색동12) 을 말하며 ‘연(延)’또는‘순(順)’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

나라 고유복식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로 저고리, 두루마기, 치마 등의 깃, 부리, 

도련에 이색의 선을 두른 것으로 옷단의 푸서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에서 생겼으나 점차 장식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는 이 풍습이 성행하였던 것 같다. 이

는 북사열전 고구려조에“고구려 부인은 저고리와 치마에 선을 둘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에서는‘선’외에 주로 치마에 사용된 색동들도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

서 의상은 그 자체가 구조적인 형체이며 몇 개의 부분 형체에 의해 짜여진 부분을 

이어 붙인다는 의미에서 패치워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패치워크 기법이 옛 의류와 생활용구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

었다. 

(가) 의류부분

 의류부분에서는 가사, 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잣섶, 굴레 등이 있다.

12) 유희향, 『 한국복식사 연구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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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사

 B.C 7세기 전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되면서 승복의 일종으로 출현하여 불교의 전

파에 따라 중국을 거쳐 통일신라시대 이전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왔다. 가사란 승

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를 말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원적 형태의 패치워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사람

들이 버린 옷이나 또는 죽은 사람의 옷을 백팔염주13)에서 본 따서 불규칙한 조각

을 이어 붙여 만들었던 것인데 그 후에는 장방형으로 조각조각 잘라 바둑판 모양

으로 만드는 덧 의복의 일종이 되었다.14)    이와 같이 가사는 조각 헝겊을 이어 붙

여 만든다는 점에서 패치워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② 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색동은 고려시대 때에는 치마에 이용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저고리에 이용

되었다. 회장저고리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색동저고리는 장식적인 패치워크의 일

종이라 할 수 있다. 저고리의 소매를 색색의 긴 천을 이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에서 패치워크의 대표적인 예이다. 색동저고리는 원래 유아시절부터 10세전까지 

입던 옷15)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젊은 여자들까지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색동의 색은‘홍 ․ 황 ․ 청 ․ 백 ․ 녹색’의 다섯 가지 색을 중심으로 다양하며 색

동의 조각 수는 21동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색동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

삼, 활옷 등의 소매 깃에도 사용되었으며 색은 주로‘홍 ․ 황 ․ 홍’혹은‘홍 ․ 황 ․ 

13) 백팔염주 :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서 그 끝을 맞맨 염주. 이것을 돌리며 염불을 하면 

108번뇌를 물리쳐 무상의 경지에 이른다 함. 

14) 김동욱, 『 승포, 한국복식사연구 』 (서울 : 아세아 문화사, 1973), pp.218-219

15) 김복옥, 『 생활한복 』 (서울 : 수학사, 1975),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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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으로 되어 있다. 회장저고리16)는 곁마기가 있느냐에 따라 삼회장저고리와 반

회장저고리로 나눈다.    

    길게 이어지는 색동저고리와 달리 아동용‘조각배자’의 경우 조각 천을 이어 붙

여 격자문을 형성한 것으로 의류에는 흔치 않는 패치워크 형태라 할 수 있다.

③ 잣 섶

 ‘잣’이란 조각 헝겊을 삼각형으로 만든 것으로, 옷을 만들고 색 헝겊 조각을 

삼각형으로 잘라 이어 붙여 장방형으로 만들어 옷섶을 장식한 것이다. 이는 색채

조화가 뛰어나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④ 동 정

 삼국시대의‘선’의 유풍 또는 변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정은 자주 갈아 달게 

하였다는 것은 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의 의복에의 미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우리 복식에 있어서 하나의 풍습이 되어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왕족

이 입는 적의, 원삼 등과 양반들은 각종 보료와 여인 복식 및 저고리에 이르기까

지 널리 성행하였다.

⑤ 굴 레    

 아이들의 방한을 겸한 장식적인‘쓰개’였으며 돌장이를 위시해서 너댓살까지 남

녀모두 씌웠다. 색색의 긴 천을 이어 붙이고 정상을 진주로 꾸며 동자는 남색으로 

낭자는 자주색 끈을 달아 쓴 것이다.

16) 회장저고리 : 여지의 저고리 깃, 끝동, 겨드랑이, 고름 따위에 색 헝겊으로 꾸미는 일, 또

는 그 꾸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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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용구 부분

 생활용구 부분에서는 조각보를 들 수 있고 조각보 외에 조각골무, 잣베겟모, 오

방낭자, 이불, 함, 불경덮개 등이 있다. 

① 조각보

 조각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옛날의 패치워크라고 할 수 있다.‘보’란 우리말로

는“보자기”를 가리키며 물건을 싸두기도 하고 혹은 씌워 덮기도 하기 위하여 피

륙으로 네모지게 만든 물건, 끈을 달기도 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보’는 수를 놓거나 금박을 단 화려한 것으로부터 모시나 삼베의 

조각 천으로 이어 만든 조각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조각보는 남은 헝겊의 모양

에 따라 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등으로 재단하여 헝겊을 최대한 이용했으며 사

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옆에 적당한 형태의 헝겊을 이어 붙여 반드시 사각형이 되

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각형들을 여러 개 이어 붙여 조각보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

을 매우 다양하다.

 조각보는 모시나 삼베의 조각이나 얇은 사라 따위의 견직물의 조각천을 고이 모

아두었다가 정성스럽게 이어 붙여 유용한 생활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 조

각보는 금박 보나 수보를 능가하는 현대적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 여인들의 생활의 지혜와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 볼 수 있다. 

 조각보의 색채는 민보의 경우 일반 가정의 여인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제작한 

것으로 별 구속받지 않고 그 보다는 고운 색을 좋아하는 여인들의 심미적 성품과 

배색 감각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며, 색 조각보는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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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조화를 꾀했으며 비모호성의 원리로서 얻어지고 있다.17)    색 조화가 주는 느낌

은 채도가 높은 순색 대비는 명쾌하고 강한 인상을 주며 민속적인 색으로 일관되

었으며, 채도가 낮은 대비는 은은하고 부드러우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명도차

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자연색과 백색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들의 색 조화는 콘트라스트

(Contrast)가 약하나 면 구성의 복잡함이 이를 보충하였고, 조각보의 색채는 제작

자의 생활 감정, 생활상, 사고방식, 미적 감각이 그대로 들어있다 하겠다. 

 조각보의 전체적인 면구성은 대부분 크고 작은 방형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혹 곡선으로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없애 주기도 한다.

 그 구성은 중앙 집중형과 사방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승복, 가사와 

같은 구성 방법이 있고 또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형도 있다. 보자기의 발전

의 이면을 보면 일종의 기복 신하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수를 

놓거나 조각 천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등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복을 비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든 보자기에 물건을 싸두는 것은 복을 싸둔다는 뜻으로도 해

석된다. 조각보의 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시, 삼베, 명주 등으로 삼베

와 모시, 조각보는 여름용으로 편직물은 겨울에 사용되었다. 바느질의 방법은 매

우 섬세하여 쌈솔로 이은 경우 시점을 최소한으로 하였다.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조각보의 모양은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1형식 

17) 김성희, “조선조 후기 조각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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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제1형식-Ⅰ 

            

 위의 도안들 [도1], [도2]는 중앙 집중형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 집중형은 조각

보의 정 가운데를 중심으로 작은 방형들이 방사형으로 확대되어 있다. 중심부는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1]은 대각선의 교차로 되어 있고, [도2]는 네 

개의 잎 모양으로 되어 있다.

 - 제2형식    

                      

[도3] 제2형식

 

[도2] 제1형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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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도안 [도3]은 사방 연속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크기의 정방형이

나 이등변 삼각형의 조각이 두 개 혹은 네 개가 정방형을 이룬 것으로 질서 정연

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 테두리의 긴 장방형의 천을 둘러 통일성과 중후감을 

준다.

 - 제3형식        

                    

[도4] 제3형식 

 위의 도안 [도4]는 가사의 면 구성과 비슷한 것이며, 수직선을 위주로 간격을 작

게 나누어 긴 방형을 반복시키고 있다. 단색의 긴 방형이라도 모두 나뉘어져 있다

는 점이 특이하다.

 - 제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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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 제4형식-Ⅰ

      

[도6] 제4형식-Ⅱ 

 다양한 방향의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크기의 방형이 반복되

면서 이를 분석하고 있고, 수직선과 수평선만이 아니라 사선으로도 배열되어 있

다. 이것은 조각보, 일명 자유형과 크레이지 패치워크라 할 수 있으며, 어떤 패턴

을 형성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합한 형식으로 현대적 감각을 자아낸다.[도5],[도6]

 이와 같이 조각보의 면구성은 기하학적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천의 낭비가 없고 바느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각보 구성의 특징은 첫째, 균제(Symmetry)로써 주

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는 한 쪽으로 치우쳐 균형 잡

혀지고 있다. 둘째, 방형의 반복으로 방형, 색, 문양 등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으

며 여기에 조화와 대비 등이 조각보를 더욱 생동감 있게 해 주고 있다.

 
 ② 조 각 골 무

 골무는 바느질 할 때에 손끝이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에 끼는 것이다. 이

것은 바느질하는 여인이 직접 자기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

양하며 섬세하다. 또 앞뒤의 색을 달리 하거나 색색의 조각 천을 이용하여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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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인 삼각형, 사각형들로 이용하여 구성하며 상침질18)한 것도 있다.

③ 잣 베 겟 모

 색 헝겊을 삼각형으로 접어 잣 모양을 만들어 한 쪽에서부터 이어붙이는 것으로 

바느질 흔적이 겉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만든 것

이다.

④ 오 방 낭 자

 주머니의 일종으로 오방이라 함은 오행설에서 나온 방향을 가르키는 말로써 그것

을 색으로 구분할 때 동은 청, 서는 백, 남은 홍, 북은 흑, 중앙은 황으로 나타낸

다. 전날의 오방에서 재수가 들어온다는 뜻에서 궁중이나 양반의 집에서 사용했던 

다섯 가지 빛깔을 헝겊조각으로 만든 주머니를 오방낭자라 한다. 이와 같이 방향

을 가르키는 오색의 비단 조각을 이어 만든 것이라 하여 오방낭자라고 한다.

⑤ 이 불

 전통적인 우리의 이불의 표포(거죽)은 세 가지의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불 몸 천, 그와 배합되는 반대색의 깃, 그리고 희색의 동정으로 구성된다. 서양의 

침대 덮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패치워크’의 단순하고 소박한 색상을 볼 수 있

다.

 특히 무명으로 된 청색의 이불 거죽은 바로 옛날 식관복의 일종인 천익의 옷감으

로 국가 위사시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18) 상침질 : 박이옷이나 보료, 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겉으로 드러나게 꿰매

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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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군 기 (군깃발)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 의식기의 한 종류로 백, 보라, 홍, 황, 녹색의 

문단으로 된 오색 금융기가 그것이다. 시대적으로 현대와 가까운 만큼, 그 이전의 

작품들이 수공업에 의해 제작된 데 반해 이 오색기는 재봉틀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에 금박으로 용문, 운문, 모란문을 찍었다.

⑦ 함

 함은 상자의 일종인 생활용구로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수를 놓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 골무함과 실함이 이어 실용적으로 생활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골무함은 

표면의 장식을 삼각형의 천 조각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면 구상을 나타내주고 있

으며, 골무의 표면에도 다양한 문양을 수놓아 썼는데 이곳에도 기하학적인 삼각형 

사각형 등을 이용한 표현을 볼 수 있다.

⑧ 불 경 덮 개

 불경덮개는 불경의 겉표지를 덮을 때 표지가 상하지 않도록 비단으로 만든 갸름

하고 얇은 덮개를 말한다. 불경덮개는 화려하게 수를 놓아 만든 것도 있고 헝겊 

조각을 잘라 이어서 만든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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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문양문양문양문양

가. 패치워크 문양의 미적특성

 장식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패치워크가 점차 실용성보다는 미적 욕

구의 승화로 예술적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문양 ․ 소재 및 기법의 

발달을 가져 왔다.

 패치워크 문양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예술

성을 가미한 형태로 변형하여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문양의 형태로 발달해 오고 

있다. 즉, 패치워크 문양은“기하학적 무늬를 양식화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

나는 것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문양의 기하학적 양식화”이론에 기인한 추

상적 형태의 문양구성을 부여주고 있다.19)    패치워크의 기하학적 전통문양은 합리

주의와 기능주의를 토대로 한 정확성과 추상성을 함께 표하고 있으며 문양의 반복  

․  연속 ․  확산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패치워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 ․  복합된 문양은 규칙적인 

질서를 지니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지며, 이러한 기하학적 문양의 가치는 20세기

의 기하학적인 추상주의 미술이 대두되면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으며 몬드리안 같

은 추상주의 작가 이전에 부인들의 손에 의해 기하학적 문양의 패치워크가 발달 ․ 

창조된 것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패치워크 문양의 구성방법

19) 박인실, 『 장식미술에 대한 미학적 소고 』 홍익미술 제 8 호, 1986,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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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의 경우 패치워크가 신부의 기본적인 혼수품의 한 부분일 만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패치워크는 작고 복잡한 형태를 수반했기 때문에 거의 

손으로 행하여 졌으나 사각형과 같은 간단하고 큰 형태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였

다. 일반적인 패치워크의 제작 시 패브릭 선택의 주의점은 취급이 용이하며 조직

과 강도가 같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면과 실크의 경우 세탁과 취

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술적 표현에 있어

서의 패치워크는 그 작품이 갖는 심미성과 작가의 개성에 의하여 다양한 패브릭의 

사용이 가능하다. 패치워크의 컬러의 경우 그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디자인

의 주된 컬러가 그 배경이 되는 바닥 천의 색을 결정하므로 디자인 시 신중히 고

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치워크는 자수에 의해 흥미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 형태 안에 자수를 하거나 형태의 주위에 스티치로 장식하는데 여기에서 페더 

스티치나 헤링본 스티치, 블랭킷 스티치 등이 사용되며 기계 자수인 지그재그

(Zigzag)기법의 경우 기계적인 패치워크에 장식성을 더해 주었다. 또한 패치워크

는 가장자리의 트리밍(Trimming)으로도 사용되어 지는데 이는 독특하며 장식적인 

마무리를 연출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면 구성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패치워크의 형태로는 

 (가) 정방형 

 같은 크기의 정방형이 모여서 이룩된 형태로 동일한 크기의 방향이 반복됨으로써 

오는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색채 혹은 문양으로써 대비 시키고 있다.

