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69 –

현대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비교연구

-들뢰즈의 노마디즘(유목주의) 미학을 중심으로-

양예은·채금석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Nomad Fashion and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cused on Deleuze's Nomadism Aesthetics-

Ye Eun Yang · Keum Seok Chae
†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ceived March 27, 2018; Revised (June 20, 2018; August 6, 2018); Accepted August 8, 2018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similarities between modern philosophical Nomadism and the thoughts of Korean

people as well 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odern Nomad fashion and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is study aims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modern Nomadism

and Korean thoughts. Second, draw the principles of design expressions of modern Nomad fashion and Kor-

ean traditional costumes. Third,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a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related photo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madic aesthetics are cha-

racterized by the formation of complex diversity with the variability of fusion and separation through liquid-

ity in an ambiguous boundary; in addition, various possibilities and harmony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

ean aesthetics, held by a holistic thought based on the vision of the universe of Qi (氣). Second, Nomad fas-

hion appeared as variable designs through repetition and the overlapping of forms, and irregular designs

were noticed through repetition and the overlapping of circles, quadrangles, and angles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ird, similarities in the creation of liquidity, variability, and de-territoriality based on modules

can be found; in addition, common principles can also be drawn from the appearing design expressions.

Key words: Nomadism, Nomad fashion, Korean traditional costume, Han thought, Korean aesthetics; 노

마디즘, 노마드 패션, 한국 전통복식, 한(韓)사상, 한국 미학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첨단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

회는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

근 가능한 환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것

은 현대 사회가 이미 고정된 영역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

나드는 새로운 개념의 유목사회로 들어섰음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단지 위치의 변화를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사고와 가치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술, 패션 등 문화와

사회 전반에서 노마드 또는 노마디즘의 유목적 성향이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마디즘은 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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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게서 비롯된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관계성을 중심으로 탈경계적, 유

동적, 융합적 변화로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사유관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적 표현으로 나타난 패션 디자인이

현대 노마드 패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용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현대 노마디

즘(유목주의) 경향은 고대사회의 영토의 경계가 뚜렷이

있지 않고, 오늘날의 인터넷 네트워크망과 같은 형태인

고대 동서통상로 실크로드를 따라 연결되어 서로의 문화

를 전파하고, 교류 및 공유하며 문화를 발전시킨(Chae,

2017a) 모습과 흡사하다. 또한, 북방계 유목민족인 우리

한민족 또한 고대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서로의 문화를

소통 및 융합, 변용하여 독자적인 전일주의적 한(韓)사상

을 바탕으로 그를 표현하는 한(韓)문화를 형성시켜왔다

(Chae, 2017b). 때문에 노마디즘과 한국적 사유관의 특

성에 있어 유사성에 주목할 수 있고, 현대 노마디즘 사

유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 노마드 패션과 북방계 유

목민족인 한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 전통복식

디자인의 상관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의 노마디즘과 한

국적 사유관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미적 특성을 확립한

뒤, 둘째,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나타난 현대 노마드 패

션 사례와 한국 전통복식을 분석하여 디자인적 표현원

리를 도출하며, 셋째, 노마디즘과 한국의 미적 특성부터

비교하여 현대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 디자인 원

리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복식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조선시대 복

식과 그 외형적 복식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복식은 외

형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비물질적인 것을 함축하는

심미적 표현으로 기후와 환경, 시대사상, 종교, 정서, 문

화, 미적 관념과 같은 정신적인 내적 가치요소를 반영하

여 하나의 패션을 형성한다(Kim, 2011). 또한 아름다움에

관한 한 시대의 지배적 표상은 그들의 문화 전체가 이상

으로 하는 완벽한 취미 혹은 실천적 덕목과 관련되어 있

어서, 시대 전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의 정치

적 ·생산적 동력이나 발전방향에 순응한다(Kang, 2000).

이에 사유관의 유사성과 각각의 사유관을 토대로 발전

한 패션 및 복식의 미적 특성과 원리에 있어 유사성을

연구함으로써 정신관과 문화발전의 상관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20C 현대에 접어들어서야 발전했던 정신관과 문

화, 미적 표현원리를 한국은 고대부터 이루어 왔음에 전

통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

한 현대 패션 시장 속에서 우리 전통의 독자성은 보존 및

전승하여 차별화되지만 현대 세계인의 감성, 트렌드인

노마디즘을 접목할 수 있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노마드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기초 토대 자료로서 본 연

구의 의의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방법은 철학 및 미학, 노마디즘 그리고 한국 복

식 관련 서적 및 선행논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하였다.

또한, 20C 후반 ‘포스트모던’ 아래 노마디즘 경향이

시작되어, 21C에 신유목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대

노마드 패션 사례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연

구범위로 하여 패션 컬렉션 사진 100여 점을 통해 실증

연구하였다. 더불어 한민족은 고대부터 북방계 유목민족

으로써 실크로드를 누비며, 유목민적 사유관과 생활양

식을 기본적 틀로 하여 독자적으로 정신과 복식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고대~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역사적 복식 유물 그림 및 사진자료 200여

점(Chae, 2012, 2017a)을 바탕으로 실증연구하였다. 특

히, 한국 전통복식은 고대부터 상의는 저고리(유, 襦)와

두루마기(포, 袍), 하의는 바지(고, 袴)와 치마(상, 裳)로

나뉘어 유고상포를 기본으로 하기에(Chae, 2017a)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마디즘

1) 노마디즘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마드(nomad)는 유목민을, 노마디즘(no-

madism)은 유목(생활)을 말한다. 유목의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음식, 물, 목초를 따라 가축을 몰

고 다니며 하는 목축’을 말하며, 유목민은 이런 ‘유목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을 말한다(Kwon, 2007).

