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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ly, garments have been spontaneously made with human instinct in order to warm and decorate

the body using textiles that have been made and used by various peoples in different cultures. Contemporary

garment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warming as well as express individual personality and a desire to

pursue beauty. They have a unique formativeness and a symbolic nature according to cultural phenomena that

reflect a cultural outcome that expresses contemporary thinking and ideology as well as their aesthetic con-

sciousness. This study globally promotes Chinese opera mask culture and proposes the possibility of creative

think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hinese opera mask elements into contemporary fashion, expressing

them as patchworks. In order to endow artistic value (required in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creates

works by analyzing and applying a formative sense seen in patchwork techniqu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opera masks; in addition, it sought the possibility of new expressions in garment design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research involve the following.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traditional patchwork tech-

nique to contemporary garments may be a dynamic theme of garment expression and exceed stereotypical

ideas that enable the creation of designs attuned to the globalization era. Second, it was possible to pursue

independent formativeness which is in harmony with a modern sense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harmony of colors and practical characteristics found in patchworks. Third, it was possible to demonstrate

their artistry and unique effect in the expression of contemporary garments by the expression of the analyzed

results of characteristic patterns of Chinese opera masks with a patchwork technique in creating works.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to a patchwork technique that applies diverse materials

as a new method to develop contemporary garment design also as a creative design. In addition, if the analy-

zed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 patterns of Chinese opera masks can be expressed with a patchwork tech-

nique, they may be able to exhibit a genuine effect along with the artistry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garments; thereby, relevant follow-up research should be further continued.

Key words: Chinese opera masks, Patchwork technique, Crazy patchwork, Pieced patchwork, Fashion

design; 경극 가면, 패치워크 기법, 크레이지 패치워크, 피스드 패치워크, 패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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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에서 경극(京)은 “국수(粹)”이며, 200여년의 역

사를 지닌,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중화민족 전통문화

의 귀중한 유산이다. 경극에서 사용되는 가면인 경극

가면(京)은 유일하게 중국 전통극 무대공연에서 사용

되는 화장조형예술로써 전통극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

성적이고 미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안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경극 형식이 발달됨에 따라

경극 가면의 형태 역시 현대의 모습으로 고정되었다.

경극 가면은 중국 전통극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고유

한 것이고 다른 나라의 전통극 가면과는 전혀 다른 화

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봉건 윤리가치관과

심미관의 산물임과 동시에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

극히 추상적인 얼굴 화장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극

가면의 색상은 중국 민족문화의 전통, 생활습관 및 색

상에 대한 인식과 선호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경극 예술의 주

요한 구성부분이며, 민족성을 보유한 국수의 의미를

가지는 중화민족의 예술적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대의 복식은 새로운 방법과 표

현들로 독창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복식의 장

식소재로서의 표현양식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패치워크는 여러 개의 작은 헝겊재료들을 모아서 제작

자가 임의대로 구성하여 맞붙이거나 접붙임으로써 단

순히 실용품이나 장식용품 제작의 범위를 벗어나 3차

원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섬유예술기법의 하나로

까지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패치워크 기

법을 현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상 디자인에 응

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조형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

것을 통하여 창조적 디자인의 응용과 개발가능성을 확

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경극 가면을 모티프로 많은 디자인이

소개되었으나 대부분 자수, 비즈, 프린트, 도안 등을 이

용한 것으로 패치워크와 같이 조형적이고 장식적인 기

법을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경극 가면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대변하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추상적인 화장형식으로 이를 효과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패치워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중국의 경극 가

면 요소를 도입하여 입체적인 조형기법 중 하나인 패

치워크로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모티프를 이

용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화민적의 예술적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극 가면을 모티브로 패치워크 기법과 특성

을 의상 디자인 응용하여 창조적 작품을 제작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치워크의 정의와 종류 및 구성기법을 고찰

하고, 패치워크의 면 구성, 문양, 재질에 대한 표현을

구분한다. 패치워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위해 관련

학위 논문, 도서, 학회지 논문 등을 이용한다.