 (나) 사선형

 이등변 삼각형이 질서, 정연하게 모여서 사선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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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육각형

 육각형은 패치워크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태이다. 중심의 하나의 육각형과 그 주

의에 여섯 개의 육각형이 놓임으로써 만들어지는 별(Star)이라는 모티브는 처음 

패치워크를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형태이다.

 (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이러한 사각형 형태는 기계적인 것이나 손작업에 의한 것 둘 다 매우 유용한 형태

이다. 이는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큰 면적을 신속하게 완성하는데 매우 효과

적인 형태이다.

 (마) 삼각형

 삼각형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삼각형의 수

평구성, 별 모양의 구성 또는 육각형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태와의 조합이 용이한 

형태이다.

 (바) 다이아몬드 형

 다이아몬드 형은 대조적인 천으로 다양한 연출을 하기에 좋은 형태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두개, 혹은 네 개가 모여 다이아몬드 형을 이루고 있다. 

 (사) 장사방형

 장사방형에는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 형태가 있는데 모든 형태에 가장 적합한 형

태이다. 전자의 경우 그 하나만으로도 별 모티브를 만들 뿐 아니라 삼각형과 결합

으로 인해 다양성을 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중심에 사각형을 두고 그 주위에 배

치하여 구성하는데 사각형의 크기 변화에 따른 조합으로 흥미롭고 정교한 패턴을 

연출할 수 있다. 이것의 심플한 아웃라인으로 인하여 손바느질뿐만 아니라 기계에 

의한 바느질도 가능하다.

 (아) 색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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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중앙에 있는 네모꼴을 중심으로 동심원(중심을 같이 한 둘 이상의 원)이 

퍼져 나가듯 네모꼴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패턴을 보여주며, 이 형식은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제작이 손 쉬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자) 바람개비 형

 보자기 중앙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바람개비의 날개와 같은 방향으로 조각 천을 

배열하고 있다.

 (차) 조개껍질 형

 조개껍질 형은 매우 전통적인 패턴으로서 가끔 퀼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

다. 이들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진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데 그 형태적 디자인이 

어렵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보다 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형태를 반대로 

하여 무지의 천위에 놓음으로써 스캘럽(Scallop)형태의 테두리 연출이 가능하다.

 (카) 여의주문형

 일정한 크기의 원들이 똑같은 크기의 겹친 부분을 네 군데 만들도록 서로 겹쳐져 

있다. 그 결과 패치워크 전체는 네 개의 꽃잎을 가진 꽃들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하며 또한 여의주가 겹쳐 도열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타) 수직형

 수직선을 이용한 형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온 선을 위주로 간격을 크고, 작게 나누

어 긴 방향을 반복시키고 있다. 이 형식의 특징은 단색의 긴 방향이라도 모두 나

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면 구성에도 색채를 통일시켰다.

 (파) 수평형

 다양한 크기의 방형 등이 옆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심이 없는 것이 특징이

다.

 (하)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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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모양, 색상이 각양각색인 천 조각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거나 어느 조

각이 전체 속에서 융합하지 못하여 유리되어 있지만 무질서한 느낌을 전혀 안주는 

것이 자유형 패치워크의 특징이다. 이러한 부정형의 패턴을 이루는 조각들은 장방

형이거나 부등변 삼각형 또는 부등변 사각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패치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면 구성이며, 이렇

듯 단순한 형태의 패치워크 구성방법도 있으나 다양한 크기, 형태, 패브릭의 조합

과 거기에 장식적 효과가 더해진 복합된 형태의 구성 방법도 나타나고 있다.

    

(2) 종류

 

 패치워크의 구성방법에 있어 형성될 수 있는 문양은 너무도 다양하여 일일이 열

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느질법에 따라 분류하여 그 대표적 문양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패치워크를 바느질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일정한 형태의 블록을 서로 이어 전체적 문양을 만드는‘피스 패치워크(Pieced 

Patchwork)’와 서로 다른 형태의 조각들을 이어 문양을 응용하여 만드는‘어플라

이드 패치워크(Applied Patchwork)’, 블록이 아닌 더 작은 조각들을 붙여 만드는

‘쎄미놀 패치워크(Seminole Patchwork)’, 표면효과를 주는‘플리트 패치워크

(Pleated Patchwork)’로 나눌 수 있다.     

 형태에 따라서도 기하학적 문양과 자유로운 형태의 문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

나, 위의 기법에 따라 분류하여 대표적인 문양들을 18, 19, 20세기의 유물 자료들

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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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스 패치워크

  패치워크 문양의 기본 블럭을 서로 이어 전체적 문양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 블

록이 매우 다양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종류도 많다. 흔히 패치워크 문양으

로 불리운다.

① 요요 패치워크(Yoyo Patchwork)

 각 패치워크들의 원형이 밑받침 헝겊 없이 그대로 빈 공간을 남기면서 연결된 것

이 요요 패치워크이며 이것을 오픈 워크 패치워크라 하기도 한다.

② 카시드럴 패치워크(Cathedral Patchwork)

 겉면을 누벼서 만들되 무늬가 있거나 대조되는 면의 정사각형 위로 무늬 없는 면

이나 마를 접어 틀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틀에 짜여진 듯한 다이아몬드형

의 줄로 연결된 패치워크가 된다.

③ 셀 패턴 패치워크(Shell pattern Patchwork)

 형판을 뜰 때는 조개의 기둥까지 뜨지만 연결할 때는 조개기둥은 가려지게 된다. 

패치워크를 만들 때는 천으로 안감처리 하는 것과 종이 심지를 대는 것 등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④ 아미쉬 패치워크(Amish Patchwork)

 반복적인 주제 위에 다양한 색상으로 기하학적 패턴에 퀼트를 하는 전통적 형태

로 현대 감각에 특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서 수집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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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⑤ 몰라 패치워크(Mola Patchwork)

 몰라 패치워크는 중미 파나마 지역의 원주민들이 하던 표현기법으로 주로 원색의 

색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려하고 강렬하며 동물이나 식물문양으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천을 한 데 모아서 디자인 된 패턴에 따라 가위로 잘라 가면서 위층의 

천을 아래층의 천에 부착시키거나 다른 천을 덧붙이는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천을 

이용하면 아주 독특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⑥ 포스티지 스탬프 패치워크(Postage stamp Patchwork)

 무(無)에서 유(有)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패치워크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지는 

포스티지 스탬프 패치워크는 아무리 작은 조각도 버리지 않고 쓰여지는 것이 특징

으로, 16C~17C초에는 여성들이 해진 천 조각을 사용하였다.

 포스티지 스탬프라는 이름은 사각형의 크기가 거의 우표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사각형의 정확한 수치는 패치워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 폭이 1인치 정도의 

사각형을 사용한다.

 이 패치워크의 특징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버려지는 천 조각들도 유용하게 이용

하는데 있으며, 천 조각을 이어 하나의 큰 모자이크 형태를 만들어 사실적인 표현

을 하기도 한다.20)

⑦ 텀블링 블록(Tumbling Block)

 다이아몬드 모양의 기본형으로 만들어지는 텀블링 블록은 어린이 장난감 블록

20) 조한열, 『 퀼트 이론과 실제 』 (서울 : 학문사, 199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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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block)이라고도 불리며, 도형간의 명암법에 의해 장난감 블록 더미를 

쌓아 놓은 것 같은 형상의 3차원적 효과를 나타낸다. 착시 현상의 예로서 보여 지

는 이 패치워크는 고대 아미쉬 패치워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아미쉬의 원색적

이며 강렬한 색상과 함께 매우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로 결합되어 있다.

⑧ 오하이오 스타(Ohio Star)

 오하이오 스타는 17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인기 있는 디자인이

다. 각각의 블록에서 파생되는 별 모양은 1800년대 후반까지 쓰여 졌던 특징적인 

형태로서 이 패치워크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조각 잇기와 패치워크의 수작업

으로 이루어진다. 이 패턴은 전통 아미쉬 패치워크에서 자주 발견되며, 많은 패턴 

중에서도 돋보이는 예로 보여 진다.

⑨ 스톰 엣 씨(Storm at Sea)

 스톰 엣 씨 패턴은 지난 50년간 유행되고 있는 패턴으로 “여성들의 예술 회사

(Ladies Art Compan)y"에서 출판된 작품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패

턴의 특징은 블록들이 색깔 차이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명

도차이로 인한 바다나 해상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⑩ 그랜드 머더스 팬(Grand Mother`s Fan)

 이 패턴은 레이스, 자수 등을 겸하여 우아한 느낌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각

각의 블록이 비록 2개의 조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형태로 배열되어 다양한 디자인을 형성한다.

 또한 각각의 블록에서 분배되어진 조각들이 많은 숫자로 인하여 부드러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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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블록은 서로 이어지며, 대체로 사각형의 배경구조에 레이스와 자수 등

의 장식을 한다. 이때 자수 한 땀 한 땀의 다양성과 장식성은 조각의 이음새를 덮

어주고, 도형의 구조에서 대비되는 색들은 각자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21)

(나) 어플라이드 패치워크

  패치워크 문양의 기본 블록을 규칙적으로 이어나가는 피스 패치워크와는 달리 

어플라이드 패치워크는 서로 다른 형태 혹은 유사한 형태의 조각들을 일정한 형식

에 의해 덧붙여 나가거나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법이다. 완전한 천위에 대조되는 

색상의 천을 오려서 바느질 한 것으로 주로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되며, 이에 속하

는 대표적인 문양은 

① 크레이지 패치워크(Crazy Patchwork)

 크레이지 패치워크는 퍼즐처럼 기본적인 삼각, 사각의 천 조각이나 불규칙한 모

양의 헝겊조각들을 머슬린, 면, 명주 등의 넓은 천위에 자수를 사용하여 연결한 

것이다. 뒷면을 붙이고 나서 퀼팅을 하지 않으며, 중간 중간에 시침을 해놓는 것

이 보통이다.

 주로 오래된 침대 퀼트를 깁거나 낡은 옷의 헝겊 조각을 이용해 무엇인가 쓸모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주로 폐품활용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1787년부터 크레

이지 패치워크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당시 유럽에서 성행하던 것이 미국으로 전래

되어 나타난 것은 16-17세기이다. 미국에 전래되면서 사방 연속형을 도입하여 블

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연결시킴으로서 통일성을 부여하였고, 장식적인 효과보다

21) 조한열, 전게서,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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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천 조각들을 연결하여 큰 천을 만든다는 검소한 생활의 상징이기도 하였

다.

② 로그 캐빈 패치워크(Log cabin Patchwork)

 로그 캐빈 패치워크의 블록은 전통적인 패치워크 패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의 하나로 많은 퀼터(quilter)들이 다양한 크기의 형태,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

을 개발했다. 커트하우스 스텝(Courthouse step), 파인애플(Pineapple), 스트레이

트 퍼로(Strait forrow), 반 레이징 캐피털 스텝(Barn raising capital step), 밝

음과 어두움(Light and dark), 지그재그(Zigzag) 등은 로그 캐빈 패치워크 패턴으

로 만들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며, 이외에도 풍차모양 형, 다이아몬드 형, 

대각선형 등이 있다. 

 로그 캐빈 패치워크 블록들은 고급 옷감 즉, 실크나 벨벳 등에 리본과 함께 사용

하는 등 거의 장식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로그 캐빈 패치워크는 전통적인 

형태로서 중심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주위에 대각선으로 반은 짙은 색의, 반은 밝

은 색 띠로 연결하여 다시 정사각형의 블록을 만드는 것이다.

 옵티칼 패턴이나, 블록의 배열과 색의 조화에서 선의 움직임이 안에서 밖으로 나

오는 듯한 반사적 효과도 만들 수 있다. 응용력 있는 선과 색의 배열에서 다양한 

색상과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복합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혹은 두 가지 

색만으로도 독특한 패턴을 형성하기도 한다.22)

(다) 쎄미놀 패치워크

22) 조한열, 전게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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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라이프 형태의 연속무늬가 생기는 것에 중

점을 둔 것으로 이 문양은 쎄미놀(Seminole) 인디언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양은 패치워크의 가장자리 장식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며 문양들을 전

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패치워크의 기본 문양들은 다양한 형태들

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패치워크 문양들을 반복적으로 하나의 줄무늬를 연

상시키는 효과가 특징적이다.