유목민은 B.C 2000~1000여 년 경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

되면서 유목민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그 기원을 같이

하며, 유목은 문화전파주의적 특징으로 생활 ·행동반경

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갔다(Jung, 2013). 즉, 목축으로

‘이동’은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이었으며(Kim, 2002), 때문에 삶의 양식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쉽게 조립하고 단시간 내에 해체할 수 있어 이

동에 매우 편리한 ‘이동’ 중심적인 생활양식으로 발전

시켜왔다. 또한, 고대부터 오늘날의 인터넷 네트워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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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태인 고대 동서통상로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하여 일찍이 열린사회의 모습을 형성하였고, 서로의 문

화를 소통 및 공유, 교류하며 변용, 혼합(Chae, 2017a)하

여 유사성과 특수성을 가지며 발전하였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

회는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경

계 없이 접근 가능한 환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

으며, 이것은 현대 사회가 이미 고정된 영역의 경계를 끊

임없이 넘나드는 새로운 개념의 유목사회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에 들뢰즈는 현대인의 사유와 이를 바탕으

로 한 생활모습이 유목과 같다하여, 노마디즘, 즉 유목주

의 사유관에 관한 현대 철학적 이론을 형성하였다.

들뢰즈의 이론은 ‘지성의 지휘 아래 복무하는 감성의

세계’라는 칸트적 인식을 역전시켜 감성적인 것을 개념

적인 것보다 우월한 위치로 파악하였다. 즉, 플라톤주의

로 대변되는 재현과 동일성의 인식을 파괴하여, 전통철

학에서 무시되었던 ‘감각’과 ‘예술’의 지위를 높이고, 카

오스와 부조화, 차이에서 항구적으로 변화하는 생성과

다양성의 감각적 세계를 인식하는 역동적인 변화의 새

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Kwon, 2004). 그러면서 현대

에 있어 유목의 의미는 단순히 가축을 기르며 거처를 옮

기는 개념의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단순한 공간적 이동

이었던 과거적 개념에 사유적 이동의 개념을 더하여 확

대시켰고, 고정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

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현대 사회의 모습을 대표하게 하였다. 즉, 다

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영역과 가능성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대인의 철학적, 예술적 경향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노

마디즘을 제시하였다(Yi, 2002).

결국 노마디즘은 코드화를 벗어나 탈코드화, 비규정화

되면서 혼돈이나 모호함 속에서의 질서라는 새로운 가

치체계를 내세운 창조성과 생성적인 사유, 비고정적, 가

변적인 유목적 사유관이다. 이에 비롯되어 영역과 장르

를 초월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나들며, 개인의 개성과

편의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능동

적으로 수용하고 적용, 창조하는 새로운 미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유목적 삶, 즉 유목주의라는 문화의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고대와 현대의 유목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Table

1>과 같다.

2) 노마디즘의 미적 특성

들뢰즈의 노마디즘의 이론적 틀이 되는 ‘탈주이론-점

과 선의 관계’, ‘리좀적 사고’, 그리고 ‘사건의 개념’을

(Yi, 2002)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마디즘의 미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1) 탈주이론-점과 선의 관계

들뢰즈의 노마디즘 이론에 있어 기본 전제가 되는 것

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사유를

찾고자 한다는 ‘탈주이론-점과 선’의 사유방식이다. 들

뢰즈는 사물의 상태는 굳이 말하자면 하나의 점이고, 사

Table 1. Comparison of ancient and modern Nomadic society

Ancient Society: Silk Road

Similarity

≒

Contemporary Society: Internet

Nomadic people, Korean Han (韓) culture Contemporary Nomad Culture

From Jung. (2013). p.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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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수많은 점의 이동 흐름에 의해 생겨나는 선들을 구

성하고 있다고(Seoul Social Science Institute, 1997)한다.

또한 이런 수많은 선들은 서로 얽혀있고, 상호 절단 및

교차하며 만나게 되고 중첩되며, 또 그 교차에 의해 점

은 새로이 발생된다(Baek et al., 1996)는 것이다. 즉, <Ta-

ble 2>와 같이 유목민은 정착민과 같은 경직된 점이 아

니라 벗어나고자 하는 탈주의 점이라는 개념으로 “탈영

역성”이라는 특성 도출이 가능하다.

(2) 리좀적 사고

들뢰즈는 ‘탈주이론-점과 선의 관계’에 의한 다양성과

이질성의 흐름을 리좀적 구조로서 제시한다(Yi, 2002).

리좀이란, ‘근경(根莖)’이라는 우리말로 뿌리줄기로 번

역되는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칭하는 식물학 용어이

다(Jo, 2011). 즉, 리좀은 <Fig. 1>과 같이 나무(수목적 사

고)와는 전혀 다르게 중심을 갖지 않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 교차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복수의 선들을 만들면

서 사방팔방 뻗쳐나가는 것(Jung, 2008)이다. 이는 권력

관계를 말할 때, 애초에 본질이란 없었으며, 대상 안에서

주축의 역할없이 비위계적 변화와 탄력이 잠재되어 있

는 시작도 끝도 없는 동태적인 운동, 변화의 흐름만이 있

는 것으로, 계열화된 모듈들의 비위계적 운동, 즉 “모듈

성”과 “유동성” 도출이 가능하다.

(3) 사건의 개념

‘사건의 개념’은 그 이전이나 이후의 현상들과 관련되

어 의미부여가 되는 것으로 어떤 고정된 ‘~임’의 명사적

측면이 아닌 ‘됨’의 동사적 측면을 말한다(Jung, 2008).

<Fig. 2>와 같이 ‘됨’이라는 것은 사물의 고정된 상태(정

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

(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의

과정이 중요함을 말하고, 이는 사건들의 계열화된 모듈

들의 유동성을 통해 발생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뜻하며,

이를 통해, 동적인 변화, 즉 “가변성” 도출이 가능하다.

(4) 노마디즘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해진 미적 특성

‘탈주이론-점과 선의 관계’, ‘리좀적 사고’, ‘사건의 개

념’을 통해, 노마디즘은 고정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으로 비위계적 계열화를 통한 운동, 결합으로 새로

움을 창조하는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동적 변화의 사유

관이다. 이러한 들뢰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특

성으로는 “탈영역성”,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을 도

출할 수 있었다.

