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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strife patterns in modern fashion and the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m. The study was 
aimed at offering the basic materials to develop the creative design that can show various visual expression effects. 
In terms of method, the study was led by the analysis of documents;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collection 
magazines etc were used to analyze the strife patterns in modern fash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study used 
the rearrangement of the strife patterns at the same intervals, the arrangement of different strife patterns within one 
single item, the hybrid arrangement of strife patterns and different patterns, and the use of strife patterns for a 
certain part of clothing for the purse of emphasis or decoration. First, the characteristics inherent in such strife 
patterns showed clear simplicity using the same repetition of simple lines or the two colors of black and white. 
Second, strife patterns changed silhouettes by causing optical illusion, and showed the rhythm effects, such as 
swelling, wave or movement by distorting and controlling lines or forms. Third, based on irregular intervals or 
multi-strife, the concept of unclear disharmony and inconsistency was shown with the beauty of hybridharmony by 
blending various strife patterns with each other, or strife patterns with different patterns, and thus expressing 
compos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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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양은 인간 생활 중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사고의 산물로써 인간의 미적 표현의 한 
방법이며, 생활 감정의 표현이기도하다. 특히 21세
기에 들어서면서 미의 기준도 변화되었으며, 현대
패션 역시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다양한 방

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재질이란 실루엣이나 색상과 

함께 완성되는 디자인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재질
은 원사의 종류 또는 직조방법에 따른 소재와 색채
와 무늬에 의해 구성되는 소재의 문양을 포함한다.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형태와 함께 소재가 지닌 색
상, 패턴, 촉감, 표면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
되며, 최근에는 소재디자인이 패션 상품 기획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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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소재의 문양은 선이나 색채, 그리고 재질을 동
시에 포함하는 독립적 디자인으로 무늬가 갖고 있
는 선과 색채는 패션디자인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
으켜 의복의 시각적 효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
로 패션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
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문양 중 현대패션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문양이 기하학적 패턴으
로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 효과를 지니고 있
는 것이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하겠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직물이 창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애용되어온 패턴으로 일상복에서 스포츠 웨어, 건
축, 인테리어, 각종 디자인 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뚜렷하고 
분명한 선을 가짐으로서 시각적인 우선성을 주게 
되고, 이것이 인체 위에서 의복이라는 3차원적인 
형태에 사용될 때 다양한 효과를 냄으로써 뚜렷한 
개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선행 연구1)는 주로 기하학
적 패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으로 언급되거
나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직물 개발 또는 디자
인개발에 관한 연구,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역사
적 고찰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개념
과 특징, 종류를 이론적 배경으로 고찰하고 현대패
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향을 유형별로 
고찰하며, 여기에 내재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들로 풍부한 디자인 창출과 함께 고부
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
법은 스트라이프 패턴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 및 선
행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고찰하였고, 현대패션에 나
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Vogue, Harper's Bazaar, Gap 등 국내외 패션 잡지
와 컬렉션 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시기는 현
대패션의 경향이 다원화되고 특정 스타일보다는 개
인의 취향이나 개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리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2000년 이후부터 2008 
S/S까지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라이프 패턴의 개념과 특징
스트라이프 패턴이란 줄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복식에 있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 서양
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문양이다. 스트라이프는 장식을 통해 아름다
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이 표현한 가장 단순한 
문양으로 각 민족 고유의 정서와 리듬을 특색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기본적
인 유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과거 중세시대에는 하인, 범
죄자 등 하층 계급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반, 무질서를 응징
하여 제어하는 상징적인 표시로 인식되었으며2), 근
대에는 낭만과 혁명을 상징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젊음과 건강의 상징으로 또 시각적인 측면에서 위
험을 알림으로써 질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역동
성과 착시의 기법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분야에 적
용되어 그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스트라이프의 사전적 정의3)는 ‘기하학적 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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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혜수, 김영인, op. ci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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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정주, 유효순, op. cit., p. 84.
8) Ibid., p. 84.
9) Ibid., p. 84.

대표적인 모티브이며, 직선을 평행으로 배열하여 
구성한 것’ 또는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에 가로, 세
로, 사선 방향으로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나타
낸 무늬’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과 
색채의 일정한 반복과 변화에 의해 리듬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스트라이프인 것이다. 