(라) 플리트 패치워크

 평면의 패치워크 문양 위에 재질감을 더해 줄 수 있는 기법으로 플리츠와 터크 

등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표면효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 기법은 원래 문양을 잇기 전에 먼저 터크나 플리츠로 표면효과를 준 후에 사

용한 것인데, 현대에는 문양과 문양을 연결한 후에 가로로 혹은 세로로 절개하여 

그 사이사이에 터크나 플리츠를 사용함으로써 고감도의 부조적 효과와 수공예적인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패치워크에 사용되는 여러 표현기법은 새로운 텍스쳐로 작품에 풍부한 

표면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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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패치워크의 특성특성특성특성

 현대로 들어오면서 패치워크는 20세기 추상주의와 기능주의의 환경 속에서 현대 

감각에 맞는 예술작품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산업발달에 의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섬유 및 직물의 가공방법을 개발하여 패

치워크 작품은 보다 용이하게 제작되고 디자인 또한 자유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성격도 변하여 실용을 주목적으로 하던 경향이 점차 장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패치워크의 가치 변화는 바우하우스(Bauhaus)나 추상주의 등의 미술사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우하우스는 디자인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의 규칙을 정

립했으며 바우하우스 작가인 조셉 알버스(Josef Albers)는 기하학적 형태를 추상

적 스타일로 회화에 이용했다.23)    과거의 패치워크 작품들에서 만들기 쉽고 천과 

시간을 아끼는 의도로 사용된 기하학적 패턴이 오늘날에는 심미적인 입장에서 선

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패치워크의 소재

 소재는 공예가 정신을 나타내며 공예의 아름다움이 갖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소재의 아름다움에 있다. 천위의 줄무늬, 색채, 천에 짜 넣은 문양 등도 조형으로 

성립하며, 미적 세계를 창출한다. 실에 있어서도 면사, 금 ․ 은사 이외에도 규소

(Silicone)로 코팅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엉키거나 매듭져지지 않아 패치워크 

작업이 훨씬 수월해 졌다. 

23) Jonathan Holstein, 전게서,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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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워크 작품에 사용된 소재로는 면, 벨벳, 골덴, 공단, 실크, 마, 울 등 천 종

류 외에도 금속조각, 가죽, 펠트, 구슬, 모피, 끈 등의 수많은 종류들이 독자적으

로 또는 상호의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소재가 지닌 고유한 재질감과 기

능성을 추구하며 소재에 한계가 없으며 다양해졌다는 즉, 소재의 해방을 암시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치워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소재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어 

그 재료가 지닌 특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며 작가와 재료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재 중에서도 퀼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면은 마, 모 섬유와 같이 고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식물성 섬유로서 길이가 짧은 

단섬유(Staple fiber)이다. 시 아일랜드(Sea Island), 이집트, 아메리칸 업랜드

(American Upland), 아시아면의 네 종류가 있다. 서로 모양이 비슷하지만 꽃의 색

상이나 꽃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며 섬유의 길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목면은 면규과로 고시피움(Gossypium)속의 쌍엽 식물이며 꽃은 부용과 비슷하다. 

꽃이 지고 다래가 성장하여 다래 속의 종자 주위에 하얗고 가는 섬유가 솜이며, 

목화는 1년생으로 강우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긴 지대에 적당한 식물이다.

 면의 원산지는 인도 서북부 펀잡(Punjab)주 부근이고, 기원전 445년경에는 이미 

면포의 생산량도 상당히 많고, 면화의 재배, 제직기술은 인도 전역에 걸쳐 있었

다. 면의 기원지인 인도의 모헨조다로(Mohenjo-daro) 유적에서는 천으로 염색된 

염직물의 단편이 동기에 부착되어 발견되었다. 면은 예로부터 관목과 초본으로 된 

두 종류가 있다. 면의 야생종은 아프리카의 모잔비그에서 앙고라에 이르는 지역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인도의 면은 남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종자가 인도에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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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면은 초본의 면이 재배되어 오랫동안에 걸쳐서 개량된 면이다. 그러나 면

은 페루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재배되었으며 직물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짐으

로서 인도외의 지역에서도 일찍이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기원전 4000년대에 페루에서 면이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기원전 2300년대의 면직

물이 유물로 발견되었다. 기원전 2500년대의 직물유품은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었

다.

 특히 인도는 면이 재배된 이후로 면직물 제작이 계속 발전되어 기원전 ․ 후에 이

미 지중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인도의 면직물이 유명

하게 되었다.24)    중인도 국경을 통해서 중국에 목면이 수입된 것은 진 ․ 한 무렵이

고, 남지나 지역에 확산된 것은 당 시대(618-907)이고, 송 말기부터 원 초기(13세

기경)에 걸쳐 중지에도 퍼졌으며, 명 시대(15-16세기)에 면포는 중국의 중요한 생

산물의 하나가 되었다.

 마, 견 등 다음에 면포가 의복재료로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무라마찌 후기

(15세기)에 조선에서 다량으로 수입되었던 무렵이다. 당시는 아직 면 재배가 행해

지지 않고, 귀중한 의복재료로서 진귀하고 귀중한 것이었으며, 면포가 매년 10둔

이나 수입되었다. 16세기경에 이르러 면 재배가 행해지고 면포도 직조되게 되었

다. 16세기 후반기에는 삼하(애지), 원강 ․ 준하(정강), 갑문(산리), 무장(동경, 

기옥)에서 면의 재배와 제직이 광범위하게 된 듯하다.

 서쪽에서는 하내(대판), 취진(병고)에도 흥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내와 삼하가 

도꾸가와 시대를 통해서 일본의 2대 면 생산지로서 발달했다. 도꾸가와 시대에 들

어서면서 면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지만, 일본의 기후에서는 북의 47도 이

남, 방목현, 장아현까지의 땅에서 밖에 재배되지 않고 일조 시간과 강우량 관계로 

24) 민길자, 『 세계의 직물 』 (서울 : 한림원, 199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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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에는 재배되지 않는다.

 이 무렵 일본은 봉건시대에 무사 계급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인구의 85%를 점하

고 있는 농민은 농구의 식량과 의류도 자가생산하는 소위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관동의 서부와 북부는 면화재배에 적합하지도 않고, 면적지는 강호, 

대관(오오사까)같은 소비자에게 가까운 동해랑 대판부근에 집중했지만 그 후에 점

차로 밭농사, 벼농사, 뽕나무 등의 유리한 작물이 그것을 대신하고, 일본 면의 가

격상승과 면화 수입세의 철폐(명치29년) 때문에 국내의 면화생산은 명치 말에 점

차 쇠퇴하였고, 지방에서 지급을 위해 권장, 재배되는 정도였다.

 그 후 명치정부는 면화의 자급을 고려하여 미국의 품종을 이식했지만, 대량생산

의 해외 면화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날의 국내생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전부 수입으로 변하게 된 듯하다.

 

나. 패치워크의 제작기법

 70년대 초부터 전통적인 기법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였다. 또한 

재봉틀과 같은 기계가 출현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작품을 손쉽게 할 수 있어 

더 이상 수공예에 의한 바느질 솜씨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 중심적 생산에서 오는 장식의 부재, 혹은 상업주의와 결합된 장식

의 과잉, 눈을 어지럽게 하는 외관뿐인 변화, 이러한 상업주의적 소란과 기계적 

획일성과 차가움에 대한 반성이 공예가들 가운데서 일어났으며25)    수공예의 기본적

인 중요성은 변하지 않아 수공예에 의한 작품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조화와 미를 

중시하게 되었다.

25) 임연웅, 『 현대 디자인론 』 (서울 : 경춘사, 1988),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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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스 퀼트의 표현기

법이 기본적으로 쓰인다.

(1) 직물

 패치워크에 사용된 직물은 이전에는 울 ․ 마 ․ 목면의 혼방 등 홈스펀(Homespun)과 

같은 것이 사용되었으나 목면이 많이 생산된 후부터는 프린트무늬도 가하여 독특

한 아메리칸 패치워크가 되었다. 100% 목면이 좋고, 평직으로 결이 막히지 않은 

것이나 시팅, 아마포, 옥양목, 체크무늬면, 결이 고른 빌로드, 포플린 등이 좋다. 

론(LaWn:한냉사), 보일(Voile)의 프린트는 아름답지만 얇으므로 사용하는데 주의

해야 한다. 세탁을 생각하여 비슷한 종류의 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재료

 퀼트 톱의 재료와 실은 40번 정도의 흰 실이 적당하고, 재봉틀로 꿰맬 때는 천에 

맞는 재봉실을 사용한다. 바늘은 일반적으로 메리켄 바늘 8호-9호가 사용하기 쉽

다. 시침핀은 세밀한 작업이므로 머리부분의 구슬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연필은 

끝이 뾰족한 2B가 적당하고, 엷은 색의 천이나 복잡한 무늬의 천인 경우는 흰색이

나 노랑색의 색연필을 사용하고 패턴을 그릴 두꺼운 종이가 필요하다.

(3) 천의 재단 방법

 (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천의 수축을 막고 풀을 먹이기 위해 물빨래를 하여 

다림질을 해 놓는다.

 (나) 천은 큰 부분부터 재단을 하고, 나중에 작은 부분을 재단한다. 재단이 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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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를 생각하여 천은 20%정도 더 여유를 준다.

 (다) 천의 앞뒤로 패턴지를 놓고 연필로 정확하게 형태를 베낀 후 꿰맬 부분을 

남겨두면서 재단해 나간다.

 (라) 꿰매는 부분은 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각끼리 꿰매는 경우는 0.7cm정도

가 적당하다. 연필로 형태를 베낄 때는 사포를 아래에 놓으면 천이 움직이지 않

고, 선을 그리기가 쉽다.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천의 결을 맞추어 재단한다. 

쉽게 맞추기 위해 형태가 일정한 한 쪽을 항상 포목에 평행하게 놓는다. 같은 모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천을 접어 고정시킨 후 형지를 올려놓고 완성선을 그

려 재단하는 것도 빠른 방법이다.    

 (마) 재단한 조각들은 똑같은 형태끼리 핀이나 실로 고정시키면 편리하다.26)

(4) 바인딩(Binding)

 바인딩은 퀼트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작업으로 퀼트의 네 변의 끝을 마무리 하는

데 바이어스 테이프로 끝을 감싸거나 뒤의 천이나 앞의 천으로 감싸는 것이다. 먼

저 테이프의 처음을 2cm정도 뒤로 접어놓으면 마지막은 깨끗하게 완성된다. 바인

딩의 폭은 1cm정도면 좋다. 뒷면을 앞으로 하여 바인딩하는 방법도 있다. 아주 튼

튼하므로 어린이용 퀼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26) CHUCK NOHARA, 『 패치워크 ․ 퀼트 』 (서울 : 종이나라, 1996),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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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패치워크와 패치워크와 패치워크와 패치워크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의상디자인

가. 패치워크와 현대예술

 1970년대를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들어서 더욱 활발해진 자유로운 

조형의식과 다양한 표현 상황은 섬유예술을 비롯한 공예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

고 있으며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술

사가나 비평가들이 관념적으로 정의해 온‘실용성’,‘장식성’, 혹은‘미와 실용

의 결합’등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진 현대공예는 현대예술이라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나아가서는 현대라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표현양상이 복잡 ․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27) 따라서 현대 예술에 있어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은 각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지녔으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현대 섬유예술은 그 표현 양식이나 재료, 

기법 등에 있어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는 작가들의 끊이지 않는 표현에 대한 실험정신과 표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으로 현대 예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회화적 조각’,‘조각적 회

화’,‘접경 예술’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들을 창출해 냈다. 이러한 표현의 다양

성과 표현개념의 난해성 때문에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같은 비평가는 현대 

예술을 한마디로 복잡성이라고 정의하였다.28)    이렇듯 과거와 다른 환경 속에서 현

대 패치워크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달하였다.

 패치워크에 있어 그 가치의 변화는 바우하우스나 추상주의 등의 미술사적 배경에 

27) 유선태, 『 현대 섬유예술의 이해 』 (서울 : 미진사, 1995), p.10 

28) 유선태, 전게서,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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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우하우스는 디자인에 있어 기하학적인 형태의 규칙을 정립

했고, 바우하우스 작가인 조셉 알버스는 기하학적 형태를 추상적 스타일로 회화에 

이용했으며 몬드리안과 같은 화가는 자연의 복잡성과 세밀함을 단순한 색채와 형

태로 표현했는데 이렇듯 간단한 형태와 색채로 모든 감정과 의미 및 상징을 나타

낼 수 있다는 발견은 20세기 미술의 큰 발견 중의 하나이다.29)    이와 같은 문화사

적 배경 속에서 패치워크는 재평가되었으며 20세기 추상주의와 기능주의 환경 속

에서 현대 감각에 맞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나이가 현대 예술적 

경향에 맞추어 평면을 탈피, 부조적․ 입체적인 형태와 표현으로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섬유 예술은 평면적 형태에서 3차원적 입체의 형태로 발달해 가고 있으며 

예전에 인간의‘손’에 의해 가능했던 기법들이 현대는 기계 등의 수단에 의해 정

확성과 추상적인 특질을 가지고 반복․ 연속 등 기하학적 형태들로 발전하고 있

다.30)    이러한 섬유 예술의 한 기법으로 복잡․ 세밀한 정교함과 기하학적인 형태미

를 갖춘 패치워크 기법이 쓰이게 되었고 그 중요성과 예술적 가치는 점차 크게 부

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 예술가들은 그들의 내적욕구의 표현으로 새로운 소

재와 아이디어에 의한 패치워크 작품을 등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이면서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패치워크의 기법은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예술의 한 분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있으며 현대 퀼트시대를 맞이하

여 그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다.

(1) 현대 패치워크에 나타난 예술적 표현의 특성 분류

29) Jonathan Holstein, 전게서, p.114

30) 박인실, 전게서,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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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패치워크의 회화적 표현

 패치워크는 그 기하학적인 문양만으로도 장식적이며 미적 효과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그 회화적 표현방법으로 패치워크의 기법을 사용하

고 있다. 섬유 꼴라쥬로 회화의 매체로 사용된 패치워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물

감에 의한 표현방법보다 부조적이며 촉각적인 느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실용

성, 장식성을 넘어 순수미술의 표현기법으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패치워크의 구성적 표현

 우리가 쉽게 패치워크라 하는 것은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의 조각들을 이은 구성

방법이나 기하학적인 형태의 반복을 연상케 된다. 그러나 현대의 패치워크에서는 

그 방법에 있어 자유로운 곡선적 구성이나 현대적 구성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

다. 또한 블록이나 셋트의 반복에 의한 규칙적 구성이 아닌 ‘우연성’을 표현하

는 추상적 형태의 면과 색상의 구성을 볼 수 있다.