노마디즘에 관한 선행연구는 건축, 환경, 교육, 회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Table 3>

과 같이 노마디즘의 미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Jo, 2011;

Jung, 2008; Kim, 2004; Kim, 2008; Kim, 2006; Kim,

Table 2. Comparison of sedentary thought and Nomadic thought

Sedentary thought Nomadic thought

Diagram

Property of the way

of thinking
Rigid point and line Point and line of flight 

 Nature of the property
A line is between two fixed points.

There is a section by a boundary line.

A line is produced by the flow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a point, and the point is produced by the crossing of multiple lines.

Extension and uncertainty of boundaries according to the

incessant production of points and lines.

Fig. 1. Process from arboreous (sedentary) thought to rhizomatic (Nomadic) thought.

From Jung. (200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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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Lee, 2017; Na, 2007)들을 통해 용어적 사용에 있어

서 미세한 차이는 있었으나 “탈영역성”, “모듈성”, “유동

성”, “가변성”으로 분류 가능하였다.

2. 한국의 정신과 미학

북방계 유목민족으로써 한민족은 유목민적 사유관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아무 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

지 않는 에너지와 같은 ‘기(氣)’로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였다(EBS <East and West> production team &

Kim, 2008). 즉, 비가시적인 무형의 파동의 흐름인 기를

통해 ‘기’로 가득 찬 우주 공간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없

으며 그 실체는 인간정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을 가진다.

또한 ‘기’로 인해 나와 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고로 발전하였고, 그 관계성의

개념은 나와 대상을 하나로 간주하는 전일주의적 사고

관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고대부터 한국은 ‘하나(one)이

면서 여럿(many)’이라는 ‘한(韓)’사상(Chae, 2017b)으로

유목적 사유관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정신적 뿌리로써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하였고, ‘한’사상은 신라시대

의상(義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勝法界圖)을 통해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라는 ‘일중일

체 다중일(一中一切 多中一), 일즉일체 다즉일(一卽一切

多卽一)’(Moon, 2010)로 설명되어 그 속에서 “모듈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한’사상은 ‘태극(太極)’과 ‘천지인(天地人)’으

로 나타나는데, 먼저, 태극은 음양의 기로 이루어졌고, 그

음과 양의 배합을 통해 천지만물이 창조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태극은 우주만물의 천지창조 생성의 원리이

며, 태극의 모습과 같이 그 시작과 끝은 알 수 없는 비위

Fig. 2. Example of the illustration of ‘the concept of an event’.

From Jung. (2008). p. 27.

Table 3. Aesthetic characteristic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ies of Nomadism

Author Title Aesthetic characteristic

Kim

(2004)
A study on the concepts and expression of nomadism in a contemporary space design.

Individuality, Liquidity,

Temporality

Kim

(2006)
Nomadology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 fashion.

Hybridity, Immateriality

(Indeterminacy)

Na

(2007)

Study on the nomadic characteristics of modern residential space through post-structuralism spe-

culation.

Liquidity, Temporality,

Non-realm

Jung

(2008)
New cyber living space plan according to the life style change of the modern people.

Liquidity, Temporality,

Individuality

Kim

(2008)
A study on Deleuze's sensationalism in synaesthetic exhibition space.

Instantness, Uncertainty,

Liquidity

Jo

(2011)
A study on potential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pavil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mad.

De-spatiality, Diversity,

Variability

Kim

(2013)
A study on Nomadism in contemporary Korean art. Variability, Reproduction

Lee

(2017)
A study on co-working space design applied nomadism.

De-territoriality,

Variability,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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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흐름 운동을 말한다. 또한, 천지인은 우주는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원리이고, 천지

인 합일사상은 천지자연은 대우주이며, 인간은 소우주

로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하늘과 땅

과 사람을 하나로 간주하는,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또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Chae, 2017b).

즉, ‘기’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기의 ‘하나가 곧 전체이

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라는 비위계적 운동을 통한 새

로운 창조, 변화된다는 끊임없는 생성의 원리인 ‘한’사

상에서 “모듈성”과 “유동성”, “가변성”, 그리고 “탈영역

성”을 도출할 수 있다.

3. 노마디즘과 한국의 정신 및 미적 특성 비교

노마디즘은 사물의 상태는 점이고, 수많은 점의 흐름

에 의해 선들은 발생해 서로 비위계적으로 얽히고, 교차

및 중첩하며, 동태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현대의 시대정신이다.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적 에너지의 파동의 흐름으로 우주는 가득 찼다는 우주

관으로 시작과 끝을 모르고,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

분인 비위계적 흐름, 변화 운동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

는 정신관을 가져왔다.

이를 정리한 <Table 4>와 같이 각각의 사유관에서 상

당한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듈

성”, “유동성”, “가변성”, “탈영역성”이라는 각각의 미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III.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1.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노마디즘 미적 표현특성

20C 후반 ‘포스트모던’ 아래 노마디즘 경향이 시작되

어, 21C에 접어들어 나타나게 된 신유목사회는 II장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노마디즘의 미적 특성 “모듈성”, “유

동성”, “가변성”, “탈영역(용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

즉 문화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고, 문화의 일면인 의(衣)

생활 속에서도 노미디즘의 미적 특성을 반영한 현대 노

마드 패션이 나타났다. 때문에 현대 노마드 패션 사례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여 노마디

즘의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패션 컬렉션 사진을 분류하

여 살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노마디즘의 미적 특성들

의 표현원리를 연구하였다.

1) 모듈성

노마디즘에서의 모듈성은 계열화된 모듈의 비위계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듈 중에서는 어떤 것도 주축

의 역할이 없으며 모듈이 물질이 되기도, 물질이 모듈이

되기도 하는 비위계적, 탄력적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말한다.