스트라이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요소
는 선이다. 스트라이프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개되
는 선의 변형에 따라 그 형태미가 표현되는데 동일
한 폭의 선의 반복은 그 반복 방향을 강조하게 되
므로4), 강한 스트라이프일수록 그 선의 방향이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스트라이프에서의 적
절한 간격의 사용은 스트라이프의 리듬감 형성에 
생동감이나 정적임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
트라이프의 경우, 가는 스트라이프가 바탕색과 강
한 대조를 이루지 않을 경우는 스트라이프를 별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단색과 같이 취급되기도 하지
만, 강한 색채 대비로 굵은 스트라이프가 나타나 
있을 때는 대상의 성격이 달라진다5). 즉, 스트라이
프는 그 특성상 선의 방향과 굵기, 간격, 색채의 다
양한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으며, 
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라이프는 직조방
법을 바꾸기도 하고, 경, 위사의 재질을 바꾸거나 
실의 꼬임 방향을 바꾸어서 광선의 효과에 따라 시
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6), 선의 상호작용
을 이용할 경우 착시현상을 이용한 디자인으로도 
가능하다. 스트라이프 방향에 따라 가로 스트라이
프, 세로 스트라이프, 사선 스트라이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로선의 경우, 대체로 정적인 고요함, 침착함, 
안정감, 평안과 휴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가로 
방향의 스트라이프는 좌우의 넓이가 있어 딱딱하
거나 강함, 넓이감이나 무거움, 평온하거나 차분함 
등 다양한 분위기를 주며, 다양한 간격과 넓이로 
티셔츠 등에 주로 사용한다7). 그러나 가로 방향의 

스트라이프는 수평선을 강조하여 뚱뚱하게 보인다
는 우려감을 기를 기도하나, 이것은 간격이 넓은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
은 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될 경우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세로선은 일반적으로 엄격함, 고결함, 강한 긴장
감이나 날카로움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세로 스
트라이프는 가늘고 길며 날씬함, 지성, 단순함 등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므로 패션 소재에는 주로 세
로 스트라이프가 널리 사용된다8). 스트라이프의 수
직 배치는 시선을 선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길어보
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나, 선이 가늘어 지면 반
복이 많고 선의 힘이 약해져서 수평의 착시를 만들
어 내기도 한다.

사선은 가로선과 세로선의 중간 위치로 기울어
진 상태로 불안정한 인상을 주나, 변화가 가능한 
동적인 느낌이 강하며 가벼움, 날카로움, 진보적, 
격렬한 느낌을 나타낸다. 사선에 의한 착시현상은 
그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면 분
할에서 경사각도가 클수록 세로 효과가 강하게 나
타난다9). 따라서 사선 방향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할 경우 사선이 주는 느낌을 따르게 되는데, 불
안정하고 바쁘며, 활동적, 역동적이고 침착하지 못
하고 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디자인에 있어서 다른 선들에 비해 가볍고 살아 움
직이는 듯한 경쾌한 느낌을 주며 신선한 변화감을 
얻을 수 있다. 

2. 스트라이프 패턴의 종류
스트라이프 패턴을 나타내는 기법은 직조과정에 

의해 짜여 지는 것과 직조 후에 염색에 의해 나타
나거나 의복에 부가적으로 첨가된 장식선 등에 의
해서 나타난다. 프린트에서는 직물의 조직에 따라 
정확하게 인쇄되기가 어려워 주로 직조직물에 많



4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400 －

이 이용되며, 선염을 이용한 줄무늬는 색사와 조직
을 결합하여 만든다. 직조가 끝난 직물 표면에 여
러 가지 색상의 무늬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날염, 롤러 날염, 전사 날염 등 방법이 여러 가지 있
으며, 규칙적인 스트라이프의 표현뿐 아니라 핸드
터치와 붓 터치 등 불규칙적이고 수공예적인 방법
을 이용하여 스프라이프의 패턴을 나타내기도 한 
<표 1> 스트라이프 패턴의 종류

종류 특징 종류 특징
핀 스트라이프
(Pin stripe)

핀으로 그린 듯한 가는 줄무늬로 주로 선
염디자인을 이용 

얼터네이트 
스트라이프
(Alternate stripe)

섞인 줄무늬라는 뜻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로 이루어진 줄무늬로 다양한 조합
이 가능 