 (다) 패치워크의 다양한 재질적 표현

 패치워크라 함은 부족한 천을 깁는 행위에서 출발하였듯이 무지 혹은 프리트 된 

패브릭을 이어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와서 다양한 재료나 소재로 표현되어지

고 있는데 비닐이나 한지, 또는 신문의 활자 변화에 따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염색이나 실크스크린의 사용은 패치워크를 통해 좀 더 예술적 가치를 보다 

더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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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패치워크의 조형적 표현

 패치워크는 그 구성방법으로도 다른 기법보다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평면

에 있어서 기하학적 면 구성에 따른 시각적 조형성과 다른 질감의 패브릭이나 자

수에 따른 촉각적 조형성, 그 외에 이물질을 부착하거나 구성시 조각들의 높낮이

를 달리하는 부조적 구성 그리고 그 자체가 오브제로서의 입체적 표현방법이 있

다.

 (마) 다른 분야에서의 패치워크의 응용적 표현

 패치워크는 그가 갖는 조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조물의 형태의 표현으로 자주 

응용되고 있는데 건물의 외벽장식이나 섬유 외의 조각적 형태의 벽장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그 장식성 때문에 공예에 표현기법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2) 현대 패치워크에 나타난 디자인 분류

 (가)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발전시킨 것

 전통적 디자인이 여러 면에서 현대적 감각을 나타냄으로써, 현대 주거생활에 잘 

조화되고, 복고풍조에 의해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로 기하학

적 형태의 것이 이에 속한다.

 (나) 작가 개인의 창조적 디자인

 어떤 스타일에도 제약받지 않고 자신의 심미적 안목에 의해 제작함으로써 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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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더불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 의류나 침구류 주방류와 같은 생활품에 널리 이용된 패치워크는 현대에 

와서보다 세련된 디자인과 섬유의 발달로 재료와 색상 또한 다양해져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나. 패치워크와 의상디자인

(1) 패치워크의 조형적 분류

 의상디자인은 인간의 본능인 미적표현으로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술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어떠한 옷으

로 그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이 인간에게 입혀졌을 때 그 입

혀진 인간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선(Line), 색채(Color), 재질(Texture), 형태

(Form)의 네 가지로 성립되는데, 패치워크의 의상디자인에서 그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가) 선

 선은 의상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다. 천 조각을 평면적으로 이어 만

든 작품인 패치워크는 형태에 나타나는 외각선 외에도 조각들끼리 맞붙어 있는 상

태여서 여러 가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의 종류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선은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 있고 그 방향에 따라 직선과 수평선으로 나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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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은 위험과 힘을, 수평선은 평안과 안정을 느끼게 한다. 곡선은 직선에 비하

여 매우 자유롭고 신축성이 있으며, 원, 파원, 파상선, 스카로프로 나눌 수 있다. 

(나) 색채 

 색은 사람이 가장 흥미를 갖는 것이고 색의 사용에 따라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준다. 조형의 아름다움은 형태, 재질, 색채가 종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보는 즉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색채의 조화이다. 

(다) 재질

 텍스쳐란 재질감이라고 하며 의상디자인에서는 재질을 가르키는 것이며, 패치워

크에 사용된 직물은 면, 벨벳, 골덴, 공단, 실크, 마, 울 등이다. 이 직물들은 어

울리게 조합이 되어 패치워크를 이루고 이것이 주는 질감은 색채의 세련된 이용과 

더불어 패치워크의 미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라) 형태

 형태란 반드시 사물의 속성으로서만 독립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즉 색채 또는 질감 같은 속성이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 또

는 미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31) 

 조형 예술에 나타난 형태의 유형을 보면, 자연적 형태(Natural form), 기하학적 

형태(Geometrical form), 구상적 형태(Non-objective form), 추상적 형태

(Abstract form)로 집약된다.

31) 정시화, 『 현대 디자인 연구 』 (서울 : 미진사, 198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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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각 조각의 형태와 조각들이 이어 붙여졌을 때 생기는 형태는 모두 기하

학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하학적 형태는 규칙적이며 단순, 명쾌한 감각을 주는

데 이것은 인공적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미적 특질은 추상적이다. 

 

(2) 의상으로 표현된 패치워크

 피부보호와 체온유지를 위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한 의상은 인

간의 장식 본능성, 문화적 욕구, 시대적 미학 특성, 도덕성, 가치관이 반영되면서 

발전해 왔다.

 의상의 근본적 목적은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즉 예술적 경험을 위한 창의적 충

동을 만족 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복의 심미적 유형은 신체를 장식하려

는 기본적인 충동과 예술적인 표현을 말한다.32)

 또한 의상은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성을 표현하게 하는 이

상적인 매체로 특징적인 스타일은 개성을 요약해 주며, 개인만이 가지는 예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 

 60년대 이후 의상은 현대 디자인 운동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형태와 조형들이 변

화하는 사회적 목적 및 심리적 통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70년대에 와서는 실제로 

편하게 입는 것보다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조형성을 강조하였으며 금속, 구슬, 실, 

종이, 가죽, 천 등 갖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기법인 퀼팅, 패치워크, 아플리케, 

염색, 직조, 페인트 등으로 3차원적인 조각과 같은 형태에 중점을 둔 의상들을 만

들어 의상의 예술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의상이란 미술작품과 같이 자기 자신

의 주체를 강력히 표현하는 창조적 모션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짙어진 것이다.

32) 황지연, “패치워크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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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의상은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며 다양성으

로 나아가는 사회적 추진력과 개인적 선택의 증대는 우리의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과학은 인간의 

개성을 제약하기보다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히고 자동화 이전 단계

의 기술과학은 규격화를 낳지만, 진보된 기술과학은 다양화를 가능하게 한다.33)

 의상은 특수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회화와 조각 등 순수 미술과는 달리 옷을 

입는다는 물리적인 기능적 측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인간의식의 내적표출인 조형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의상구조는 

구상적인 구조보다는 추상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34) 이는 현대 조형 예술 일

반의 공통적인 양상이라 하겠다.

 의상에서의 컴포지션(Composition)은 시각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 시각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각은 다시 말해, 회화제작이나 조각제작시의 표현성이 아니라 

장식을 목적으로 하고, 장식을 추구해서 장식으로 나타난 시각이다. 의상디자인을 

할 때 추구하는 미는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개성미의 추구이며35)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예술형태가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20세기 미술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은 작가의 자유로운 주관과 개성에 따라 독

창성과 자주성을 수립하려는 경향과 함께 현대 패션의 미적 표현도 미술양식의 근

거를 둔 적극적인 표현도 미술양식에 근거를 둔 적극적인 표현으로 독특한 개성시

대의 새로운 면  즉, 반 패션(Anti-Fashion)운동으로 획일화의 탈을 벗고 각기 자

기 취향에 맞는 개성적인 유니크 함을 창조해 가고 있다.36) 

33) 황지연, 전게서, p.12

34) 정옥임, 『 인체와 피복 』 (서울 : 수학사, 1985), p.160

35) 이인자, 『 복식사회심리학 』 (서울 : 수학사, 1984), p.37

36) 대한가정협회, 『 의류학 』 (서울 : 교문사, 1990),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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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치워크는 최근에는 문화 수준의 향상과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실용성, 장식성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고적인 경향을 띄는 의상에 전통적이면서도 현대

적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패치워크의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과 색감의 배열은 예술가들에게 흥미로운 소재

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에는 복고풍으로 회귀하는 패션경향에 따라 의상디자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성을 지향하는 의상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수공예의 독특한 감각의 패치워크 기법이 선호되고 있다.

 패치워크는 의상의 실루엣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제한된 의상의 

공간에서 조형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양자체를 하나의 부조물로 

만들어 의상에 붙임으로서 독특한 입체적 질감을 표현할 수도 있어서 현대 예술에

서의 수공예적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현대 예술가들의 표현영역으로서 뿐

만 아니라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쓰여 지고 있는 표현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나타나는 의상들을 그 사례로 들어 의상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패치워크의 표현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패치워크의 기본적인 면 구성에 의한 의상디자인

 패치워크의 기본적 면 구성에는 육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장사

방형, 조개껍질형이 있으며 그 중 직사각형의 형태가 반복되는 구성을 하고 있는 

[도7]은 색상의 명도차이를 이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는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사각형만을 가지고 일정하게 연결하여 표현한 [도8]은 여러 차분한 색감의 

무늬가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정방형의 패턴의 반복인 [도9]는 차분하면서도 

화사한 여러 색채로 단조로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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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치워크의 문양에 의한 의상디자인

 현대의상에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패치워크 문양의 종류와 현대적으로 재구

성된 현대 패치워크 문양에 따라 분류해서 정리, 분석해 보았다.

 [도10]은 블록보다 더 작은 조각들을 이어 스트라이프 형태의 연속무늬가 생기는 

것에 중점을 둔 쎄미놀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의상의 끝자락에 사용하고 있으며,  

[도11],[도12]는 피스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의상에 접목

시켜 포인트를 주었다. 전통문양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패턴이지만 

현대 의상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다) 소재에 의한 부조적인 재질감과 조형성을 살린 의상디자인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작가인 마리 마슈타 (Mary Mashuta)는 섬유와 색감에 

대한 열정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80년대 중반에 마리 마슈타는 경력에 

있어 변화를 갖게 되는데 디자인과 저술, 강의 등을 포함한 퀼팅과 관련된 일에 

열심을 다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마리 마슈타의 작품 중 자신의 경험을 세부적으

로 그리는“이야기 자수”가 있다. 그녀의 수상경력은 본국과 나라 밖으로 왕성히 

나타났으며, 실내 장식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험을 퀼팅 스튜디오에 활발한 관심을 

낳기에 이른다. 마리 마슈타는 특히 예술을 의복화하는 것을 즐겼으며 깨끗한 마

무리에 있어서 그녀의 기술과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도13]은 사각형의 기본적인 면 구성이지만 블루진 소재를 사용하여 

시접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재질감을 보여준다. [도14]은 각기 다른 크기의 육각형 

가죽으로 크레이지 패치워크 문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좌․ 우 대칭의 패치워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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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15]는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였다. [도16]는 치마에 규칙적으로 정사각

형을 인조가죽으로 연결하였고, [도17]은 규칙적으로 주름이 잡혀있는 소재로 패

치워크를 하였다. 

(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패치워크기법에 의한 의상디자인

 우리나라 아트 웨어 작품으로 색동과 조각보를 응용한 전통적인 소재에 의해 표

현한 작품으로, 전통 보자기에서 발현되는 색과 선, 조화의 미를 작품에 응용한 

섬유 예술가 김영순씨는 국내외 개인전 및 미국, 일본 초대전으로 활발한 작품 활

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작업은 패치워크 기법과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우리전통 

건축구조에 나타난 선과 창, 문 등의 기하학적 면 구성을 바탕으로 이미지화한 일

련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모시 소재를 천연염료로 물들여 우리민족의 

조형미를 현대 섬유 작업에 표현한 작가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도18]은 현대적 패치워크의 면 구성을 전통적 재료에 의해 표현한 

의상이다. [도19]는 우리나라의 오리엔탈리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표현해 내

었다. [도20]은 조각보의 면 구성에 의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도21]과 [도

22]는 전통적인 소재로 여러 색감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나타내었다.



- 49 -

 
[도7] 제2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제전 

최우수상

                   
[도8] 설윤형 - 

한국패션센터개관기

념 갈라쇼

[도9] 패션신문 114호 

p.12

               
[도10] 제2회 대한민국 

전통의상 공모대제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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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 홍은주 - 

2002년 S/S SEOUL 

COLLECTION

                    
 [도12] 홍은주 - 

2002년 S/S SEOUL 

COLLECTION

 

[도13] 패션신문 

2000년 12월18일

                  

[도14] 패션신문 2001년 

11월 26일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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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 파리,런던 91-92 

F/W 컬렉션지 2 p.133

                  

[도16] 파리,런던 92-93 

F/W 컬렉션지 p.331

[도17] 

파리,런던91-92 F/W 

컬렉션지 2 p.225

                     
[도18]  

국립원주대학의상과 

2001년 졸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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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 패션신문 

2001년4월9일월요일 p.9

                  
[도20] 

설윤형-한국패션센터

개관기념 갈라쇼

[도21] 설윤형 -    

2001년 F/W SFAA 

SEOUL COLLECTION

                     

[도22] 패션신문 

200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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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피에트 몬드리안몬드리안몬드리안몬드리안(Piet (Piet (Piet (Piet Mondrian)Mondrian)Mondrian)Mondrian)의 의 의 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작가의 작가의 작가의 작가의 생애생애생애생애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본명은 피터 코르넬리스 몬드리안(Pieter 

Cornelis Mondriaan)으로, 몬드리안은 1872년 3월 7일,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경 향의 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 피터 코르넬리스 몬드리안 1세(Pieter Cornelis 

Mondriaan, 1839~1915)과 어머니는 코크(Kok) 태생인 조한나 크리스티나 몬드리안

(Johanna Christina Mondriaan, 1839~1905)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

난 곳은 암스테르담에서 약간 떨어진 아메르스포르트(Amersfoort)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의 성장이 몬드리안의 

예술을 결정지은 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격한 도덕성과 부권이 강한 정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자라난 몬드리안

은 1886년경부터 아버지와 화가인 삼촌 프리츠 몬드리안(Fritz Mondriaan, 

1853~1932)의 도움으로 화가로서의 훈련을 시작했다. 1889년 초등학교 미술교사 

자격증을 얻고, 1892년에는 중등교사 자격증도 얻게 되었으나, 교사의 직업을 택

하지 않고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하였다. 그 해(1892) 그는 

위트레히트(Utrecht)에서 쿤스트리프데 협회(Kunstliefde Society)에 가담했다.