본디 모듈이란, 원래 건축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분야에서의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소

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단위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에서 각부의 길이의 단위와 그

비율이 이상적일 때를 가리키는 모듈러스를 어원으로 하

는데, 건축에서의 모듈 개념은 인체를 토대로 한 신체 척

도로, 부분에서 전체로 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조성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치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치수들

의 조합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Kim, 2006).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나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모듈이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의 독립

적으로 개발된 모듈로 구성되며, 이들은 그 프로그램이

링크되기 이전까지는 결합되지 않는다. 커다란 장치나

배열 내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부품으로서 독립적으

로 설치되고, 교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성요

소를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일부로, 큰

Table 4. Comparison of Nomadism with Korean spiritual view and aesthetic characteristic

Thought
Composition

of material

Shape of

movement
Characteristic of movement Aesthetic characteristic

Nomadism
The relationship

between point and line

Flight movement of the sequence,

Non-hierarchical change without

beginning or ending

Modularity, Liquidity,

Variability, De-territoriality

Korean vision

of the universe
Qi (氣)

(Invisible energy)

The idea of ‘Han (韓)’ =

Union of the heaven (天) ·

Earth (地) · Man (人),
Taegeuk (The beginning and

end of a life is unknown)

Modularity, Liquidity,

Variability, De-territor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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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 및 체계 중 다른 구성요소와 독립적인 하나

의 구성요소를 말한다(Lim & Lee, 2012).

즉, 모듈성은 전체의 재구성이 아닌 어느 한 부분의 교

체를 통해 나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각의 모듈로 구

성된 전체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며 특정 부분의 조합

만을 변화시켜 새로운 스타일로의 변신이 가능하므로

다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에서 모듈성이란, 하나를 여러 부

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각기 다른 형태와 색상으로 다

양하게 하나로서 나눈 후 또 다시 각각을 다양하게 선택,

조립하여 다양한 하나(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Kim, 2006).

이러한 모듈성이 나타나는 패션으로는 대표적으로

<Fig. 3>−<Fig. 6>으로 논할 수 있다. <Fig. 3>은 모자, 원

피스, 속옷, 가방, 양말 등 아이템들이 모여 하나의 목도

리가 되고, 또는 목도리가 해체되어 각각의 아이템이 되

는 전체가 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이기도 한 비위계적 변

화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Fig. 4>는 벨트

들이 모여 스커트를 구성하고, 벨트들을 하나씩 해체하

면 길이가 줄어들면서 각각의 벨트가 발생되며, 벨트들

의 구성 역시 정해진 바가 없는 비위계적 모듈의 변화와

생성을 나타낸다. <Fig. 5>−<Fig. 6>도 역시 조각조각들

의 조합과 해체를 통해 형태 및 길이의 변화와 전체가

Fig. 5. John Ribbe,

2004 S/S.

From Yang. (2006). p. 223.

Fig. 6. Patrick Cox,

‘Pieces’, 2000.

From Kim. (2006). p. 88.

Fig. 4. Secnd hand, Skirts 

made of leather, 1995.

From Kim. (2006). p. 73.

Fig. 3. Issey Miyake, ‘A-POC Queen’, 1999 S/S.

From Kim. (200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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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고, 하나가 전체이기도하는 비위계적 모듈성을

표현한다.

즉,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모듈성은 개체들의 반복,

해체, 그리고 다시 조합되는 표현원리로 나타났다.

2) 유동성

노마디즘에서의 유동성은 모듈들의 비위계적 이동을

통한 변화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탄력적 양상을 보

이며, 다양한 방향으로 복수의 선들이 뻗어가는 모습으

로 리좀(뿌리줄기)적 사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동성이 나타나는 패션으로는 대표적으로

<Fig. 7>−<Fig. 10>으로 논할 수 있다. <Fig. 7>은 직물

표면에 열과 압력에 의하여 오목 ·볼록한 모양을 나타

내는 엠보싱 가공(Song, 2005)을 비위계적 모듈들로 개

별화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 변화 양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Fig. 8>−<Fig. 9>는 여러 조각의

천을 주름지도록 잡아준 뒤 다양한 방법으로 중첩시켜

서, 또한 <Fig. 10>은 직물을 비위계적 모듈들로 개별화

하여 커팅시켜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방향

으로 복식의 선들이 뻗어가면서 탄력적으로 변화 양상

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특히, <Fig. 10>은 소재 커팅을 통

해 안과 밖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비위계적 모듈

성 역시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유동성은 모듈성의 반복,

주름, 중첩이라는 표현원리를 통해 리드미컬하게 나타

났다. 특히 표현원리들을 통해 리좀적 사고의 형태와 유

사하게 형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3) 가변성

노마디즘에서의 가변성은 ‘사건의 개념’으로부터 비

롯된 것으로서 사물의 고정된 상태(정적인 상태)가 아니

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이는 사건들의 계열화된 모듈들의 유동성을 통해 발생

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뜻한다.

이러한 가변성이 나타나는 패션으로는 대표적으로

<Fig. 11>−<Fig. 13>으로 논할 수 있다. <Fig. 11>은 네크

라인에 절개를 주어 주름과 중첩을 통해 많은 여유분의

직물을 사용하여, 상의 안쪽에 공기주입과 배출의 방법

으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의 동적인 변화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

었다. <Fig. 12>는 치마에 많은 주름이 질 수 있도록 잡

아준 뒤 장치를 통해 주름을 풀었다가 다시 주름을 잡

는 방법으로 동적인 변화 과정을 표현하였고, <Fig. 13>

또한 지퍼를 통해 잡아주던 소재를 풀어주기도 다시 붙

여주기도 하면서 길이와 형태가 동적인 변화가 나타나

도록 하였다.

즉,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가변성은 모듈성의 반복,

주름, 중첩된 디자인에 유동적 변화를 작동시키는 다양

한 장치들을 통해 모듈들의 유동적 변화에 따른 형태 공

간의 확대 및 축소로 나타났다.

4) 탈영역(용도)성

노마디즘에서의 탈영역(용도)성은 공간의 변화, 즉 가

변성에 의한 것으로서 가변성으로 인해 제한된 공간을

탈피하여 다른 다양한 계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

Fig. 7. Issey

Miyake,

2000 S/S.

From Yang.

(2006). p. 211.

Fig. 8.

Chalayan,

2000 F/W.

From Yang.

(2006). p. 208.

Fig. 9.

Dior,

1997 F/W.

From Yang.

(2006). p. 232.

Fig. 10. Yoshiki

Hishinuma,

2000 S/S.

From Yang.