핀 포인티드 
스트라이프
(Pin-pointed stripe)

핀으로 점을 찍어 준 듯한 스트라이프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Gradation stripe)

경사에 짙고 옅은 색의 실을 걸어 농담을 표현
한 줄무늬로 동일계의 진한 색과 옅은 색이 번
갈아 가며 반복 

펜슬 스트라이프
(Pencil stripe)

연필로 그은 선 굵기의 줄무늬라는 뜻으
로 연필로 그린 듯한 효과를 나타냄

옴브레
스트라이프 
(Ombre stripe)

동계색의 진한 색과 얕은 색이 번갈아가며 반
복되는 줄무늬

초크 스트라이프
(Chalk stripe)

짙은 바탕직물에 보통 흰색 초크로 그린
듯하게 약간 흐릿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지브러 
스트라이프
(Zebra stripe)

얼룩말의 무늬를 연상케 하는 스트라이프로 
기본은 흑과 백의 줄무늬이지만 특별히 구애
받지 않음 

싱글 스트라이프
(Single stripe)

한 줄의 가늘고 같은 굵기의 스트라이프
가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가장 기본적이
고 단순한 스트라이프

캐스케이드 
스트라이프
(Cascade stripe)

폭포와 같은 형상으로 스트라이프의 폭이 한
쪽이나 양쪽에서 점차 가늘어지거나 굵어지는 
스트라이프

더블 스트라이프
(Double stripe)

두 개의 줄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규칙적
인 간격으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프

이레귤러
스트라이프
(Irregular stripe)

스트라이프의 폭과 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
유롭고 불규칙한 스트라이프로 역동적 느낌을 줌

트리플 
스트라이프
(Triple stripe)

세 종류의 줄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규칙
적인 간격으로 표현되는 스트라이프

스파이어럴 
스트라이프
(Spiral stripe)

나선형으로 디자인된 줄무늬로 환상적인 표현
이 가능

멀티 스트라이프 
(Multi stripe)

몇 개의 무늬를 합한 스트라이프, 복잡한 
무늬로 신선한 효과를 냄

스티치 
스트라이프
(Stitch stripe)

굵은 실 혹은 가는 실의 묶음으로 스티치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함

블록 스트라이프 
(Block stripe)

두 종류의 스트라이프가 같은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교대로 배열된 스트라이프

케이블 
스트라이프
(Cable stripe)

줄무늬가 로프 모양으로 된 스트라이프로 요
철 느낌이 있음

볼드 스트라이프 
(Bold stripe)

폭이 넓은 세로 줄무늬로 배색은 흰색 바탕
에 줄무늬 색이 한 가지 색인 경우가 많음

노벌티 
스트라이프
(Novelty stripe)

특별한 명칭을 갖지 않는 자유롭게 구성된 줄
무늬의 총칭

트랙 스트라이프
(Track stripe)

철도의 레일과 같이 두 가닥이 한 세트이
면서 선과 선의 폭이 넓은 세로줄무늬

헤어라인 
스트라이프
(Hairline stripe)

머리털처럼 부드럽고 가느다란 느낌의 선으로 
구성된 줄무늬

레인보우 스트라이프
(Rainbow stripe)

무지개와 같은 색상의 단계를 나타내는 
여러 색의 선명한 줄무늬

캔디 스트라이프
(Candy stripe)

보통 사탕과 같은 선명한 색인 빨강, 노랑, 파
랑과 같은 색상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프 

다이애거널 
스트라이프
(Diagonal stripe)

비스듬한 줄무늬로 구성된 무늬의 총칭
도티드 
스트라이프 
(Dotted stripe)

물방울무늬를 세로로 늘어놓은 듯한 줄무늬로 
핀 도트 스트라이프라고도 함

다. 그리고 트리밍이나 스티치 선과 같은 장식선과 
턱, 플리츠 등의 구성선, 구슬이나 깃털, 비즈, 금속 
등을 이용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표현하기도 한
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가로, 세로, 사선 등의 다양
한 방향성이나 규칙적 또는 불규칙한 간격,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다양한 스트라이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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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정주, 유효순, op. cit., pp. 84-85. 

이호정, op. cit., pp. 126-127.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1992), pp. 532-574.