둘째, 중국 경극 가면의 정의와 역사를 조사하고, 현

대 패션에 나타난 경극 가면을 분석을 위해 중국 문화

관련 논문, 패션잡지 및 작품집, 사진자료 등을 이용한다.

셋째, 작품 제작에 있어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재구성함으로써 형태의 결합, 변형, 왜곡, 비

대칭 등을 통하여 경극 가면의 형태미를 표현한다. 경

극 가면 모티브와 패치워크 기법의 접목을 시도하여

창조적 디자인이 강조된 6벌의 작품을 제작하며 면, 스

웨이드, 종이, 지퍼 등의 소재와 부자재를 사용함으로

써 현대적인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III. 이론적 배경

1. 중국 경극 가면

1) 정의

경극 가면이란 경극에서 정(淨: 호걸·악한), 축(丑:

어릿광대) 두 개 배역을 맡은 배우의 얼굴에 분장을 하

는 것으로 민족적 특징이 나타나는 특수한 화장방법이

다(G. S. Kim, 2009). 경극 가면은 경극에서 가장 독특

한 예술이며, 다양한 캐릭터는 자신들의 특정 스펙트럼

(Spectrum)과 색상으로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강조한

다. 즉 “좋고 나쁨, 선과 악”을 표현함으로써 관객이 외

모를 통해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경극 가면은 경극 캐릭터의 “심령 이미지”로 불리

고 있다(Mak, 2008). 경극 배역은 남녀노소 신분, 성격

에 따라 크게 생(生: 남자 역), 단(旦: 여자 역), 정(淨:

분장한 배역), 축(丑: 어릿광대 역)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이를 경극의 4대 배역(四大行 )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극 가면은 크게 무대에서 사용되는 가면과

공예, 미술적 용도로 사용되는 가면으로 구분된다. 공

예미술적 용도의 가면은 무대에서 사용하는 가면이 진

화한 것으로, 작자가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서 석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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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회화<Fig. 1>, 편직<Fig. 2> 등의 기법을 이용하

여 색상과 도안의 변화가 다양한 가면 작품을 제작하

는 것이며 이런 가면은 소장가치가 있다.

경극의 가면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희로애락 정서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얼

굴색은 당황할 때에 심홍색, 놀랐을 때의 창백함, 병에

걸렸을 때의 파래진 얼굴과 하얗게 질린 입술 등이 나

타난다(Chae, 2009). 경극의 가면은 이 바탕에 더 많은

색상, 라인과 도안을 생성하여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표현하고 있다. 가면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경극이 황

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면은 보다 섬세하고 정

교한 분장, 더 화려하고 정교한 색상, 더 완벽한 형태가

요구되었다. 경극은 다양한 극종의 특점을 요약하여 만

들어진 것이며, 경극의 가면 역시 잡다한 예술장르의

장점을 흡수하여 휘극(徽劇)과 한극(漢劇)을 기반으로

곤극(昆劇), 진극( 子劇) 등 지방 전통극 가면의 특징

을 통합시켜 지속적으로 완벽화된 것이다(Mak, 2008).

경극 가면의 분장은 또한 민간 전설과 통속 소설을 참

조하였으며 이런 문예작품에서는 인물 특징에 대한 묘

사가 매우 과장되고 형상적이다. 예를 들어 관우(關羽)

를 묘사할 때 얼굴이 대추 같고, 봉안(丹鳳眼), 와잠미

(臥 眉)와 같은 아주 생생한 단어로 그의 눈썹과 눈

을 묘사하였으며, 조광윤(趙匡胤)을 묘사할 때 그의 얼

굴이 대추 빛으로 번뜩인다고 하였다. 경극 무대에서

관우, 조광윤의 면부에는 모두 붉은색을 칠했는데 이

는 이러한 묘사를 의거로 하여 그린 것이다.