(2006).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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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탈영역(용도)성이 나타나는 패션으로는 대표

적으로 <Fig. 14>−<Fig. 16>으로 논할 수 있다. <Fig. 14>

는 형태의 가변성으로 방수 기능을 지닌 후드점퍼(의,

衣)로서 또는 방수 기능을 지닌 의자(가구, 家具)로서,

<Fig. 15>도 후드점퍼(의, 衣)로서 또는 텐트(주, 住)로

서, <Fig. 16>은 조끼(의, 衣)로서 또는 의자 및 방석(가

구, 家具)으로서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용도(역

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탈영역(용도)성은 반복,

해체와 조합, 주름과 중첩, 형태 공간의 확대와 축소의

표현원리로, 즉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을 통한 탈영역

성으로 단계별로 나타났다.

2. 한국 전통복식에서 나타난 미적 표현특성

복식(服飾)은 그 민족의 의식 구조와 정신세계를 나타

내는 중요한 문화현상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

통복식이란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 복식을 말하며 계승되어 온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Fig. 14. CP Company,

2001 S/S.

From Kim.

(2006). p. 72.

Fig. 15. Lucy Orta, ‘Habi tant’,

Refuge Wear, 1992, ‘Transformables’.

From Kim.

(2006). p. 72.

Fig. 16. IXI, table-wear,

2001 S/S.

From Yang.

(2006). p. 223.

Fig. 11. Klavers van Engelen,

2002.

From Kim. (2006). p. 79.

Fig. 12. Eri Matsui,

2002 S/S.

From Kim. (2006). p. 79.

Fig. 13. John Ribbe,

2005 & 2006 S/S.

From Yang. (2006).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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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식을 의미한다(Seo, 2014).

이에 시대를 거듭하며 나라가 바뀌더라도 전통복식은

쉽게 변화하거나 변형되지 않으며, 외래적 요인이 반영

된다 하더라도 대체로 그 기본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인 한복 역시 최초의 고대국

가였던 고조선부터 기본형을 갖추었다(Chae, 2017a).

한민족은 광활한 실크로드를 누빈 예맥(동이족, 東夷

族)인 우랄알타이 계통의 북방계 유목민족으로 그 뿌리

를 이어 유목생활과 정착농경생활을 함께 영위해간 반

목반농민족으로서 우리 복식은 일반적으로 북방계 유목

민족문화권의 복식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Chae, 2017a).

유목기마민족의 복장은 유목 생활양식에 편리하도록 유

형적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 민족이 지녀온 유

목민적 사유관을 독자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

라 다양한 양태(style)적 차이는 존재하며 복식 문화를

형성하며 발달시켜왔다.

이에 한국 전통복식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

의 정신관인 ‘한’사상을 나타내는 문화현상의 일면이며,

II장에서 ‘한’사상을 통해 도출한 미적 특성 “모듈성”, “유

동성”, “가변성”, “탈영역(용도)성”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복식을 고대부터 형성하며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미적 특

성들의 정의와 함께 사례들을 통해 그 표현원리까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모듈성

‘한’사상에서 모듈성은 태극의 시작과 끝, 그 시작점과

끝을 모르는 모듈의 비위계적 흐름으로, 그리고 천지인

합일사상과 일맥상통하여 원방각의 모듈 조화로 나타났

다. 즉, 이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라

는 원리로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모듈성은 사각형의 천

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유고상포(襦袴裳袍)의 다

른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사각형의 천을 어느 부위에

묶어주느냐에 따라 두건(頭巾), 동정, 고름, 대(帶), 대님,

각반(脚絆) 등 그 천의 역할이 바뀌며, 바지부리가 열린

대구고였다가 각반을 묶어 줌으로써 활동성을 가미한 부

지부리가 닫힌 궁고로 바지 스타일이 변형되는 등 스타

일의 다양한 연출을 가능케 했다. 다양하게 하나로서의

사각 천이 다시 각각을 다양하게 선택, 조립하여 다양한

하나(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듈성은 전통복식에서 <Fig. 17>−<Fig. 19>

와 같이 유(저고리, 襦), 고(바지, 袴), 상(치마, 裳), 포(두

루마기, 袍)의 마름질과 그 사각형의 구조를 통해 논할

수 있다. <Fig. 17>−<Fig. 19>에서 볼 수 있듯이 사각형

천들이 모듈이 되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유고상

포 “모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Fig. 20>과 같이 사각

형 천들 그 모듈들 자체적으로도 두건, 동정, 고름, 대, 대

님, 각반 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비위계적 특성의

마름질 법과 사각형의 구조로 사각 천의 모듈들은 유고

상포의 “부분”이자 또한 두건, 동정, 고름, 대, 대님, 각

반 등과 같은 “전체”가 되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이는 고대 이래 우리 옷은 옷꼴 없이 사각 천 그 자체

를 한국의 전통 종이접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마름질하

Fig. 17. Jeogori cutting (top)

and structure (bottom).

From Son. (1990). pp. 82, 85.

Fig. 18. Durumagi cutting (top) and 

structure (bottom).

From Son. (1990). pp. 189, 198.

Fig. 19. Baji (top) and

Chima (bottom) cutting.

From Son. (1990). pp. 8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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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들어지며, 즉 사각의 천이 사각형 옷꼴로 이어지는

사각형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고리나 두루마기

는 모두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한 앞길과 뒷

길, 소매, 깃과 가선, 대에 삼각형 곁마기를 더해 구성된

다. 치마는 직사각형 폭을 그대로 이어붙이고 치마허리

에 다시 기다란 직사각형 띠를 댄 구조이며, 바지 역시 직

사각형 폭을 겹치고 밑위에는 삼각형을 마주 합친 마름

모형 당(襠)을 붙여 허리에 긴 직사각형 띠를 둘러매는

구조이다(Kim & Chae, 2016). 이러한 마름질 과정은 크

기가 다른 사각형 옷꼴이 반복되면서 커다란 전체를 만

들어내는 자기반복적인 유사성의 표현원리를 통해 나타

나고, 결국 사각형 전체 옷감은 각각 작은 사각형 꼴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전체 옷감을 이루는 공간이 됨으로

써 바탕이 도형이 되고 그 도형이 그대로 바탕이 되는 한

복 구조에서 부분과 전체가 분리되지 않는(Chae, 2017b)

비위계적 특성의 마름질 법으로 ‘한’사상의 전일주의적

특성이 ‘의’생활 문화로서 발달한 결과이다.