 1894년에는 미술학교의 야간 과정에 등록하고, 예술과 침목(Arti et Amicitiae)

과 성루카 회(st.Lucas)에 가담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과 침목의 첫 전시회(1897)

에 참가하였다. 1901년, 로마상(Dutch Prix de Rome)에 출품했으나 낙선하였으나, 

1903년 정물화로 예술과 침목회로부터 빌린크 반 콜렌(Willink van Collen)상을 

받게 된다. 1904년에는 브라반트(Brabant)의 왼쪽에 있는 우덴(Uden)에서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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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업을 했고, 1905~1906년에 암스테르담에 정착했다. 어려서부터 회화에 매혹

되었던 그는 처음에는 자연주의적 수법으로 풍경과 정물을 그렸으나 1908년 마티

스에 감명을 받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순수식으로 전환하였다.

 1909년, 코르넬리스 스포르(Corneils Spoor)와 얀 슬뤼터스(Jan Sluijters)와 함

께 암스테르담의 스테더레이크 미술관(Stedlijk Museum)에서 대규모의 전시회를 

했는데, 그의 루미니스트(Luminist) 작품들이 이때 처음 보여졌다. 같은 해 5월 

신지학협회에 가입했고, 1910년 콘라드 킥케르트(Conrad Kickert)와 얀 슬뤼터스, 

얀 토로프(Jan Toorop) 등과 함께 현대 미술단체(Moderne Kunstkring)를 조직했

다. 그해, 파리로 나와 들로네, 레제,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큐비즘으로 전향하여 

대상의 추상화를 지향함으로 비구상적 경향의 연작(나무)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대상을 그 기본 형태에까지 환원하려는 의욕이 현저하게 엿보이고 있다. 

 1911년 파리의 독립미술가전(Salon des Independants)에 출품하고, 그해 10월과 

11월에 현대 미술단체 전시회에 온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의 작품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파리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1912년 파리로 가서 

데파르(Depart)가 26번지에 정착하고, 파리의 독립미술가전과 암스테르담의 현대

미술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1913년 작곡가인 조셉 반 돔셀라(Jacob van Domselaar)와 친분을 갖게 되고, 헤

르바르스 발덴(Herwarth Walden)이 기획한 베를린의 독일 가을 미술전(Deutsche 

Herbstsalin)의 첫 전시회에 출품했다. 1914년 여름, 알벰(Arnbem)에 있는 부친을 

방문하러 갔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 파리(Paris)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1915년,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약 20마일 떨어진 라렌(Laren)에 정착하여, 처음에는 조셉 반 

돔셀라와 함께 머물렀다. 이때 신지학자이며 철학자인 스쿤 마커스(Dr. 

M.H.J.Schoenmaekers)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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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며 동시에 후원자가 된 슬라이페르(S.B.Slijper)를 만나게 되고 바르트 반 

데르 렉(Bart van der Leck)를 알게 된 것도 이때이다. 또한 바르트 반 데르 렉을 

통해 반 되스부르흐(van Doesburg)를 만나게 된다. 그해 암스테르담의 스테더레이

크 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에 참가했다.

 1917년 반 데르 렉, 반 되스부르흐, 빌모스 후스자흐(Vilmos Huszar)와 함께 데 

스틸(De Stijl)을 조직하고, 잡지도 간행하기 시작했다. 몬드리안은 데 스틸에

“회화에 있어서 새로운 조형예술”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몬

드리안이 최초로 완전하게 추상적인 작품, 즉 색 평면을 가진 구성이 이때 제작되

었다.

 1918년, 데 스틸 첫 선언문이 발표되고, 몬드리안은 마름모형 구성을 하기 시작

했다. 1919년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도 그는 계속해서 데 스틸에 글을 발표하였으

며, 1920년에는 그가 데 스틸에서 발표해왔던 추상예술이론을 불어로 요약한“신

조형주의(Le Neo - plasticisme)”이 새로운 조형이론들에 관심을 가진 파리의 미

술상 레옹스 로상베르(Leonce Rosenberg)에 의해 출판되었고 신 조형주의를 창시

하여 순수추상을 지향하는 유력한 작가로 발돋움하였다. 따라서 1914년~1919년 동

안 몬드리안의 추상적 세계로의 진입시기라고 여기서 신 조형주의는 점차 화면에 

수직선, 수평선만 남겨 이들을 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만으로 팽팽하게 

칠해진 화면을 분할토록 하는 것이다. 즉 명백함과 표현수단 사용의 엄격한 절제

라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조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더불어 기하학적 추상의 원

류를 이룬다. 이처럼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한층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1922

년 그의 5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친구들인 페테르 알마(Peter Alma), 우

드(J.J.P. Oud), 슬라이페르 등이 스테더레이크 미술관에서 그의 회고전을 조직했

다. 다음해에는 레옹스 로상베르 화랑에서 데 스틸 전시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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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이념적 갈등으로 데오 반 되스부르흐(Theo van Doesburg)와 결별하고 데 

스틸도 탈퇴한 몬드리안은 독자적인 신 조형주의 이념 체제를 구현해 나갔다. 그

해 그의“신 조형주의”가“Die neue Gestaltung”이라는 제목 아래 바우하우스 

총서로 출판되었다. 1930년에는 미셸 쇠포르(Michel Seuphor)가 조직한 원과 사각

형(Cercle et Carre)전에 참가했으며, 그 다음 해인 1931년에는 조르쥬 방통겔로

(G.Vantongeloo)와 오귀스트 에르벵(A.Herbin)이 기초한 추상창조에 가담했다. 

1936년 해리 홀츠만(Harry Holtzman)과 벤 니콜슨(Ben Nicholson)을 만나게 되고, 

라스빠이(Raspail)대로 278번지로 이사했다. 1937년 그의“조형예술과 순수 조형

예술(Plastic Art and Pure Plastic Art)”가 런던의 그룹(group)지인 「써클

(Circle)」안에 실려 발표되었다.

 1938년 영국 런던으로 떠나 거기에서 약 2년간 머무르며, 벤 니콜슨과 그의 부인 

바바라 헤프위스와 나움가보, 레슬리, 마르틴과 합류하여 영국에서 추상미술의 전

개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독일 나치군의 폭격이 격화되자 1940년 

10월 3일 안정된 곳을 찾아 미국 뉴욕에 정착하여 미국의 여러 화가들로부터 환영

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은 뉴욕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 때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빅토리 부기우기를 제작하였는데 마지막 작품이었던 이 그림에선 검은

색의 직각망 조직은 사라지고 빨강, 노랑, 파란색의 색만이 채색된 작은 정사각형

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1942년 발렌타인 두덴싱 화랑(Valentine Dudensing 

Gallery)에서 같은 화랑에서 두 번째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추상예술에 대한 여러 

에세이(essays)를 발표했다. 1940~1944년, 작고하기까지 몬드리안의 세계는 분명 

20년대와 30년대의 단순하고도 엄격한 기하학적 포름의 연장은 아니었다. 수평, 

수직, 삼원색, 삼비색이란 기본적 조형요소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욱 복잡하고 

더욱 경쾌한 리듬과 구조의 풍부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엄격하고 무거운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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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의 세계에서 벗어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감성과 생애의 즐거움을 화면에 표

현했다. 특히 빅토리 부기우기 작품은 연합군의 승리를 확신하는 염원으로, 제작 

의도는 확실히 이전의 제작 태도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

게도 연합군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1944년 3월 1일 72세의 나이로 머레이힐 병원

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2. 2. 2. 작가의 작가의 작가의 작가의 예술세계예술세계예술세계예술세계

 직선, 직각, 3원색(빨강, 노랑, 파랑), 3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색)의 엄격한 

제한 속에서 작업하면서, 피에트 몬드리안은 개성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이고 작품

의 외형적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모방할 수 없으며 또한 20세기 회화, 조각, 건

축, 응용미술 등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회화양식을 창조했다. 37)

 몬드리안은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확립자로서, 이기심이 전혀 없이 굽힐 줄 모

르고 객관성을 추구하며, 몬드리안은 자신의 회화방식을 새로운 조형, 즉 신 조형

주의라 불렀으며, 동시에 그는 그의 예술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해 주

는 등대 구실을 하길 원했다.

 몬드리안은 전 생애를 자신의 예술에 바쳤으며, 그런 점을 이유로 부차적인 그의 

전기적인 일들을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밟은 첫 단계는 부근의 마을 두팅헴(Doetinohem)의 다소 전

통적인 경향을 띤 화가로서 근처의 마을에서는 아마도 유명하게 인정받고 있던 요

한 브라트 반 웨버펠트(Johan Braet van Veberfeldt)에게서 받은 수업이었을 것이

다.

37) 한스 야페, 전게서,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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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초기 작품들은 그 구조적인 엄격한 통제에 있어 놀라우며, 인습적인 형식에

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독특하고 개성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

고, 1900년에 그린 <헤인 강가의 집>[도23]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보여준

다.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미술 양식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헤이그 파적인 색조를 띠고 

있는 1907년의 <빨간 구름>[도24]이 이 시기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된다. 이 작품

은 그의 예술세계에서 나중에 가장 주목받게 되는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지

만, 1908년의 <울레 부근의 숲>[도25]은 선과 색채가 더욱 강조되는 새로운 방향

의 작품을 선보여 이 작품을 통해 그는 국제적인 미술에 한층 가까워졌다.

 몬드리안은 친구들과 주위 동료들과 같은 경향을 띠고 있으면서도 작품이 달랐는

데, 그 차이점은 초기부터 그의 작품 특성을 주도해 온 긴장감과 웅대한 시각 때

문이었다. 그의 작품 <제이란트 지방의 둔덕 Ⅱ>[도26], <붸스트카펠의 등대> 연

작들[도27],[도28],[도29], <돔부르흐의 교회 탑>[도30] 등에서 어느 다른 네덜란

드 화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웅대함을 보여준다. 

 몬드리안의 새로운 발전은 아주 초창기에 그가 선호하던‘풍차’와‘나무들’이

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1908년 작품 <햇빛에 비친 

풍차>[도31]와 1905년 작품 <풍차>[도32]를 비교하면 빨강, 노랑, 파랑으로 색채

를 단순화시키고 작품 중앙 부분에서 교차시키는 수직․  수평선의 붓 자국을 사용

한 형식상의 구조가 눈에 띤다. 또한, 1908년 작품들을 1911년 작품인 <빨간 풍

차>[도33]와 비교하면 몬드리안의 작품 전개 방향이 또렷이 나타난다. 나중 작품

들은 형태들의 단순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색채들의 단순한 대조에 의해 강화되어 

있는 긴장감과 웅대함이 특징이다. 

 몬드리안은 스스로가 의도한 작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야수파의 기법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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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가 야수파의 밝고 제멋대로인 색채와 강렬한 붓 자국으로써 표현하고

자 한 것은 주관적인 자신의 개성적인 표현이 아닌 자연과 그 현상 속에서 발견한 

초인간적인 장엄함이었다. 이를 잘 나타낸 그의 작품은 1908년 작품인 <빨간 나

무>[도34]로 자연의 색채 범위는 비극과 평정 사이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빨강과 

파랑의 대조로 표현하였으며, 이 작품으로 몬드리안은 순수한 색채와 엄격한 형태

로 자연의 장엄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여진다.

 몬드리안이 엄격한 단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입

체파의 외적인 양식상의 변화보단 논리적인 내적인 발전에서 비롯하여 자연의 장

엄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것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언어, 근본 원리, 방법 

등을 발견했다. 입체파의 엄격한 객관성, 그 명료하고 고전적인 솔직한 표현방법

은 몬드리안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몬드리안은 점점 나무들, 교회 정면들, 집들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형태들

을 회화적 기호들로 된 구조, 즉 하나의 공식적인 표시들로 나타내었으며, 그가 

추구하는 것은 원칙들을 따라 작품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다양성을 간단한 기호들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몬드리안은 모색하고 있

었으며, 그가 보여준 입체파적인 작품으로의 발전은 그의 신조인‘항상 더 멀리’

에 대한 원동력을 나타내준다. 

 점차적으로 곡선들과 뾰쪽한 각도들은 사라지고, 미흡하긴 하지만 몇몇 사선들로 

여기저기 끊어진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들로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는 

점점 색채의 범위도 줄이고, 단순화시켜갔다. 회색 계통이나 갈색 계통 등 잡다한 

색들은 사라지고, 밝은 파랑, 분홍, 노랑의 3원색으로 형성되어갔다.

  몬드리안의 놀라운 작품의 예인 1912년의 작품 <생강단지가 있는 정물> [도

35],[도36] 2점은 수년이 지난 다음에 몬드리안이 다시 한번‘정물’에 관심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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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품을 그렸다는 점이다.