2) 역사 및 분류

학술계에서는 경극 가면의 기원을 고대 제사의식에

서 무당춤을 출 때 쓰는 탈로 추정하고 있다. 제사에서

쓰는 탈은 종종 단순한 기호로 특정 관념이나 표정을

나타내곤 하는데, 연극 표현에서 이러한 기호들은 직

접 얼굴에 스케치된다. 중국 경극 가면의 역사를 살펴

보면 당나라 시대에 “페이스 페인팅(面)”으로 시작하

여 송나라에 와서는 잡극(雜劇)에서 배우들이 흰색 코

에 빨간 눈언저리를 그렸으며, 원나라 때는 잡극에서

긍정적인 인물의 “단일색 안면(整 )” 양식이 출범하

여 극중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명

나라 때는 배역의 분공이 정밀화되어 정, 축(廷丑) 두

가지 배역에 모두 가면을 그리게 되었으며, 각각의 캐

릭터마다 자체적 스펙트럼을 갖추게 되었고 바탕색은

대부분 설창문학(設唱文學)에서 설명했거나 배우 자신

의 상상력에 의해 설계되었다(예: 관우의 바탕색은 붉

은색, 포공(包公)의 바탕색은 검은색). 청나라에 와서

는 지방극(地方戱)의 종류가 300여개에 달하여 캐릭터

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배역 분업이 보다 정밀화되

었으며, 가면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여 완벽한 시스

템을 형성되었다. 이후 18~19세기의 경극은 점차 예술

적 품격과 표현방법을 형성하였으며, 경극 가면도 지

역별 극종 가면의 장점을 흡수한 여러 세대의 유명 배

우와 전통극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탐구 및 연구를 거

쳐 가공, 발전되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도안 색상이 다

채로워졌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구분이 선명

해졌으며, 수많은 역사 및 신화 인물의 가면을 창조하

여 완벽한 분장 패턴을 형성하였다. 20세기에는 경극

 

Fig. 1. Handicraft masks.

From Chinese masks. (2010). http://quyi.chinese.cn/art-icle

Fig. 2. Chinese knot.

From Chinese knot. (2010). http://www.hi.chinanews.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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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많은 유명 배우들은 캐

릭터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 직접

가면 스케치와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Mak, 2008).

경극 예술은 색상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는 가면

예술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극 가면의

색상은 중국 민족문화의 전통, 생활습관 및 색상에 대

한 인식과 선호 정도의 영향을 받아 특정된 상징적 의

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기쁨을 상징하

고, 검은색은 숙연함 또는 슬픔의 상징이다. 가면이 높

은 예술성과 요약성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그 색

상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다양성에서 기인된다. 전통적

으로 중국인들은 색상과 주관적인 감정을 연결시키며,

이러한 감정이 가면에 적용될 경우, 가면은 인물에 따

라 서로 다른 성격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상 차원에

서 볼 때 경극의 가면은 주로 적(紅), 자(紫), 흑(黑), 백

(白), 청(藍), 녹(綠), 황(黃), 분홍(粉紅), 회색(瓦灰), 금

색(金), 은색(銀) 등의 색상이 포함되며 이는 인물의 자

연 피부색에 대한 과장적인 묘사에서 시작되어 성격을

상징하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경극 가면의 오색찬란하

고 다양한 장식의 도안들은 일련의 규칙이 있으며 몇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도안과 표현양식

은 캐릭터의 외모, 성격적 특성에 따르며, 동일 유형의

양식이라 해도 인물 성격의 차이에 따라 부위별 라인

스케치와 색상 처리는 매우 다르게 된다. 즉, 모든 인물

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똑같은 가면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경극 가