즉,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모듈성은 표현원리로는 보

자기가 옷감이고 옷감이 보자기인 것처럼 도형이 공간

이고 공간이 도형이 되는 것과 같이 사각형 옷감을 접어

가면서 마름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구조로

서 각 현상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밀접한 융합을 이루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2) 유동성

‘한’사상에서 유동성은 태극의 시작과 끝, 그 시작점과

끝을 모르는 모듈의 비위계적 흐름으로, 모듈들의 변화

흐름이 좌우, 위아래, 앞뒤 없는 기의 파형의 모습과 같다.

이러한 유동성은 전통복식에서는 사각형 옷감을 접어

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 그 자체적으

로 태극의 기 흐름을 표현했으며, 고구려 주름치마<Fig.

21>, 백제의 복식의 영향이 나타난 <천수국만다라수장>

<Fig. 22>에서의 층층치마(Chae, 2014), 신라의 주름바

지<Fig. 23>, 조선의 무지기치마<Fig. 24>로 그 표현원

리를 논할 수 있다. <Fig. 21>−<Fig. 24> 모두 여러 조각

의 천을 주름지도록 잡아주거나 주름 잡은 뒤 다양한 방

법으로 중첩시켜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방

향으로 복식의 선들이 뻗어가면서 탄력적으로 변화 양

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즉,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유동성은 착장자의 움직임

에 따라 비정형적, 비정향적으로 변화되어 기의 모습을

모듈성의 반복, 주름, 중첩이라는 표현원리를 통해 구현

하고자 하였다. 특히 표현원리들을 통해 기의 운동 형태

인 파형과 유사하게 형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복식에서는 사각형 옷

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 그

자체적으로 태극의 기 흐름을 표현했다.

Fig. 21. Goguryeo;

Jureum chima,

Ssangyeong-chong (5C).

From Chae.

(2017a). p. 334.

Fig. 22. Baekje;

Cheungcheung chi-

ma, Cheonsuguk-

mandarasujang (7C).

From Chae. (2017a). p. 387.

Fig. 23. Silla;

Jureum-Baji,

Ichadon Martyr

Tombstone (5C).

From Chae. (2017a). p. 521.

Fig. 24. Joseon;

Mujigi chima

in the National

Folklore Museum.

From Chae. (2012). p. 344.

Fig. 20. Goreum and Daenim.

From Chae. (2017b).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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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변성

‘한’사상에서 가변성은 한국인의 유연한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의 흐름이라든지 태극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본

자연관과 통하는 것(Chae, 2017b)으로 비정형적, 비정향

적 유동성을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가변성은 전통복식에서 <Fig. 25>−<Fig. 29>와

같이 착장방법으로 논할 수 있다. 직사각형 띠로 된 고름

이나 대를 비틀어 돌려 감아 매는 착장법을 통해 인체를

감싸는 형식으로 불규칙적이고 무작위적인 공간을 만들

어내고(Chae, 2017b), 형태는 체형이나 움직임, 착장방법

에 따라 무한한 변화하는 가변성을 창출한다.

즉,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가변성은 주름과 여밈으로

공간성을 더해, 고정되지 않은 실루엣과 형태를 형성하

여 착장법에 따른 무작위성을 살려 정형화되지 않은 가

변성을 표현한다. 이는 결국 모듈성과 유동성을 통해 형

성한 비정형적 공간을 전통복식에서는 끈으로 여며주고

돌려줌으로써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끈의 위치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무한한 공간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변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탈영역(용도)성

‘한’사상에서 탈영역(용도)성 역시 무한한 공간의 변

화, 즉 가변성에 의한 것으로서 가변성으로 인해 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끊임없는 파의 곡률 변화의 리듬과

순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탈영역(용도)성은 전통복식에서 <Fig. 30>−

<Fig. 33>과 같이 장옷과 쓰개치마를 통해 논할 수 있다.

치마는 착장법을 달리 해 외출때 머리에 쓰고 나가는 쓰

개치마로 바뀐다. 쓰개치마는 머리에 쓰고 얼굴을 치마

허리로 감싸며 속에서 손으로 앞을 잡아 여민다. 옷 한

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출하는 가변성을 통한 탈영

역(용도)성은 두루마기가 여성의 쓰개옷인 장옷으로 이

용된 데서도 확인된다.

전통복식에서의 탈영역성 역시 사각형 옷감을 접어

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 사각형의 구조와 반복, 주름, 중첩, 그리고 비정형적

공간을 끈으로 여며주고 돌려주는 착장법의 표현원리

로, 즉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을 통한 탈영역성으로 단

계별로 나타났다.

IV.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의 디자인 상관성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현대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

복식에서의 표현원리를 비교하여 디자인 원리의 상관성

Fig. 25. Goguryeo;

Muyong-chong (5C).

From Chae.

(2017a). p. 277.

Fig. 27. Joseon;

Miin-do,

Shin Yun-bok

(18C).

From Chae.

(2017b). p. 54.

Fig. 28. Joseon;

A woman

wearing a hat,

Shin Yun-bok

(18C).

From Chae.

(2017b). p. 170.

Fig. 29. Image of

Hanbok Chima worn.

From 여자 한복 바르게

입기 [Wearing women's

Hanbok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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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bokcenter.kr

Fig. 26. Joseon;

Yeonsodapcheong,

Shin Yun-bok (18C).