하다. 또한 이외에도 하나의 소재에 다양한 선의 
굵기, 간격,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멀티
스트라이프와 면을 병렬 배치하여 스트라이프 
효과를 낸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대표
적인 스트라이프의 종류를 정리하면〈표 1〉10)과 
같다.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향

스트라이프 패턴은 그 굵기와 간격, 방향, 위치 
또는 복합적인 스트라이프 패턴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데, 특히 최근에는 가로, 세로, 대각선 등의 
다양한 방향성이나 불규칙한 간격과 멀티스트라이
프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라이프가 하나의 아이템
에 구성되거나 상․하의에 달리 적용되면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2008S/S까지
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향을 
고찰한 결과, 동일 간격 스트라이프 패턴의 재배치
와 구성, 단일 아이템 내에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
턴의 배치, 스트라이프 패턴과 다른 패턴과의 혼합 
배치, 의복의 일부분에 강조나 장식의 효과를 위한 
배치로 나타났다. 

<그림 1> Jonathan Saunders, 
2006S/S (GAP, Vol.67).

<그림 2> Ann Demeulemeester,
2008S/S (GAP, Vol. 79).

 <그림 3> Paul Smith, 
2008S/S (GAP, Vol. 79).

 <그림 4> Lutz, 2003F/W 
(Vogue, 2003.5).

1. 동일 간격 스트라이프 패턴의 재배치와 구성
스트라이프 패턴의 주요 요소인 선은 3차원적인 

인체 위에서 가로, 세로, 사선, 혼합 배치를 통해 의
복에 적용되고 또 의복의 구성선이나 절개선, 장식
선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간격과 굵기의 스트라이프 패턴만으
로도 평면적인 복식의 형태를 인체곡선과 더불어 
시각적인 착시효과와 함께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
게 한다. 
〈그림 1〉은 상의 재킷에는 절개선 안쪽만을, 스

커트는 전체 면에 동일한 간격의 가로 스트라이프
로 배치한 것으로 사용면적의 대비를 통해 가로 스
트라이프를 사용했음에도 길어 보이고 보다 안정
감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2〉는 흑백의 동일 
간격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파자마 슈트
로 재킷의 칼라부분, 소매 커프스 부분, 바지 단 부
분, 벨트에는 가로로 재배치하여 리듬감과 함께 인
체위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율동감까지 느끼게 
한다.〈그림 3〉은 하이웨이스트라인의 원피스로 원
피스 윗부분은 가로로 하고, 아랫부분은 세로 배치
를, 그리고 함께 코디네이션 된 스카프의 사선 배
치로 동일하고 단순한 스트라이프 패턴에 단조로
움을 피하고 변화감을 나타냈다.〈그림 4〉 역시 동



6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402 －


11) 김주은, 조규화, op. cit., p. 108.

일 간격의 단순한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스웨터
는 앞 중심 부분에서 봉제되고, 드레이프 효과에 의
해 연속적인 시각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있으며 입
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일한 굵기와 간격, 그리고 두 
가지 색상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이미지의 스트라
이프는 인체 위에서 의복의 다양한 구성, 절개선 
그리고 기법에 따라 재배치되어 모던하고 단순한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2. 단일 아이템 내에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배치

1960년대 유행한 그래픽 룩을 시작으로 옵아트
가 나타나면서 스트라이프는 다양한 변형이 시작
되었다. 단순하게 선 자체의 굵기나 간격을 일정하
게 변화시킨 것과 불규칙적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수공예적인 터치감을 표현한 것 등 다양한 스트라
이프들이 나타났다11).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단
일 아이템 내에 여러 각도로 재배치한 것과 여러 
선들이 겹쳐지게 나타나는 스트라이프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의 영향으로 
스트라이프 본래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선들을 재구성하여 나타나는 그래픽적인

 <그림 5> Kenzo, 
2006S/S (GAP, 
Vol. 67).

 <그림 6> Limi Feu, 
2008S/S (GAP, 
Vol. 79).

<그림 7> Issey Miyake, 
2002S/S (Vogue, 
2001. 12).

 <그림 8> Lagerfeld 
Gallery, 2004S/S 
(2004 Donna, Ⅹ).

 <그림 9> Anna Sui, 
2003S/S (Fashion 
Insight, p. 42).