면의 분류는 콘셉 및 사용범위에 따라 다양한 분류법

이 있다. 라인 및 레이아웃 측면에서 볼 때 단일색 안면

(整 ), 삼괴와 안면(三塊瓦 ), 십자문 안면(十門 ),

원보 안면(元 ), 육분 안면(六分 ), 삐딱 안면(歪

), 코끼리 안면(象形 ) 등 7개 종류가 있으며 이 7개

종류에서 파생된 부서진 안면(碎 ), 신선 안면(神仙

), 승려 안면(僧 ), 추한 안면(丑 ), 내시 안면(太監

)은 경극에서의 사용빈도가 높다(Table 1). 단일색 안

면은 자주 사용되는 양식이며 얼굴에 한 가지 색상을

기본색으로 칠하고 눈썹과 눈, 코, 입과 얼굴 주름살을

상세히 그려서 인물의 표정을 보여준다. 삼괴와 안면은

단일색 안면의 기본들에 눈언저리와 콧구멍을 그려 얼

굴을 세 개 부분으로 구분함으로써 “품(品)”자와 비슷하

다 하여 ‘삼괴와(三塊窩)’라고도 부르고 이는 다시 ‘정

삼괴와(正三塊瓦)’, ‘첨삼괴와(尖三塊瓦)’, ‘화삼괴와(花

三塊瓦)’, ‘노삼괴(老三瓦塊)’ 등으로 분류된다. 십자문

안면은 삼괴와 안면에서 발전된 것으로 3색을 하나의

색조로 축소한 것 검은색으로 머리부분에서 코끝까지

일직선으로 되었다 하여 ‘통천흑(通天黑)’이라고도 부른

다. 원보 안면은 눈썹과 눈 아래에 도안을 그리고 이마

에 붉은색을 칠하여 원보(元 )와 비슷하다 하여 얻은

이름이며 ‘일반 원보 안면’, ‘거꾸로 원보 안면’, ‘화원보

안면’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육분 안면은 이마의 주색상

이 기본상이며 전체 안면의 10분의 6을 차지한다 하여

얻은 이름이고 대부분 연장자들이 이 가면을 사용한다.

삐딱 안면은 글자 그대로 비대칭이고, 비틀어진 느낌

을 주며 얼굴 특징이 특별한 인물을 표현하는데 사용

된다. 육분 안면은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사용되며 신

Table 1. Types of Chinese opera masks

整  (One color mask) 三塊瓦  (Three-parties mask) 十字門  (Cross based mask)

元  (Yuan bao mask) 六分  (Six-parties mask) 歪  (Deviat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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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환상적인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스케치하고 색

칠한 것으로 고정된 양식이 없고 생생함을 강조하며,

한눈에 무슨 신선과 요괴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ho, 2005).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경극 가면

경극 가면은 무대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매우 다

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일부 대형 건물, 상품 포장,

다양한 도자기, 액세서리 및 의류 등에서 서로 다른 스

타일의 가면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무대에

서의 응용범위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중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경극 가면의

요소를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Fig. 3>은 원피스에 전

체적으로 경극 가면 형상을 나타나도록 패치워크한 것

이고, <Fig. 4> 역시 다채로운 컬러를 이용하여 재킷에

경극 가면의 형상을 패치워크한 것이다. <Fig. 5>는 티

셔츠에 시퀸을 이용하여 경극 가면의 형상을 장식함으

로써 입체감과 미적조형성을 부여한 디자인이다.

2. 패치워크

1) 정의

패치워크(Patchwork)는 직물의 역사와 함께 수세기

에 걸쳐 발전해 왔다. “깁는 행위(Patching)”에서 시작

된 패치워크는 인류가 직물을 사용하여 의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발생하였다. 부족하거나 희귀한 옷감

의 남은 조각들을 이용해 실용품을 만들거나 낡은 옷

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발명된 바느

질 방법이다. 패치워크 용어는 “피싱(Piecing)”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천

조각들을 연결함으로써 큰 직물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패치워크란 본래 가장자리를 이은 천 조각들의

“모자이크(Mosaic)”라 정의할 수 있다(Jeong, 2000).

2) 종류 및 구성기법

패치워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예술성을 가미한 형태로 변형되어 기

하학적이며 추상적인 문양으로 발전하고 있다. 패치워

크의 기하학적 패턴을 응용한 문양으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조개껍질

형, 육각형 등이 있다. 이것들은 패치워크에 있어서 가

장 기본이 되는 면 구성으로 이와 같이 단순한 문양의

패치워크 구성방법도 있으나 다양한 크기, 형태, 패브

릭의 조합과 거기에 장식적 효과가 더해진 복합된 문

양의 구성방법도 나타나고 있다(Shon & Seo, 2006).