From 조선회화 신윤복필 

풍속도첩 연소답청 

[Album of genre paint-

ings ‘Yeonsodapcheong’ 

by Shin Yun-bok, 

Joseon]. (n.d.). http://

ww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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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차이점을 통해서는 한국 전통

복식만의 독자적인 노마디즘적 표현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모듈성

노마드 패션에서는 계열화된 모듈의 비위계적인 흐

름이고, 한국 전통복식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

가 곧 하나이다.’라는 원리로 나타나 서로 비위계적 모듈

의 조화로 유사성이 나타났으나, 그 표현원리에 있어서

는 상이한 점이 있어 한국 전통복식만의 독자적인 표현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모듈성은 개체들의 반복, 해

체, 그리고 다시 조합되는 표현원리로 나타난 반면에 한

국 전통복식에서의 모듈성은 보자기가 옷감이고 옷감이

보자기인 것처럼 도형이 공간이고 공간이 도형이 되는

것과 같이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구조로서 각

현상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밀접한 융합을 이루는 원리로

표현되었다.

이는 서양의 옷은 옷감이라는 공간에서 도형(패턴)을

분리해 만드는 반면, 한복은 공간과 도형을 구분하지 않

아 본래 옷꼴, 도형이 없는 구조(Chae, 2017b)이기 때문

에 발생되는 차이점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동 ·서 간

의 조형적 특성의 차이가 노마드 패션에서는 옷감이라

는 공간에서 패턴을 분리해 분리된 패턴들의 조합과

해체의 원리로 노마디즘을 표현했다면, 전통복식에서

는 사각형의 평면 구조로서 옷꼴의 각 부분은 모두 크

고 작은 사각형을 바탕으로 천(옷감) 그 자체이며, 옷

감이 바탕으로서 도형이 되고 그 도형이 그대로 바탕이

되는 바탕 공간(옷감)과 도형(옷꼴, 패턴)을 구분하지

않는 부분과 전체가 분리되지 않는 특성으로 전일주의

적 사고관을 나타낸다.

2. 유동성

노마드 패션에서의 유동성은 모듈들의 비위계적 이동

을 통한 변화의 흐름으로서 탄력적 양상을 보이며, 다양

한 방향으로 복수의 선들이 뻗어가는 모습으로 리좀(뿌

리줄기)적 사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한’사상에서 유동성

은 태극의 시작과 끝, 그 시작점과 끝을 모르는 모듈의

비위계적 흐름으로, 모듈들의 변화 흐름이 좌우, 위아래,

앞뒤 없는 기의 파형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전통복식에서는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 그 자체적으로 태극의 기 흐름을

표현했다.

즉, 유동성은 변화의 흐름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노마

드 패션은 리좀의 형태로, 한국 전통복식은 기의 파형 형

태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 구현화’라는 점에 있

어 표현원리 상의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반복, 주름, 중

Fig. 30. Joseon;

Jangot in the

National Folklore Museum.

From 장옷[長衣] [Jangot].

(n.d.). http://www.emuseum.go.kr

Fig. 31. Joseon; A Woman in

Jangot, Shin Yun-bok (18C).

From 신윤복필 여속도첩

[Album of genre painting on

women by Shin Yun-bok].

(n.d.). http://www.emuseum.go.kr

Fig. 32. Restoration

 drawing of

Sseugae Chima.

From 쓰개치마 [Sseugae 

chima]. (n.d.). http://

www.culturecontent.com

Fig. 33. Joseon;

Wolhajeongin,

Shin Yun-bok (18C).

From Chae.

(2017b).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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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리듬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다만,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의 구성

적 유동성을 표현한 점은 한국 전통복식만의 독자적 표

현원리라 할 수 있다.

3. 가변성

노마디즘에서의 가변성은 사물의 고정된 상태(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동적

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의 과정

을 말하고, 패션에서의 가변성은 모듈성의 반복, 주름, 중

첩된 디자인에 유동적 변화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장치

들을 통해 모듈들의 유동적 변화에 따른 “형태 공간의 확

대 및 축소”로 나타났다. ‘한’사상에서 가변성은 시시각

각 변화하는 기의 흐름이라든지 태극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본 자연관과 통하

는 것으로 전통복식에서는 주름과 여밈으로 공간성을 더

해, 고정되지 않은 실루엣과 형태를 형성하여 ‘착장법’

에 따른 무작위성을 살려 정형화되지 않은 가변성을 표

현한다.

이는 결국 모듈성과 유동성을 통한 가변성이라는 공

통점이 발견되나, 노마드 패션에서는 공기주입과 같은

장치를 통한 형태 변형에 따른 가변성이라 한다면, 전

통복식에서는 형성된 비정형적 공간을 끈으로 여며주고

돌려줌으로써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끈의 위치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무한한 공간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변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탈영역(용도)성

노마드 패션에서의 탈영역(용도)성은 공간의 변화, 즉

가변성에 의한 것으로서 가변성으로 인해 제한된 형태를

탈피하여 다른 다양한 계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해체와 조합, 주름과 중

첩, 형태 공간의 확대와 축소의 표현원리로, 즉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을 통한 탈영역성으로 단계별로 나타났

다. 전통복식에서 탈영역(용도)성 역시 무한한 공간의 변

화, 즉 가변성에 의한 것으로서 ‘기’의 비위계적 순환 운

동을 통한 새로운 창조, 변화된다는 끊임없는 생성의 원

리를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구조, 반복, 주름, 중

첩, 그리고 비정형적 공간을 끈으로 여며주고 돌려주는

착장법의 표현원리로, 즉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을 통한

탈영역성으로 단계별로 나타났다.