표현은 추상기하학의 형을 이루며 조형미를 표현
하고 있다.
〈그림 5〉는 원피스 내에 단순한 흑백의 스트라

이프를 서로 다른 굵기와 간격, 그리고 가로, 세로, 
사선 배치 등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인 변화감을 나타낸다.〈그림 6〉은 원피스 
내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굵기의 스트라
이프를 대칭배치하고 비대칭된 원피스 헴 라인으
로 인해 사선 배치의 스트라이프로 표현된 것이고,
〈그림 7〉은 직조에 의해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구
성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이
미지를 나타내는데, 좌우가 비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색상과 배치, 스트라이프 패턴의 강약에 의해 균형
감을 느끼게 한다. 또〈그림 8〉과 같이 가로 배치
의 스트라이프를 그 굵기에만 변화를 주어 원피스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강한 느낌을 갖도록 점진적
으로 사용하여 안정감과 함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동일한 가로 배치
로 시각적인 질서를 형성하며, 각각의 스트라이프
를 하나의 전체적인 형으로 연결시키는 통일감을 
나타냈다.〈그림 9〉는 멀티컬러 스트라이프로 구성
된 로우 웨이스트라인의 원피스이다. 몸판과 스커
트 부분에는 서로 다른 패턴의 스트라이프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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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동일 톤의 배색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프 색상에 의해 전체적으로 통일
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일 아이템 내에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 패턴의 배치를 통해 단순한 의복의 아
이템에 단조로움을 피하고 시각적인 착시와 추상
적인 조형미를 나타냈다.  

3. 스트라이프 패턴과 다른 패턴과의 혼합 배치
스트라이프는 반복되는 선의 폭과 색채의 섬세

한 조화에 따라 변화가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
내며, 선과 색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 마치 음악
에서처럼 연속성과 움직임, 리듬과 하모니, 그리고 
다양한 비례를 보인다. 이러한 스트라이프 선 자체
의 변화와 다양한 재구성 효과와 더불어 스트라이
프 패턴에 다른 패턴을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나
타내기도 한다. 
〈그림 10〉은 미니멀한 투피스 스타일 안에 서로 

각기 다른 패턴의 혼합을 나타낸 것이다. 흑백의 
스트라이프, 도트 패턴, 추상적인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의 사선 배치 등 각양각색의 패턴들이 마치 몬
드리안의 작품처럼 균형미를 갖춘 채 그래픽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그림 11〉은 흑백의 세로, 사선, 
소용돌이 형태의 배치로 변화감을 주며 모던하면
서도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방사 형태

<그림 10> Giles, 
2006F/W (GAP, 
Vol. 70).

<그림 11> Rick 
Owens, 2008S/S 
(GAP, Vol. 79).

<그림 12> Tsumori 
Chisato, 2006S/S
(GAP, Vol. 67).

<그림 13> Clements 
Ribeiro, 2004S/S 
(Vogue, 2003. 12).

<그림 14> Loewe, 
2008S/S (Vogue,
2007. 12).

<그림 15> Chanel, 
2008S/S(Harper's
Barzaar, 2008.1).

의 스트라이프 패턴은 인체 위에서 보다 강한 율동
미로 극적인 변화감을 갖게 한다.〈그림 12〉는 흐
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재의 여성적인 이미지의 원
피스로 원색적인 컬러의 스트라이프와 다양한 패턴
의 혼합으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그림 
13〉과 같이 직조과정 중에 스트라이프 패턴 내에 
물방울무늬를 짜 넣음으로써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림 14〉와 같이 불연속적인 가로 배치의 가는 
스트라이프와 사실적 표현의 꽃무늬를 혼합하여 강
한 장식적 효과와 주목성을 표현하기도 했다.〈그
림 15〉는 미국 성조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스트라이프, 별무늬와 함께 샤넬 브랜드의 로고까
지 함께 혼합한 것으로 경쾌한 팝아트 이미지를 갖
게 하며, 선명한 레드와 화이트의 가로 스트라이프
를 허리선에 배치하고 금속 소재의 벨트와 함께 연
출하여 강한 장식적인 효과까지 나타냈다. 

이와 같이 단순함과 명확성으로 시각적 집중효
과를 나타내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스트라이프의 굵
기와 간격, 방향, 색상을 의복이라는 틀 안에서 자
유로이 배치하고, 꽃무늬, 점무늬, 추상적인 무늬 
등 다양한 패턴과의 조합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 
효과를 나타냈다. 