 몬드리안은 1914년 여름에 아버지를 문병하기 위해 고국인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

고, 그는 그 곳에서 <방파제와 바다>[도37]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얻어 훌륭한 구

성 작품들을 내 놓는다. 특히, 출렁이는 물결과 방파제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주제

는 1914년에서 1917년에 제작된 일련의 스케치 작품들과 그림에 기초가 되며, 이

들은 모두 입체파의 구성체계인 일반적으로 화면의 가장자리가 거의 그려지지 않

은 채 타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된 작품들 특히 1917년의 <선들로 된 구성>[도38]은 모든 자연 형

태들이 이따금 교차되어 십자형을 이루는 형상을 단편적인 수직․ 수평선의 리듬으

로 구성하였다. 그가 그의 작품에서 보편화와 단순화의 과정을 추구한 이유는 자

신의 인상들을 모든 우연적인 것에서 해방시켜 자연의 장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는 절정에 이르게 됨과 동시에, 입체파의 표현

법에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17년 직후, 몬드리안의 예술세계에 생긴 변화는 그 이전 작품들의 경향에서 나

온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가 나중에 발표한 글들을 통해 계속 반복하여‘리

얼리티의 참모습’이라고 부른 한층 더 장대한 단순성과 한층 더 신빙성 있는 보

편성을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였다.38)

 1917년부터 1919년에 제작된 몬드리안 그림들은 다른 동료의 작품들과 분간하기

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듯, 몬드리안이 신 조형주의라는 명칭을 붙인 새로운 양

식은 단 한 사람에 의해 형성한 것이 아니며, 몬드리안은 1914년에서 1917년 사이

의 작품들을 통해 완전한 추상의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형성에 공

헌했다.

38) 한스 야페, 전게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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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드리안의 새로운 조형형식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신 조형주의와 그 이

전의 작품 경향 사이의 중간단계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17년 <색면들로 

된 구성Ⅲ>[도39]은 처음으로 새로운 양식의 조형원칙들을 구현하고 있었다.

 몬드리안은 예술적인 발전의 토대로서 진솔함과 정직성을 강조하였고, 결코 새로

운 구성방식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주목할 만한 1918년 작품 <회색 

윤곽선들과 색면들>[도40]을 계기로, 선과 색채를 균형있게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어떤 작품에서는 색채로, 다른 작품에서는 지선 구조로 실험을 했다. 그렇게 노력

한 결과, 몬드리안은 1920년과 1922년 사이에 창조된 작품들에서 완숙함을 성취할 

수 있었다.

 몬드리안은 1919년부터 1938년까지 이 양식을 완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그의 

그림들은 더 순수해지고, 더 빛이 나고, 좀 더 강렬해 졌다. 1925년 작품 <마름모

꼴 구성>[도41]은 사선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1930년대 몇몇 작품에서는 흰색 

배경 위에 서로 다른 넓이와 길이의 검정색 혹은 노란색 선들로 작품을 구성하였

다. 1935년 이후에는 직선 구조가 지배적이며, 단지 3원색의 작은 면이 검정색의 

수직 ․ 수평선들 사이로 나타나도록 작품을 구성하였고,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의 작품들에서는 검정색 선들의 움직임에서 일종의 압박감, 부차적인 양상을 띤 

조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몬드리안은 1940년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자 가장 뛰어난 역작들이 탄생한다. 

특히, 마지막 세 작품의 구성을 통해 몬드리안은 길고도 일관된 자신의 예술세계

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 작품들에는 리듬감을 담고 있으며 빠른 스타카토와 같은 

번쩍임, 그리고 강렬하고 역동적인 운동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변화한 새

로운 기법으로 활기차고 반짝이는 색채들의 리듬감을 갖고 있는 그의 대작 <빅토

리 부기-우기>[도42]를 채 완성하기도 전에, 몬드리안은 72세 생일을 앞두고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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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죽게 된다.

 이상에서 예술에 바친 몬드리안의 조용한 삶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피에트 몬

드리안의 외면 생활에는 사건이 별로 없었지만, 예술가로서 그리고 화가로서의 몬

드리안의 삶은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 성질상 다른 것이기는 하나, 더욱 풍부

한 사건들로 점철되었다. 여기에서 활동과 행동들이 마치 길을 따라 전진하듯이 

뒤따르는데, 각각의 화폭은 하나의 새로운 성취이자 곧게 뻗어 있는 긴 노정의 목

적지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하나의 단계였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그 내적인 응집력 때문에 인상적이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발

전을 위한 추진력 때문에 인상적이다. 이 추진력은 다름 아닌 ‘항상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다. 몬드리안은 더욱 더 회화방식을 순화시키고 그 부수

적인 것들을 삭제하여 사물들의 본질과 그 상호관계를 추구했다.39)

  

39) 한스 야페, 전게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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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3] 헤인 강가의 집

         

[도24] 빨간 구름

 

[도25] 울레 부근의 숲

       

[도26] 둔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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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7] 붸스트 카펠의 등대 1

             

[도28] 붸스트 카펠의 등대 2

  

[도29] 붸스트 카펠의 등대 3

                   

[도30] 돔부르흐의 교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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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1] 햇빛에 비친 풍차

        

[도32] 풍차

 

 

[도33] 빨간 풍차

         

[도34] 빨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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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5] 생강단지가 있는 정물 1

    

[도36] 생강단지가 있는 정물 2

 

[도37] 구성․  10 : 방파제와 바다 

        

[도38] 선들로 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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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9] 색면 구성Ⅲ

            

[도40] 회색 윤곽선들과 색면들

 

[도41] 마름모꼴 구성

            

[도42] 빅토리 부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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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작품에 작품에 작품에 작품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작품특성작품특성작품특성작품특성

 

가.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1921년, 캔버스에 유채, 40 ×  40 cm

뉴욕, 오시닝, 하버트 M. 로스쉴드부부 소장

 몬드리안은 1917년부터 시작된 새롭고 개성적인 양식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세

우고, 그러한 시도들은 1921년에 그의 작품을 통해 결정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21년의 작품들에서 몬드리안은 고전적인 평형상태와 완전한 확신감을 얻게 되었

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은 선적인 구조, 즉 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선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선들은 더 넓어졌다. 그 선들은 이전 작품에서 보다 훨씬 더 넓어졌

으며, 일률적으로 무연탄 색깔인 짙은 청회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색채는 

그 선들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조의 밝은 회청색 뿐 아니라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들과 대조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하며, 무엇보다도 3원색과 같은 영역을 차

지하는 검정색 면과 대조를 이룬 것처럼 보여진다.

 이 작품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작품 이후의 작품들에서 왼쪽의 빨간색 영역이 전

체 구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빨간색 영역의 구성적 사용은 

전체 그림의 특징과 조화로운 힘이 나오게 되는 일련의 모든 작품들을 예고한다.

 이 작품의 세 번째 특징은 1921년 후반 이후에도 계속 몇몇 선들이 작품의 가장

자리에 이르기 전에 바로 전에 잘려 있으며, 가장자리까지는 인접한 영역의 색채

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림의 전체가 부유하며 비물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상

징성을 띠기도 한다.[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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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3]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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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1921년, 캔버스에 유채, 39 ×  34 cm

헤이그, 시립 미술관(S.B.슬라이페르 소장품)

 이 작품부터 몬드리안의 색채의 범위는 3원색으로 결정되었다. 몬드리안이 1921

년에 자신의 경험에 의해 도달하게 된 결정들은 첫 번째, 조형 매체는 3원색과 3

무채색으로 된 평면 혹은 사각 프리즘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조형 수단의 

크기와 색채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가치를 지니는 등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구성은 무채색의 정사각형과 작은 색면들에 의해, 크기에 있어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흰

색 영역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정사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각상으로는 정사

각형의 효과를 내고 있다.

 면들의 세분화는 대규모로 되어 있으며, 색채의 조화는 더욱 단정하며 더욱 단순

하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그림은 이전 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 흰색 및 3원색과 약간의 대조를 이루는 회청색이 있으며, 검정 선들도 역시 

언제나 캔버스의 모서리까지 그어져 있지 않다.[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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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4]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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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1930년, 캔버스에 유채, 50 ×  50 cm

뉴욕, 아먼드 P. 바르토스 부부 소장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화려하고 원색적인 빨강이 차지하는 큰 면적은 이 

작품의 주조로서 강한 강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30년부터의 작품에서 몬드

리안은 색의 사용을 완전히 피했고, 대신 굵기가 다른 선들의 대조로 그 구성의 

특성과 균형을 결정하고 있다.

 이 작품의 빨간 정사각형이 있는 구성을 음악에서의 알레그로(빠르게)라고 표현

한다면, 같은 해에 그려진 <검정 선들로 된 구성>은 라르고(느리게)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해에 그린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경우든 몬드리안의 

작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조형언어의 기본 수단에 입각해서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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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5]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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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란 선들의 구성    

1933년, 캔버스에 유채, 대각선의 길이 111 cm

헤이그, 시립 미술관

 이 작품은 1933년에 그린 그림으로 절제시키는 과정에서의 최종 상태로서, 과거

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뿐 아니라 미래와도 관계되는 것으로 몬드리안의 모든 

작품 중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몬드리안 작품 중 캔버스 안에서 선들이 서로 교차 

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라 알려져 있다.

 1929년과 1930년의 그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작품의 주목해야 할 점은 구

성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노란 선들에 나타난 굵기와 무게의 차이로,“모든 대칭

은 배제될 것이다”라는 그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는 동일하지 않은 요소들을 가지고서도 평형상태에 이르며 그의 평형상태는 전

형적으로 질적인 것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그의 파리 시절 중 그린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며, 여전히 마름

모 안에서 조차 수평적-수직적 대립에 따른 근본적 정확성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검정색을 배제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1941년 

이후의 작품들을 예기하고 마름모 형태이자 검정색이 들어있지 않은 몬드리안의 

최후작 <빅토리 부기-우기>까지 관련성을 띤다.[도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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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6] 노란 선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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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 

1936년, 캔버스에 유채, 119 ×  58 cm

뒤셀도르프,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미술관

 이 1936년 작품은 일련의 세 연작 중에서 다시 손질하지 않은 유일한 것으로 다

른 두 작품은 그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둘 다 1935년에 시작해서 1942년에 완성

되었는데,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색면들을 첨가하고 검정 선들을 다소 보강하여 외

양이 본질적으로 변했다.

 몬드리안의 모든 작품들과 구별되는 이 세 그림들만의 두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높이가 폭의 두 배가 되는 구성 체계와 두 번째, 두 개의 수직선

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다. 이 작품에서 수직적인 강조(몬드리안에게 있어서

는 남성의 상징)는 수평적인 강조(여성의 상징)보다 우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몬드리안은 이 세 연작에서 수직적인 요소의 우세를 느꼈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추측컨데 1935년~1942년의 두 작품에서 색채로써 수평적인 강조

를 도입하고 수평선들을 강화하는 변화를 준 것 같다. 이 작품은 다른 두 그림보

다 나중에 구상된 것이긴 해도 수정을 가하지 않아 짤막하긴 하나 몬드리안의 발

전과정 중 본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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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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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기법과 기법과 기법과 기법과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의 특성의 특성의 특성의 연구연구연구연구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현대 현대 현대 현대 속의 속의 속의 속의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작품작품작품작품

 추상미술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였다. 이는 자신

의 내면세계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양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작가들

이 몬드리안의 영향으로 추상 활동을 시작하여 기하학적 추상주의에 의거한 자연

과학에 가까운 미술 경향에 영향을 주었다.

 기하학적 추상은 전체가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여져 왔

다. 몬드리안의 이념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수직 ․ 수평의 기본요소와 삼원색과 

무채색의 요소로 순수추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었다. 몬드리안은 또한 현대 비전을 

긍정하고 창조하면서 진화를 강조하였다. 

 몬드리안의 독특한 작품들은 현재 여러 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그의 기하학적 추상 작품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대 속에 자리잡고 있는 몬드리

안의 작품들을 살펴보려 한다.

1. 1. 1. 1. 캐딜락 캐딜락 캐딜락 캐딜락 로고로고로고로고

 현대의 운송수단인 차 중 캐딜락의 로고[도48]를 몬드리안 작품을 응용하여 단순

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로고의 특징인 심플함과 상징성을 모두 살

렸다. 고급스러운 차의 로고 중앙에 사용될 만큼 몬드리안의 작품은 현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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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주방용품주방용품주방용품주방용품

  현대 주방에서 사용되는 앞치마와 뜨거운 냄비나 그릇을 잡을 수 있는 것 등을 

디자인할 때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몬드리안의 작품을 사용하였다. 주방은 

밝은 느낌의 깔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 몬드리안 작품의 깔끔한 선처림

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원색을 사용하여 기존의 깨끗함만을 추구하던 흰색 주

방용품의 이미지를 벗어나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주방용품[도49]을 보여준다. 

3. 3. 3. 3.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룩룩룩룩

 헤이그 시립 박물관의 안내자들의 유니폼은 몬드리안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패션이 있다. 몬드리안의 추상이 상품으로 변화하여 성공한 유명한 사례로 

바로 몬드리안 룩[도50], [도51]이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유명 작품 중 하나이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을 그의 패션에 응용하여 하나의 패턴을 만든 것으로 

1965년에 이브 생 로랑이 디자이너로서 처음 히트시킨 의상이었다.

몬드리안의 구성적 이미지는 이브 생로랑 뿐 아니라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들의 디자인 테마로 응용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응용되고 있다. 

4. 4. 4. 4. 생활용품생활용품생활용품생활용품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과 상품의 결합을 원하고 이러한 신개념의 제품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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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신발[도52], 시계[도53], 가방[도54], 스카프[도

55], 에어컨[도5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대 우리의 생활에서 없으면 불편한 

필수용품들로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예술작품과 현대 사회에서 상품으로 판매되

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연계하여 상품의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유행을 타지 않는 디

자인을 보여줄 수 있다.  

5. 5. 5. 5. 은행로고은행로고은행로고은행로고

 우리나라의 한 은행에서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작품 특성인 수직․ 수평선과 삼원

색, 무채색을 이용하여 은행을 대중에게 알리는 그 은행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로고를 디자인하였다. 