정사각형 문양은 정사각형만으로 구성된 형태로, 동

일한 크기와 일정한 방향성 때문에 기계작업이나 수작

업 모두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사각

Fig. 3. Mask one-piece.

From Jung. (2010). p. 20.

Fig. 4. Mask jacket.

From Jung. (2010). p. 17.

Fig. 5. Mask two-piece.

From Byun. (2009). http://hzdaily.hang-

           zhou.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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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문양은 직사각형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 직사각형

과 정사각형과의 조합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장사방형

문양은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 형태가 있는데 모든 형

태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전자의 경우 그 하나만으

로도 별 모티브를 만들 뿐 아니라 삼각형과 결합으로

인해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삼각형 문양은 삼각형의 배

열방법에 따라 수평 구성, 육각형 구성, 별 모양의 구

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구성이 용이하며, 다이

아몬드형 문양은 대조적인 천으로 다양한 연출을 하기

에 적합한 형태이다. 조개껍질형 문양은 조개껍질 형

태의 특성상 이들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진 문양이 가

장 보편적이나 디자인이 어렵고, 작업하는 데에 있어

서 기술이 필요하고, 육각형 문양은 중심의 하나의 육

각형과 그 주위에 여섯 개의 육각형이 놓임으로써 만

들어지는 벌집 모양 혹은 별 모양의 모티브 형태이다

(Table 2)(Jeong, 2000).

3) 유형

패치워크는 유형 따라 크게 모자이크 패치워크(Mosaic

patchwork)와 아플리케 패치워크(Applique patchwork)

로 구분할 수 있다. 모자이크 패치워크는 주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형태에 여러 천 조각들을 맞붙여 구성하

는 것을 뜻하고,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헝겊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려낸 다음 천 위에 덧붙여 구성하는 것

을 말하며 보통 “아플리케”로 불려진다. 모자이크 패

치워크의 문양은 다양하며, 형태에 따라서 기하학적

문양과 자유로운 형태의 문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자이크 패치워크의 종류로는 피스드 패치워크(Pieced

patchwork), 어플라이드 패치워크(Applied patchwork), 크

레이지 패치워크(Crazy patchwork)가 있다. 피스드 패치

워크는 기본적 블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직사각형,

육각형, 다이아몬드형, 장사방형, 조개껍질형 등 일정한

형태를 규칙적으로 이어 전체적 문양을 만드는 것이며,

어플라이드 패치워크는 기본 블럭을 규칙적으로 이어나

가는 피스드 패치워크와 서로 다른 형태로, 유사한 형태

의 조각들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 덧붙여 나가거나 연속

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크레이지 패치워크는 서로 다

른 색채와 불규칙한 형태 및 불규칙한 크기의 천 조각들

로 만드는 것으로, 자유분방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장점이다(Table 3)(Jeong, 2000).

아플리케 패치워크는 헝겊을 원하는 디자인대로 오

려낸 다음 다른 천 위에 덧붙여 구성한 것으로 디자인

Table 2. Types of patchwork patterns

Square pattern Rectangle pattern Rhomboid pattern Hexagon pattern

Triangle pattern Diamond pattern Shell pattern

Table 3. Mosaic patchwork

Pieced patchwork Applied patchwork Crazy pat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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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버튼 홀 스티치(Buttonhole Stitch)나 러닝 스티

치(Running Stitch)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천을

잘라내는 방법 또는 덧붙이는 방법, 소재의 쓰임이나

자수의 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S. Y.

Kim, 2009). 아플리케 패치워크의 종류로는 몰라 패치

워크(Mola patchwork), 인서션 패치워크(Insertion patch-

work), 섀도우 패치워크(Shadow patchwork)가 있다. 몰

라 패치워크는 중미 파나마 지역 원주민들이 하던 방

법으로, 아플리케 방법을 거꾸로 작업하는 것으로 가장

위에 놓인 천 아래에 모양을 나타낼 패턴을 깔고, 위에

있는 천에 구멍을 뚫거나 잘라내어 아래의 패턴이 나

오도록 하는 것이다. 인서션 패치워크는 바탕천의 사이

에 다른 소재를 삽입한 것이며 새도우 패치워크는 유

색의 모티브를 바탕천 사이에 넣어 결합하는 것으로

주로 바깥 천은 투명 혹은 반투명소재가 사용된다(Table

4)(Jeong, 2000).