4. 의복의 일부분에 강조나 장식의 효과를 위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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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혜원, “옵티컬 아트의 원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김혜수, 김영인, op. cit., pp. 45-56.  
14) 이정주, 유효순, op. cit., p. 84.

의복에 있어 강조는 그 형태나 색상, 실루엣 등 
디자인의 요소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강한 리
듬감이나 비례, 균형 등 디자인의 원리를 활용하기
도 한다. 전체적인 균형감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스트라이프 
패턴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주목성을 가져 강조
와 장식의 효과를 나타낸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의복 전체에 활용하지 않고 
일부분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뚜렷한 강조나 장식
의 효과를 표현하기도 하는데,〈그림 16〉은 비치는 
가는 망사 소재로 된 겹겹의 케이프 단에 가는 장
식 선을 이용해 스트라이프 패턴을 나타냈는데, 이
러한 선들은 케이프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
다.〈그림 17〉 역시 래글런 소매 부분에 비즈와 반
짝이는 플라스틱 원형 판을 이용해 무지갯빛 스트
라이프 패턴의 효과를 나타내 장식적인 효과를 나
타냈다.〈그림 18〉은 단순한 블랙 니트 위 한쪽 어
깨부분에만 스트라이프 패턴을 배치하여 시선을 위
로 끌어당기는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며,〈그림 19〉
는 레이어드 되고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Y-3의 작품
으로 의복 위에 브랜드의 로고인 세 줄의 스트라이
프를 장식적인 디테일로 변환시키고 작품과 브랜

  <그림 16> Jean Paul 
Gaultier, 2006S/S 
(GAP, Vol. 15).

  <그림 17> Matthew 
Williamson, 2001F/W 
(L'Officiel, 2001.5).

<그림 18> Clements Ribeiro,  
2001F/W(Harper's Bazaar, 
2001.5).

    <그림 19> Y-3 
2001F/W(Harper's 
Bazaar, 2001.5).

드의 이미지를 동일시시키고 있다.

Ⅳ.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성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패턴은 그 자체에 
포함된 여러 디자인의 요소들로 인해 시각적 효과
가 크며, 체형의 윤곽을 변형시킬 수 있는 착시현
상을 유도해 낸다. 즉, 착용자의 체형에 영향을 미
치며 보는 사람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 착용자
의 신체적 결함을 감추거나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
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패션 소재의 
패턴에서 사용되는 감각은 생기나 활기 등의 단순
한 심리작용은 물론 착용자의 외형적, 내면적 이미
지로 받아들여져 그 호소력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임혜원12)은 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착시성과 
율동성이라 하였고, 김혜수, 김영인13)은 스트라이
프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을 리듬으로 보고 단순반
복과 교차반복, 자유리듬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정
주, 유효순14)은 스트라이프의 간격, 넓이, 모양 방
향에 따른 다양한 변화성과 착시성을 특성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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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선경, op. cit., p. 65.
16) 김주은, 조규화, op. cit., pp. 108-111.
17) G. B. Sidney, A Study of the Sculpture, (New York: Hacker Art book, 1983), p. 145.
18) 김은덕, 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24권 (1995), p. 157.

았다. 또 박선경15)은 단순성과 명쾌성을 그 특성이
라 하였으며, 김주은, 조규화16)는 현대패션에 나타
난 스트라이프의 특성을 다양한 변형에 의한 재구
성, 패턴의 미스매치, 드레이핑 효과라 하였다. 즉, 
구조적으로 기하학 문양에 속해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어느 민족에게나 널리 사용된 문양으로 유
행성이 없으며, 단순, 명쾌한 느낌을 지니고 있고, 
추상문양에 비해 규칙적이고 단정한 느낌을 주어 
싫증이 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경쾌함을 제공한
다. 따라서 선을 기본으로 구성되는 스트라이프에 
있어 다양한 선이 나타내는 조형적 특성과 선행 연
구를 통해 고찰된 스트라이프의 특성을 근거로 고
정관념의 탈피와 경계초월의 의지를 보이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의 특성을 단순성, 율동
성, 혼성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단순성 
현대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은 대량생산체제