 단색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은행의 로고들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예

술적인 면을 지닌 심플하면서도 화려하며 가시성이 높은 로고를 통해 그 은행을 

고급 예술품 같은 느낌으로의 가치 상승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져왔

다.[도57] 

6. 6. 6. 6.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 및 및 및 및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몬드리안의 기하학적인 작품의 틀을 사용하여 그 활용된 면에 우리전통의 문양과 

색채를 사용하여 기품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상품권[도58]과 홈페이지

[도59]의 느낌을 차분함과 고상함을 주어 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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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8. 책 책 책 책 표지 표지 표지 표지 및 및 및 및 책 책 책 책 속의 속의 속의 속의 내용편집내용편집내용편집내용편집

 몬드리안의 작품과 우리 전통을 이용하여 혼합시킨 퓨전적인 이미지의 미술 교과

서의 표지 디자인을 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회화가 어울려 이러한 디자인

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도60]에서 보여준다. 

 몬드리안의 특징을 이용하여 책의 내용을 편집 디자인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도61], [도62]에서처럼 보기 편하고 한눈에 들어오게 구성하였다. 

 다른 작가들은 서양미술사 부분에만 남아 있는데 유독 몬드리안만이 현대 미술의 

디자인 부분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몬드리안은 과거와 현대에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의상디

자인에 있어서 몬드리안 작품과 같은 순수 미술작품들을 응용한 의상을 연구해 보

려한다.

[도48] 캐딜락 로고

      

[도49]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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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0] 몬드리안 룩 1

           

[도51] 몬드리안 룩 2

  

[도52] 생활용품-신발

    

[도53] 생활용품-시계

    

[도54] 생활용품-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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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5] 생활용품-스카프

          

[도56] 생활용품-에어컨

 

  

[도57] 은행 로고

      

[도58] 도서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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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9] 인터넷 홈페이지 

      

[도60] 책 표지  

 

 

[도61] 책 속의 내용편집 1

            

[도62] 책 속의 내용편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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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의상 의상 의상 의상 속에 속에 속에 속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미술 미술 미술 미술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의상과 미술, 모두 시대를 정의하는 요소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

론 의상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비교적 짧은 순환주기로 계속 변화하지만, 디자

이너들 역시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고유성을 창출하고 다른 분야와도 다양한 차

원에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상과 미술은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자기 영

역을 확장하며, 서로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술과 의상이 교류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 신전의 기둥 장식을 

닮은 키톤(Chiton)과 히마티온(Himation)의 드레이핑(Draping-입체재단), 중세 교

회의 높은 첨탑을 연상하게 하는 여성들의 머리장식과 신발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술과 더불어 의상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미술계에서의 

대중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화가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의상 또한 미술적 표현의 조력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료적인 팝 아트 화가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은 자신의‘패션 룩

(Fashion Look)'을 예술 그 자체로 보고, 광고와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회

화를 의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또한,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1965년 가을/겨울 컬렉션에

서 발표한‘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에서 그랬던 것처럼 폴 고갱(Paul 

Gauguin),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조르

주 브라크(Georges Braque) 등 화가들의 미술 작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고, 때

로는 그들의 화법을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의상과 미술이 단순히 조형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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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디메이드 오브제(ready-made objet)를 사용하기 시작한 미술의 경향에 따라 

의상에서도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종이,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의 비닐 등 과거 의상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의상의 예술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의상도 미술의 영역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갔고, 100년 남짓 관계를 지속해 온 미술과 의상은 여러 개념을 공

유하며 그 의미를 다소 축소시키거나 변형시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작품[도63] 속 순색의 점을 사용하여 미소니

(Missoni)는 자신의 의상[도64]에 색 표현을 니트의 한 코 한 코를 색점으로 나타

내어 작품의 특징을 표현하였으며,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도65]의 화려하면서도 극적인 색채 사용에 영향을 받아 크리스

토발 발렌시아가(Christubal Balenciaga)가 의상[도66]에 그가 주로 사용하던 색

채를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또, 에곤 실레(Egon Schiele)의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작품[도67]의 영향을 

받아 톰 포드-구찌(Tom Ford-Gucci)[도68]는 자신의 의상에 여성의 도발적인 섹시

함을 표현하였으며, 키스 헤링(Keith Haring) 작품[도69]의 유머러스한 이미지와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장 샤를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도

70]은 원색의 색상을 사용하여 생기발랄하며 유머가 넘치는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의상

을, 의상은 인체라는 기본 개념 위에 전대 아름다움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미술

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미술과 의상은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도 늘 지금처럼 변화와 지속 속에 살아갈 것이다.40) 

40) 김성혜, 『 패션이 사랑한 미술 』(경기 : 아트북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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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3] 쇠라 -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도64] 미소니 - 1997년 S/S 밀라노 컬렉션

 

[도65] 고야 -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

              

[도66] 발렌시아가 - 1965년 F/W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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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7] 실레 - 서있는 

검은머리의 나체소녀

                     

[도68] 구찌-2004년 

S/S 컬렉션

   

[도69] 헤링 - 무제

         

[도70] 카스텔바작 - 2002년F/W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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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1] 1] 1] 1] 의상 의상 의상 의상 속에 속에 속에 속에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나타난 미술 미술 미술 미술 작품작품작품작품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회 회 회 회 화  화  화  화  작 작 작 작 품품품품 의 의 의 의 상  상  상  상  작 작 작 작 품품품품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출처출처출처출처 쇠라 - 1986년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미소니 - 1997년 S/S 밀라노 컬렉션

특징특징특징특징
뚜렷한 윤곽선과 순수하고 정확한 

색채분할. 순색의 점으로 작품표현.

자연 색채 배합. 다양한 실의 굵기와 

특성을 계산하여 만든 실의조합.

형태형태형태형태

출처출처출처출처 고야 - 1797년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 발렌시아가 - 1965년 F/W 컬렉션

특징특징특징특징 화려하며 극적인 색채 사용
뛰어난 색채감각과 매끈한 허리선으로 

모던한 디자인 추구.

형태형태형태형태

출처출처출처출처 실레-1910년 서있는 검은머리의 나체소녀 구찌-2004년 S/S 컬렉션

특징특징특징특징
청순하면서 원숙한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 

표현.

여신의 숭고하고 우아한 아름다움과 

도발적인 섹시함 표현.

형태형태형태형태

출처출처출처출처 헤링 - 1982년 무제 카스텔바작 - 2002년 F/W 컬렉션

특징특징특징특징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 

단순한 형태와 대담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원색의 경쾌한 색상과 심플한 실루엣. 

유머 넘치고 생기발랄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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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절  절  절  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몬드리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패치워크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기법의 만남만남만남만남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매우 유사하다. 화려한 

색상과 더불어 기하학적인 문양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패치워크는 남은 천의 자투리를 잇기 위한 그 조각들이 결합된 구성에 상징성과 

규칙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패치워크는 직선을 위주로 쓰는 기하학적 패턴

의 구성으로 이어져 있고, 이러한 면 구성은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과 많은 연관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적 예술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패치워크는 그 기하학적 문양만으로도 장식적이며 미적 효과가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색채의 세련된 이용으로 인해 패치워크의 미적 가치는 높아진다.

 각 조각들이 이어 붙여졌을 때 생기는 형태는 모두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

으며 기하학적 형태는 규칙적이며 단순, 명쾌한 감각을 준다.

 또한, 패치워크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같은 이러한 사각형 형태는 기계적인 것

이나 수작업에 의한 것이나 둘 다 매우 유용한 형태이며 이는 함께 사용되어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의상에 사용하여 신속하게 완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형태라 

보여진다.

 몬드리안은 신 조형주의라는 이론을 전개시켜 면 구성과 삼원색, 삼무채색의 가

장 순수한 미적 요소로 일관된 작품을 제작하며, 그는 색채와 수평 ․  수직선이라

는 미적요소 그 자체를 순수하게 시용함으로써 절정미에 도달하고자 하였고, 형태

와 공간구성에 의해 확립되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의 작품은 두 가지 순수한 조형 요소인 형태와 색채가 하나로 이루어져 함께 

리듬감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색채와 형태는 어느 하나 소홀해짐이 없이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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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리듬감을 표현해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공간과 형태, 배경과 색채의 꽉 짜여진 구조로 신뢰성을 보여주며, 그 자신

의 특유의 평형을 통하여 균형된 화면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몬드리안 작품은 다양한 방향의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

슷한 크기의 방형이 반복되면서 이를 구성하고 있고 수직선과 수평선만이 아니라 

사선으로도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조각보의 제4형식(자유형)과 서양의 패치워크에서의 크레이지 패치워크라 

할 수 있으며 어떤 패턴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합한 형식으로 현대적인 감각

을 자아내기도 한다.

 몬드리안의 작품 특성과 패치워크의 기법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패턴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느끼게 함으로 원색을 사용하거나 문

양을 대비시키며, 그 색채의 배치로 단조로움 사라지게 만들었다.

 둘째, 방형, 색, 모양 등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조화와 대비 등으로 

인해 작품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해 준다.

 셋째, 수직․  수평선이 지니는 엄격함, 고용함, 안정감과 함께 활동성이 서로 조

화됨으로 현대적인 조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확성, 추상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

다.

 넷째, 대부분의 작품들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무게감을 균

등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수직으로 내려온 선을 위주로 간격을 크고 작게 나누어 긴 직선을 반복

하여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사용된 수평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성을 지니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은 이러한 복잡한 면 구성에도 색채를 이용해서 산만한 느낌이 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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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로움을 없애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패턴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닌 것들도 있지만 많은 작품

들이 명확한 규칙성은 배제되어 있다.

 크기와 색상이 다른 여러 조각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나 무질서한 느낌을 전

혀 안주는 것은 계산된 질서의 미보다 한 층 더 높은 감각으로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법칙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일곱째,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은 패치워크에 사용되어 예술성을 높여주고, 패치

워크는 독특한 입체적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서 회화 작품에 사용되어 조형성을 

높여주며 서로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있다.

 이들은 내적인 모습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패치워크와 몬드리안 작품을 연관 지

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조각보는 천의 자투리를 손바느질로 이어 만든 것

으로 여인들이 조각보를 만들 때, 옆에서 책을 보며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한 선비

의 청빈한 모습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제작하려는 의지를 지

닌 몬드리안의 창작 생활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고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선비와 몬드리안의 공통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여인들이 만들던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은 외형적

인 유사함을 보여주고 여인들이 자투리 천을 모아 패치워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글을 읽고 자신의 길을 나

아가던 선비의 모습과 자신의 예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전 생애를 작품 활동에 

바친 몬드리안의 모습이 내면적인 유사함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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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작 작 작 작 품 품 품 품 제 제 제 제 작작작작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제작의도 제작의도 제작의도 제작의도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의도의도의도의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의상에서 현대 의상디

자인의 독특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기

법으로 색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과 세련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성적이

고 감각적인 의상디자인의 모티브를 개발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예술성을 가미하

기 위한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 중 현대 의상 작품에 이용하기 적합한 패치워크 기

법의 조형적 특성과 면 구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5점의 작품을 골라 본 논문의 

작품 제작에 사용하려 한다.

 그리하여 실용성, 독창성 및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하나뿐인 수공예 의상을 개발하고 나아가 

예술성 부여를 위한 회화와 의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 의상예술의 디

자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서양의 패치워크 기법과 우리나라 조각보 만드는 기법을 한 의상에 함께 

사용하여 예술성을 가미한 세계화에 어울리는 의상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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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작품 작품 작품 작품 제작 제작 제작 제작 방법방법방법방법

 패치워크 기법을 의상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몬드리안의 회화를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작품의 패치워크는 두 종류로서,

 첫째,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용한 패치워크의 소재는 옥사이며, 색상은 천연 염색

하여 표현하였다. 

 사용된 소재의 색상은 그의 작품의 주색인 3원색과 무채색으로 우리나라 조각보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여 수공예의 느낌을 살려 감침질과 세 땀 상침을 하여 제작

하고, 기법의 표현재료는 견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몬드리안이 사용하는 색상 중 작품에 사용되지 않은 검정색 선의 부분은 

조각 천을 이어가는 도중 시접처리를 하는 기법에서 생기는 띠 공간으로 대처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패치워크의 소재는 다양한 색상의 천이며, 색상은 기계 염색된 

여러 색으로 재봉틀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전체 의상의 소재는 스웨이드이며, 색상은 각 의상의 작품명에 맞게 바다는 바다 

빛의 진한 파랑색, 열매의 대표적인 붉은 계열의 진한 자주색, 땅은 진한 회색, 

꽃은 분홍색, 나비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랑나비의 표현으로 노란 계열인 베

이지색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전체 의상의 색상과 패치워크의 색상을 적절히 조

화시켰으며,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의 패치워크 기법을 의상의 포인트로 하여 패치

워크를 사용한 부분 이외의 의상은 단색의 스웨이드 소재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작품의 실루엣은 패치워크 기법의 기하학적인 면구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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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감각에 맞게 개성적이며, 감각적으로 여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 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작품 

총 5점을 [표1]과 같이 계획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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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2] 2] 2] 2] 작품 작품 작품 작품 계획표 계획표 계획표 계획표 1111

NONONONO 회화의 회화의 회화의 회화의 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몬드리안의 회화회화회화회화 작품의 작품의 작품의 작품의 패턴패턴패턴패턴 작    작    작    작    품품품품

ⅠⅠⅠⅠ
노란 선들의 

구성

ⅡⅡⅡⅡ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
    

ⅢⅢⅢⅢ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ⅣⅣⅣⅣ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

ⅤⅤⅤⅤ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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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3] 3] 3] 3] 작품 작품 작품 작품 계획표 계획표 계획표 계획표 2222

NONONONO 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구  구  구  구  성성성성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재 재 재 재 료료료료 주 주 주 주 요 요 요 요 색 색 색 색 상상상상 기  기  기  기  법법법법

ⅠⅠⅠⅠ 바다

크로스 탑

랩 스커트

조끼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진한 파랑색

3원색

흰색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ⅡⅡⅡⅡ 열매
탑

롱 스커트

옥사

견사

스웨이드

진한 자주색

3원색

흰색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ⅢⅢⅢⅢ 땅

탑

 바지

 벨트

옥사

견사

스웨이드

진한 회색

3원색

흰색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ⅣⅣⅣⅣ 꽃
원피스

허리 앞 장식

옥사

견사

스웨이드

분홍색

3원색

흰색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ⅤⅤⅤⅤ 나비

나시

바지

허리 앞 장식

옥사

견사

스웨이드

베이지색

3원색

흰색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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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  절  절  절  작품 작품 작품 작품 해설해설해설해설

[ [ [ [ 작품작품작품작품ⅠⅠⅠⅠ]]]]

◈ 작품명 : 바다

◈ 구  성 : 크로스 탑, 랩 스커트, 조끼

◈ 재  료 : 천연염색 된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그 외 조각 천들

◈ 색  상 :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진 파랑색, 그 외 여러 색들

◈ 기  법 :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 작 품 해 설

 몬드리안의 작품 중 캔버스 안에서 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인 

“노란 선들의 구성”을 응용하여 패턴을 만들었다. 