IV. 작품 제작

문헌조사를 토대로 생활과 밀접한 조형예술의 한 분

야인 의상에 요구되어지는 단순성과 기능성을 만족시

킬 수 있는 감각적인 의상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기

위해, 전통 패치워크 기법을 경극 가면의 특징적 장식

문양과 결합시킴으로써 실용성, 독창성 및 개성을 지

향하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

아가 회화와 의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

디자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중국 경극면의 특징적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 제

작을 시도하였으며, 패치워크 기법을 의상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극 가면의 특징적인 검정색, 빨강색, 회색

등 원색 계열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작품의 소재는 면,

스웨이드, 종이, 지퍼 등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의 느낌

을 표현하였으며, 실루엣은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재구성함으로써 형태의 결합, 변형, 왜곡, 비

대칭 등을 통하여 경극 가면의 형태미를 현대 감각에

맞게 총 5벌을 디자인하였다.

1. 작품 I

작품 I은 경극 가면의 문양 및 특징적인 색상을 강조

하여 원피스에 표현하였으며 진기(秦琪) 가면의 이마에

서 보이는 특징적인 5가지 색채를 이용하여 디자인하

였다. 진기 가면은 검은색 부서진 안면(黑歪碎花 )으

로 경극 <과오관(過五關)> 중의 인물이며 꽃무늬를 그

려서 풍부한 색상, 다양한 구성, 세부 라인을 형성하여

‘화훼 안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진기 가면의 이마부

분을 표현하기 위해 스웨이드 끈으로 얽매여 크기가 다

른 원형 장식물 제작하여 원피스의 위와 중간부분에 부

착함으로써 포인트를 주었으며 크레이지 패치워크와 어

플라이드 패치워크  두 가지 기법에 셔링(Shirring)을 첨

가함으로써 율동미와 조형미를 부여하였다(Fig. 6).

2. 작품 II

작품 II는 중국 경극 가면 도안양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패턴 중 하나인 ‘두이돈’을 응용하여 투피스로

제작하였다. 두이돈(竇爾敦)은 파란색 삼괴와 안면(藍

花三塊瓦 ), 경극 <련환투(連 套)>의 등장인물이다.

재킷은 크레이지 패치워크 기법을 통해 경극 가면의

다채로운 색상을 강조하였으며 칼라부분에는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파랑색을 중첩하여 율동미를 부

여하였다. 스커트에는 재킷과 유사한 곡선을 연속적으

로 나타나도록 처리하여 상의와 조화시켰으며 가면의

빨간색 수염은 재킷과 스커트 부분에 연결되도록 처리

를 하여 상의와 하의를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Table 4. Applique patchwork

Mola patchwork Insertion patchwork Shadow pat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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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res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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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re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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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는 스웨이드와 면을 사용하였다(Fig. 7)

3. 작품 III

작품 III은 두이돈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의 느낌

을 도입하고 문양을 단순화하여 원피스에 표현하였다.

두이돈은 파란색 삼괴와 안면으로 경극 <련환투>의 등

장인물이다.

먼저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파랑색의 총 5가

지 대표 색상을 선정한 후, 재질감이 느껴지는 3,000여

개의 정사각형 종이(골판지) 유닛(Unit)을 준비하고,

유닛들을 옵아트(Opt art)의 느낌으로 배열한 후, 핸드

메이드 패치워크 기법으로 조합하였다. 기하학적 정사

각형 문양 패턴의 반복과 색상의 변화 및 조화로 단순

하면서도 현대적인 복식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Fig. 8).