로의 변화와 함께 디자인 전반에 표현되는 그 형태
에 있어서도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단순성은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
어로서 형태의 단순화는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
서의 의미를 지닌다17). 현대 조형미학 중 하나인 모
던함은 장식 제거를 통한 단순함을 지향하면서 복
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다가왔고, 기
하학적 문양의 단순하고 간결한 순수형태는 기하
학적 도형들에 의한 형의 표현, 또는 실루엣뿐만 
아니라 문양, 장신구 등 3차원적인 복식조형과 조
화되어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현대패션은 인체 왜곡이나 과잉 장식 등에
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면서 기능성과 실
용성, 단순성에 역점을 보임으로서 모더니티를 이루
게 되었는데18), 이러한 단순성의 추구는 인위적인 
구조선을 배제하고, 재단, 봉제, 장식 등의 제작과정
을 최소한으로 줄여 단순화시킨 것이다. 즉, 최소의 
조형 수단과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
된 표현을 통해 현대성을 표현하며, 이는 대상의 본

질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단순성의 표현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유형

이나 색상, 배치에 의해서도 보여 진다.〈그림 1〉과 
같이 단순하고 간결한 선의 동일 반복을 통해 나타
나기도 하고, 복합적인 서술은 피하고 하나의 선 
또는 여러 선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을 간략
하고 계획적인 구성방식으로 표현하여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색상 역시 흑백의 두 가지 색상만을 이
용하여 모던하면서도 명확한 단순성을 나타내거나, 
시각을 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다색을 쓰지 않고 
주로 명도 차, 색상 차, 채도 차이가 큰 두 가지 혹
은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배색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강한 주목성을 발현하기도 한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스트라이프 패턴은 선이라는 
기본 형태를 중심으로 변형되어 사람들에게 쉽게 
인지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누구나 표현 
가능한 형태로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창작 활동에 
새로움을 더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하
학 패턴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 패턴은〈그림 20〉과 
같이 절제되고 이성적이며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세
련미가 담겨져 있는 단순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단
순한 형태지향은 전체적으로 곡선형태의 인체를 매
우 단순화된 기하학적인 기본 도형으로 변형시켜 
현대적인 감각의 모던함으로 표출되고 있다.

2. 율동성
기하학적 문양 중에서도 선의 반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그리고 곡선이나 점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
해서 형태가 바뀌고 계속 반복되어짐에 따라 단순
한 형태가 아닌 역동적인 형태나 색채 또는 무늬를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리듬감과 율동성을 강조하며,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켜 외곽선을 확장시키거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확대되어 보이게 하면서 실루
엣에 변화를 준다. 특히 스트라이프 패턴의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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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민선, “포스트모던 사회의 패션에 표현된 옵아트,” 복식 54권 5호 (2004), p. 163.

나 굵기, 간격, 배치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인체의 
윤곽선을 해체시키고, 선의 강한 방향 변화 역시 
각도와 시각적 초점의 변형을 초래하여 형태 전체
가 그 방향으로 치우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본래 가지고 있는 형태의 외곽선을 해체시키며, 평
면적인 측정부분을 변화시킴으로써 일반적 신체 
개념과는 다른 신체를 표현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19). 즉,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각적인 착시효과
와 강렬한 색상의 대비를 복식에 사용함으로써 순
수조형에 접근한 작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그래픽적인 화면 구성으로 속
도감과 역동적인 율동성을 느끼게 하는데, 이로 인해 
주목성을 동시에 일으키며 복식의 어느 한 부분에 
입체적인 장식의 형태로 돌출되어 시각적인 즐거움
을 주게 된다. 또 스트라이프의 기본단위인 선을 단
순히 배열하거나 혹은 강약, 파괴, 집중 및 확장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인체 위에서 고정된 문양이 움직
이는 듯한 율동성을 나타내고(그림 11), 주름이나 드
레이핑 기법을 사용하여 반복 단위의 형태를 파괴하
거나 새로운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21), 선
이나 형을 교묘하게 왜곡, 조정함으로써 의복공간에
서 부풀음, 파동 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율동
성의 효과를 나타냈다. 패턴의 구성 역시 대칭적인 
것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이나 면의 연결 
등으로 공간감이나 율동적인 감각을 나타냈다.