 이 패턴을 손작업하여 조끼 앞면의 하단부분에 3개를 점층적으로 크게 하여 진한 

파랑색의 삼베 천과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조끼 뒷면은 진한 파랑색의 스웨이드를 

사용하여 의상의 앞부분의 패턴에 시선이 가도록 포인트를 주었다.

 조끼 안쪽의 의상에는 작품명인‘바다’느낌이 나는 색상인 진한 파랑색의 스웨

이드와 여러 색과 여러 소재로 만든 패치워크를 이용하여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물

고기나 불가사리, 산호 등의 생물들의 이미지를 화려하게 나타내어 크로스 탑과 

랩 스커트(Wrap skirt)를 제작하였다.

 크로스 탑과 랩 스커트의 패치워크에서는 각기 다른 조각 천들을 배치하여 구성

하는데, 사각형의 크기 변화에 따른 조합으로 흥미롭고 정교한 패턴을 연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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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였다.

 또한, 의상 전체에서 두 가지의 패치워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다른 작품들에 비

해 독특하면서도 장식적인 마무리를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한 기하학적 문양 패턴의 반복과 강조에 중점을 두고 색상의 변화 및 조화로 

세련된 현대적인 의상 디자인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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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1] 작품Ⅰ - 패턴

[도72] 작품Ⅰ -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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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3] 작품Ⅰ - 도식화 (크로스 탑) 앞 ․ 뒤 

[도74] 작품Ⅰ - 도식화 (랩 스커트) 앞 ․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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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5] 작품Ⅰ - 도식화 (조끼) 앞 ․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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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6] 작품Ⅰ-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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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품작품작품작품ⅡⅡⅡⅡ    ]]]]

◈ 작품명 : 열매

◈ 구  성 : 탑, 롱스커트, 벨트

◈ 재  료 : 천연염색 된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그 외 조각 천들

◈ 색  상 :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진자주색, 그 외 여러 색들

◈ 기  법 :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 작 품 해 설

 몬드리안의 작품 중 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흰색 영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 2”를 응용하여 의상의 상의 앞면을 좌․ 우 대칭이 되

게 디자인하였다.

 이 작품의 공간배치 및 형태로 상의에 사용될 패턴을 만들고, 공간배치를 많이 

변화시켜 하의에 사용될 패턴을 만들었다. 

 이 패턴을 실제로 수작업으로 하여 상의와 하의에 의상의 포인트로서 표현되었

고, 하의에는 색상이 다양한 조각 천들을 사용하여 패치워크를 만들어서 수작업으

로 만든 패치워크와 함께 조화를 이루었고, 하의의 허리 패치워크 부분의 좌․ 우를 

균등하지 않고 사선의 느낌을 내어 반듯한 느낌의 사각형 패치워크 형태에서 약간

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의상의 뒷면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다른 느낌으로 앞면의 화려함과 

복잡함의 반대 이미지로 단순하게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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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의 뒷면보다는 앞면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강조하며, 탑과 롱스커트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의상이므로 시선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여 허리에 두께가 조금 

있는 벨트를 제작하여 시선을 중앙으로 이끄는 강조 역할을 하게 제작하였다.

 또한, 이 작품의 작품명인‘열매’는 열매하면 떠오르는 색상 중 붉은 계열의 진

한 자주색 원단을 의상 전체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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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7] 작품Ⅱ - 패턴1 

[도78] 작품Ⅱ - 

패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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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9] 작품Ⅱ - 세부사진1 

 

[도80] 작품Ⅱ - 세부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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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1] 작품Ⅱ 

- 세부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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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2] 작품Ⅱ - 도식화 (끈) 

[도83] 작품Ⅱ - 도식화 (탑) 앞 ․ 뒤 

[도84] 작품Ⅱ - 도식화 (롱 스커트) 앞 ․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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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5] 작품Ⅱ - 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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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품작품작품작품ⅢⅢⅢⅢ    ]]]]

◈ 작품명 : 땅

◈ 구  성 : 탑, 바지, 벨트

◈ 재  료 : 천연염색 된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그 외 조각 천들

◈ 색  상 :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진회색, 그 외 여러 색들

◈ 기  법 :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 작 품 해 설

 화려하고 원색적인 빨강이 차지하는 큰 면적이 이 작품의 주조로서 강한 강조점

이 되고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응용하여 상의에 좌․ 우 대칭으로 넣

어 대칭적인 평형상태를 이루도록 하였다.

 하의의 패치워크는 완성된 형태가 사각형 모양의 패치워크가 아닌 사선 모양의 

패치워크로 제작하여 자유로우면서고 유연해 보이는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사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또, 상의와 하의의 서로 다른 느낌의 패치워크는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화되어 보

이면서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현대와 고전의 만남의 퓨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

고자 하였다.

 ‘땅’이라는 작품명은 진한 회색의 스웨이드 소재로 표현해 내었고, 스웨이드 

원단 사이사이의 화려한 색채의 패치워크는 땅 위의 산물들을 나타내어 자연친화

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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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6] 작품Ⅲ -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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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7] 작품Ⅲ - 세부사진1 

[도88] 작품Ⅲ - 세부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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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9] 작품Ⅲ - 도식화 (탑) 앞 ․ 뒤

[도90] 작품Ⅲ - 도식화 (바지) 앞 ․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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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1] 작품Ⅲ - 도식화 (끈)  

[도92] 작품Ⅲ - 도식화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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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8] 작품Ⅲ - 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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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품작품작품작품ⅣⅣⅣⅣ    ]]]]

◈ 작품명 : 꽃

◈ 구  성 : 원피스, 허리 앞 장식

◈ 재  료 : 천연염색 된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그 외 조각 천들

◈ 색  상 :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분홍색, 그 외 여러 색들

◈ 기  법 :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 작 품 해 설

  몬드리안에게 있어 그의 작품 중 수직적인 요소의 우세를 느꼈던 (몬드리안의 

입장에서는 수직적인 강조는 남성을 상징하고 수평적인 강조는 여성을 상징한다) 

“파랑과 흰색의 수직 구성”을 본 연구자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하기 위해 이 작

품에 수평선을 2개 더 추가하여 패턴을 구성하여 수평적인 요소의 우세를 느끼려 

하였다.

 패치워크는 의상의 실루엣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제한된 의상 내

의 공간에서 조형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부조물로써 만들어 

의상에 붙임으로써 독특한 입체적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서 현대 예술에서의 수공

예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작품명인‘꽃’에 맞게 분

홍색의 심플한 원피스에 포인트가 되는 패치워크로 만든 허리 앞 장식으로 명쾌한 

시각적 효과를 더해 주었다.

 원피스의 소재는 무지의 스웨이드를 사용하여 안정감, 통일성을 표현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직선과 다양한 조각 천으로 만든 허리 앞 장식이 원피스의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어 산뜻함과 예술성을 함께 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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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4] 작품Ⅳ -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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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5] 작품Ⅳ - 세부사진1

[도96] 작품Ⅳ - 세부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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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7] 작품Ⅳ

 - 세부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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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8] 작품Ⅳ - 도식화 (원피스) 앞 ․ 뒤

[도99] 작품Ⅳ - 도식화

 (허리 앞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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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0] 작품Ⅳ - 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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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작품작품작품작품ⅤⅤⅤⅤ    ]]]]

◈ 작품명 : 나비

◈ 구  성 : 나시, 바지, 허리 앞 장식

◈ 재  료 : 천연염색 된 옥사, 삼베, 견사, 스웨이드, 그 외 조각 천들

◈ 색  상 :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베이지색, 그 외 여러 색들

◈ 기  법 : 감침질, 홈질, 세 땀 상침질

◈ 작 품 해 설

 작품 컨셉‘나비’의 이미지를 나타내듯이 부드러운 이미지의 베이지 색 스웨이

드와 다양한 크기의 형태와 다양한 색상의 패치워크를 사용하여 꽃과 나무들 사이

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 같은 생동감을 나타내고, 심플한 스웨이드 소재와 

화려한 패치워크로 인하여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패치워크는 최근에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실용성, 장식성

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복고적인 경향을 띄며 전통적

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하여 허리 앞 장식을 몬드

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을 응용․  디자인하였다.

 허리 앞 장식은 모자이크 특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을 5번 

반복하여 연결하고 비슷한 크기와 형태의 천들의 반복으로 생긴 단조로움과 지루

함을 색채와 문양으로 대비시키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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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1] 작품Ⅴ - 패턴 

[도102] 작품Ⅴ -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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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3] 작품Ⅴ - 도식화 (나시) 앞 ․ 뒤

[도104] 작품Ⅴ - 도식화 (바지) 앞 ․ 뒤 



- 126 -

[도105] 작품Ⅴ - 

도식화 (허리 앞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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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6] 작품Ⅴ - 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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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논문은 작품 제작 연구 논문으로써 추상표현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인 패치워

크 기법을 몬드리안 회화 기법과 함께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인류의 직물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패치워크는 보호․ 보온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이는 

패치워크가 갖는 실용성에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여기에 작가의 개성적인 표

현방법은 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 표현 양식과 재료의 확대

는 창작형식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의상은 예술의 변화 장르와 맥을 같이 하면서 유행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지니며, 

의상의 미적 현상은 시대의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현대 의상은 개성적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해짐으로 

인해 고품격․ 고부가가치성 수공예 의상의 비중이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표현을 위한 

패치워크 기법과 기존 의상 작품들과 색다른 미적 이미지를 살린 세련된 의상 디

자인을 하기 위해 사용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몬드리안 작품의 기하학적 구성을 

연결시켜 의상을 연구․ 디자인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의상 디자인에 패치워크 기법과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

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패치워크 기법의 정의 및 역사를 고찰하고 참고 작품을 수집․ 정리하여 몬드리안

의 독창적인 작품의 특성과 접목시킨 현대 의상을 연구한 결과, 패치워크 기법은 

수공예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이며, 독자적인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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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형적 구성에서 패치워크와 몬드리안 작품 모두가 색과 선, 면의 상호 보

완작용에 의해 화면의 구성을 이루는데 특히 비대칭적인 면 구성에서 균형과 조화

를 구사하려 한 점은 탁월한 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의상 디자인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서 의상 표현의 주제가 되며,  

문양 패턴의 반복과 색상의 변화 및 조화로 세련된 의상을 디자인하여 국제화 시

대에 맞출 수 있다.

 둘째, 현대 의상 표현에서 다른 작품과는 달리 차별화되어 보이면서 차분하고 고

급스러운 퓨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산뜻함과 예술성 및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의상 디자인의 소재로 전통 기법과 회화를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패치워크 기법이 수공예적․ 고부가가

치를 지닌 예술성이 있는 기법으로써 의상의 전통적인 미학적 소재로 새로운 가치

를 지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몬드리안과 같은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현대 의상 개발에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몬드리안의 특징적 문양 분석 결과를 패치워크 기법으로 표현하면 현

대 의상에서 표현의 예술성과 함께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그

에 대한 후속 연구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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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fashion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sense industry that creates 

new identities, fashion art, using various materials in various techniques, 

has been established. Therefore, various high-quality clothes, utilizing 

handcrafted techniques, like embroidery, beads, and quilting, have been made 

to satisfy the psychological demands of many people.

 This study aimed to study the similarities among the artistic, aesthetic, 

and useful values of the patchwork technique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eometric abstracts seen in Mondrian's works, and to 

design modern clothing through the abstract, formative world and images of 

Mondrian and the patchwork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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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studying the patchwork technique, this paper aimed to recognize it as an 

area with artistic value, as well as practical utility, and to study the 

unique works of Mondrian.

 The paper began with the definition and history of the patchwork technique, 

collected and organized referential works, and combined the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ondrian's unique work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atchwork technique is handcrafted and a highly value-added artistic 

technique in which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could be pursued. 

 Based on the above data, the researcher produced several work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study, five pieces focused on their practical 

utility as well as aesthetic characteristics after applying the formative 

expression method of the patchwork technique and the geometric patterns and 

colors of Mondrian's 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various expression methods were used as themes of the clothes, and 

by designing stylish clothes with repeated patterns and changes and harmony 

of colors, they kept up with international trends.

 Second, in terms of the expression used in modern clothing, the works aimed 

to display neat, aesthetic, and unique effects, as well as differentiated, 

glamorous, and luxurious fusion images.

 Third, since traditional techniques were combined with painting as 

materials for fashion design, it was possible to create harmony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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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opportunity for the patchwork 

technique by using various materials as traditional, aesthetic fashion 

materials and develop newly valuable, handcrafted, and highly value-added 

aesthetic techniques. Also, more studies would be needed.

 This paper also tried to combine Mondrian's geometric and purely formative 

works with traditional patchwork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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