4. 작품 IV

작품 IV는 황소신 경극 가면의 특징적 색상인 금색

과 대담한 입체적인 뿔의 형상 표현하기 위하여, 솜을

넣어 제작하였다. 황소신(金牛神)은 금색코끼리안면(金

象形 )으로 경극 <천하피(天河配)>의 12띠 중에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신화 영화에 많이 사용되며 신기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지녔다. 이러한 황소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원피스 앞면에는 검정색, 빨강색, 흰색을 이

용하여 두 개 원형을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붙인 후, 원

형들을 연속 연결하여 율동미를 부여하였다. 삼각 형태

의 주머니는 패턴을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과장된 조형

미를 주고자 하였다. 패치워크 기법으로는 크레이지 패

치워크와 인서션 패치워크를 이용하였으며 소재로는

폴리 공단을 이용하였다(Fig. 9).

5. 작품 V

작품 V는 자유로운 선으로 구성효과를 주면서 면을

분할하여 율동감과 화려한 분위기를 주도록 제작하였다.

사용된 경극 가면의 이름은 신문례(辛文 )로 검정색코

끼리안면(黑象形 )이다. 경극 <홍예관(虹霓關)>의 등장

인물로 꽃무늬를 그려서 풍부한 색상, 다양한 구성, 세부

라인을 형성하여 ‘화훼 안면’이라도 한다. 작품 V는 경극

Fig. 8. Dres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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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ress IV.

Fig. 10. Dres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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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의 문양 및 특징적인 색상을 강조하여 원피스에

표현하였다. 즉 가면의 이마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5가

지 색채를 이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앞면에서는 검정

색 펠트를 응용하며 단순한 자유곡선의 비즈를 배열하

였으며 어깨부분의 화려한 비즈로 장식하였다. 실루엣

에 있어서 형태의 추상적인 조형미를 강조하면서 크레

이지 패치워크 기법과 경극 가면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

록 제작하였다(Fig. 10).

V. 결 론

중국 경극 가면은 중국 경극 분장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중화민족 전통문화의 귀중

한 유산으로 경극 예술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다. 즉, 경

극 가면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고유한 것이고 다른 나

라의 전통극 가면과는 전혀 다른 화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봉건 윤리가치관과 심미관의 산물임과

동시에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 극히 추상적인 얼굴

화장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경극 가면의

요소를 도입한 현대 패션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중

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직물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패치워크는 보

호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또

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패치워

크가 갖는 실용성 외에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고 여기

에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방법이 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패치워크의 표현양식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의상에 응용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 형식에도 많은 변

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패치워크 기법에서 볼 수 있는 조형

감각과 중국 경극 가면의 특성을 분석, 응용하여 작품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의상 디자인에 새로운 표현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작품 디자인에 있어

문헌조사를 토대로 생활과 밀접한 조형예술의 한 분야

인 의상에 요구되어지는 단순성과 기능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각적인 의상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기 위

해, 전통 패치워크 기법을 경극 가면의 특징적 장식문

양과 결합시킴으로써 실용성, 독창성 및 개성을 지향

하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아

가 회화와 의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 디

자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패치워크 기법 중

에서도 크레이지 패치워크와 피스드 패치워크를 주로

면 구성에 이용하여 경극 가면의 특징적인 형태를 표

현하기 위해 검정색, 빨강색, 회색 등 원색 계열을 적

절히 조화시켰다. 작품의 소재는 면, 스웨이드, 종이,

지퍼 등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실루엣은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면 분할을 재구성

함으로써 형태의 결합, 변형, 왜곡, 비대칭 등을 통하여

경극 가면의 형태미를 현대 감각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의상에 전통 패치워크 기법의 도입은 고

정관념을 넘어선 다양한 방법으로서 의상 표현의 주제

가 될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이 가능

하게 해주었다.

둘째, 패치워크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색채의 조화

및 실용적 특성을 본 작품에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감

각과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인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

었다. 

셋째, 작품 제작에 중국 경극 가면의 특징적 문양 분

석결과를 패치워크 기법으로 표현하여 현대 복식 표현

의 예술성과 독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패치워크 기

법은 창조적 디자인으로서 현대 의상 디자인 개발에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경극 가면

의 특징적 문양 분석결과를 패치워크 기법으로 표현함

으로써 현대 의상에서 표현의 예술성과 함께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에 대한 후속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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