3. 혼성성
오늘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이 확장되고 그 경계
가 허물어졌으며, 현대패션의 다양한 이미지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
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실용적이기 보다는 주
관적인 미의식으로 표현되는 현대패션의 경향에 따
라 스타일, 형태, 소재, 문양 등 전 요소에 걸쳐 추
상적이고, 비정형화, 기형화, 가변적 형태 등 다양
한 외적특성을 지니고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
게 되거나 존재하지 않던 새로움을 창조하게 된다. 

특히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
우, 스트라이프 자체가 갖는 무한한 변화로 인해 창

<그림 20> Giorgio
Armani, 2006S/S
(GAP, Vol. 15).

<그림 21> Moon 
Young Hee, 2004
S/S(Harper's 
Bazaar, 2003.12).

<그림 22> Marc 
Jacobs, 2003S/S 
(Fashion Insight,
p. 42).

조적인 자율성과 함께 혼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통일성과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혼성적으로 이용하고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과 함
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디자인의 전개를 반
영하고 있다. 즉, 불규칙한 간격이나 멀티 스트라이프
를 기본으로 단일 아이템 내에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혼성시키거나(그림 7), 상하의에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 패턴을 배치하여 혼성적인 이미지를 표
현하는 경우(그림 22), 또 스트라이프 패턴과 점 문
양, 꽃문양, 추상문양 등 다른 기타 문양들을 혼합하
여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모호
한 부조화와 불일치의 개념을 혼성적인 조화의 미로 
나타냈다. 또한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인체와 의복간
의 개방적인 사고와 탈구속적인 구성개념을 바탕으
로 인체에 종속되지 않는 불확정적인 구조 등은 스
트라이프 패턴의 혼성적 가치를 가중시키게 하였다. 

Ⅴ. 결  론
스트라이프 패턴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이용되어온 문양으로 
패션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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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향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여기에 내재된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효과들을 창
출할 수 있고, 또 독창적인 창작디자인의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나 스트라이프 패턴
의 경향은 첫째, 동일한 굵기와 간격, 그리고 두 가
지 색상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이미지의 스트라이
프는 인체 위에서 의복의 다양한 구성, 절개선 그
리고 기법에 따라 재배치되어 모던하고 단순한 이
미지와 함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하나의 단일 아이템 내에 서로 다른 스트라이프 패
턴의 배치를 통해 단순한 의복의 아이템에 단조로
움을 피하고 시각적인 착시와 추상적인 조형미를 
나타냈다. 셋째, 단순함과 명확성으로 시각적 집중
효과를 나타내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스트라이프의 
굵기와 간격, 방향, 색상을 의복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이 배치하고, 꽃무늬, 점무늬, 추상적인 무늬 
등 다양한 패턴과의 조합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스트라이프 패턴을 의복 전
체에 활용하지 않고 일부분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뚜렷한 강조나 장식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스트라이프 패턴에 내재된 특성은 첫째, 
단순성이다. 간결한 선의 동일 반복이나 흑백의 두 
가지 색상 또는 명도 차, 색상 차, 채도 차이가 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강한 주목성과 모
던하면서도 명확한 단순성을 나타냈고, 단순한 형태
지향을 통해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의 인체를 매우 
단순화된 기하학적인 기본 도형으로 변형시켜 현대
적인 감각의 모던함으로 표출하였다. 둘째, 율동성이
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
럽게 드러나는 리듬감과 율동성을 강조하며, 시각적
인 착시를 일으켜 실루엣에 변화를 주었고, 선이나 
형을 교묘하게 왜곡, 조정함으로써 의복공간에서 부
풀음, 파동 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율동성의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혼성성이다. 스트라이프 자
체가 갖는 무한한 변화로 인해 창조적인 자율성과 
함께 혼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불규칙한 간격
이나 멀티스트라이프를 기본으로 다양한 스트라이
프 패턴을 혼성시키거나, 스트라이프 패턴과 점 문
양, 꽃문양, 추상문양 등 다른 기타 문양들을 혼합하

여 복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모호한 부조화와 
불일치의 개념을 혼성적인 조화의 미로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패션디자인에 있어 스
트라이프 패턴의 그 표현 영역은 다양하고 무한하
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하고 모던하면서도 혼성적인 
이미지로 현대인의 독특한 감성에 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특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
운 감각적인 디자인 시도를 불러일으켜 독창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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