즉, 탈영역(용도)성은 노마드 패션과 전통복식에서 모

두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 탈영역성으로 단계별로 이루

어진다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노마드 패션에

서는 다른 다양한 계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

되어 영역적 변화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한국 전통복식에

서는 의복으로서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는 용도적 변화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Table 5>와 같이 각각의 노마

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 간의 디자인 원리에서 상당한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차이점을 통해 한국만

의 독자적 표현원리 역시 발견 가능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expressions in Nomad fashion and Korean costume

Modularity Liquidity Variability Deterritoriality (Use)

Nomad fashion

Repetition, 

Deconstruction, 

Combination

Repetition, Folding, 

Overlapping, Rhythm, 

Rhizomatic form

Repetition of the 

expansion and reduction 

of morphological space

Phased expression, 

Change in the territory

Korean Traditional 

Costume

Cutting method and 

Quadrangle structure

Repetition, Folding,

Overlapping, Rhythm,

Qi (氣) waveform,
Constructive liquidity

Infinite spatial change

of informal space

according to how to

put on

Phased expression, 

Change in the use

Common principle

• Modularity: Repetition of structure

• Liquidity: Repetition, Folding, Overlapping, Rhythm, The embodiment of forms

• Variability: Composition of irregular space through modularity and Liquidity

• De-territoriality (Use): De-territoriality through modularity, liquidity, and variability

The uniquenes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 Modularity: A quadrangular structure made by folding and cutting quadrangular cloth, instead of de-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 Liquidity: Constructive liquidity with the method of bending and twisting

• Variability: Infinite spatial change of informal space according to how to put on

• De-territoriality (Use): Change in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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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 철학적, 예술적 경향인 노마디즘(유목

주의)과 북방계 유목민족인 한국의 사유관(‘한’사상)의

특성에 있어 유사성에 주목하였고, 각각의 사유관을 바

탕으로 형성된 현대 노마드 패션과 한국 전통복식 디자

인의 상관성을 분석,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마디즘은 모호한 경계 속에서 사물의 상태는

점이고, 수많은 점의 흐름에 의해 선들은 발생해 서로 비

위계적으로 얽히고, 교차 및 중첩하며, 동태적 변화를 통

해 융합과 분리의 가변성으로 복잡한 다양성, 즉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현대의 시대정신이다. 예부터 한국은 눈

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에너지의 파동의 흐름으로 우

주는 가득 찼다는 기의 우주관으로 시작과 끝을 모르고,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인 비위계적 흐름, 변화 운

동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전일주의적 정신관을 가

져왔다. 이러한 사유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유관으로부터 “모듈성”, “유동성”, “가변성”, “탈영역

성”이라는 공통적 미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노마드 패션에서 모듈성은 개체들의 반복, 해체,

그리고 다시 조합되는 표현원리로, 유동성은 모듈들의 비

위계적 반복, 주름, 중첩을 통한 변화의 흐름으로 다양

한 방향으로 복수의 선들이 뻗어가는 모습으로 리좀(뿌

리줄기)적 사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가변성은 모듈들의

유동적 변화에 따른 형태 공간의 확대 및 축소로 나타났

으며, 탈영역(용도)성은 가변성으로 인해 제한된 형태를

탈피하여 다른 다양한 계열(영역)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재창조되었다. 한국 전통복식에서 모듈성은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여 만들어진 사각형의 구조

로서 각 현상이 서로 원인이 되어 밀접한 융합을 이루는

원리로 표현되었고, 유동성은 모듈의 비위계적 흐름으로,

반복, 주름, 중첩을 통한 기의 파형의 모습과 같은 형태

와 휘고 비트는 방식의 구성적 유동성으로 나타났으며,

가변성은 고정되지 않은 실루엣과 형태를 형성하여 착장

법에 따른 무작위성을 살려 정형화되지 않음으로써 표현

된다. 탈영역(용도)성은 비정형적 공간의 가변성으로 인

한 의복으로서 용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현대 노마드 패션에서의 모듈성은 개체들의 반

복, 해체, 그리고 다시 조합되는 표현원리로 나타난 반면

에 한국 전통복식에서의 모듈성은 해체와 조합이 아닌

도형이 공간이고 공간이 도형이 되는 것과 같이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

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구조로서 각 현상이 서로 원인

이 되어 밀접한 융합을 이루는 원리로 표현되었다. 유동

성은 노마드 패션에서 리좀의 형태로, 한국 전통복식에

서 기의 파형 형태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 구현

화라는 점에 있어 표현원리 상의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반복, 주름, 중첩, 리듬으로 동일하

게 표현되었다. 다만, 전통복식은 사각형 옷감을 접어가

면서 마름질하고 이를 휘고 비트는 방식의 구성적 유동

성을 표현한 점은 한국 전통복식만의 독자적 표현원리

라 할 수 있다. 가변성은 노마드 패션이나 전통복식 모

두 결국 모듈성과 유동성을 통한 가변성이라는 공통점

이 발견되나, 노마드 패션에서는 공기주입과 같은 장치

를 통한 형태 변형에 따른 가변성이라 한다면, 전통복

식에서는 형성된 비정형적 공간을 끈으로 여며주고 돌

려줌으로써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끈의 위치에 따라, 움

직임에 따라 무한한 공간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

변성을 나타냄에 있어 차이를 알 수 있다. 탈영역(용도)

성도 역시 노마드 패션이나 전통복식에서 모듈성, 유동

성, 가변성, 탈영역성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으

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노마드 패션에서는 다른 다양

한 계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되어 영역적 변

화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한국 전통복식에서는 의복으로

서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는 용도적 변화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디 유목민이란 유목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는 민

족으로서 삶의 양식을 형성함 있어서도 쉽게 조립하고

단시간 내에 해체할 수 있어 이동에 매우 편리한 ‘이동’

중심적인 생활양식으로 발전시켜왔다. 때문에 유목민족

의 전통복식에서도 모듈성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과 가

변성은 찾아볼 수 있고, ‘이동성’과 ‘활동성’을 기준으로

한 유형적 공통적 특징 등 상당한 유사성을 서로 간에 지

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통복식만의 독자적인 노마드

적 표현방법으로 모듈성과 유동성을 통해 형성한 비정

형적 공간으로 가변성을 나타내는 한국만의 미감으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다양한 스타일 연출

뿐 아니라 체형이나 움직임, 착장방법에 따른 무한한 변

화, 특히, 다양한 스타일 연출로 머문 다른 유목민족 복

식과는 달리 탈영역(용도)성까지의 표현으로 발전했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탈영역(용도)성까지 나아간 현대 노

마디즘적 패션 표현원리에는 가변성에 머문 다른 유목

민족의 전통복식들의 표현보다 한국 전통복식의 표현이

더 유사하게 발달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마디즘과 한국의 정신이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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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사유관을

토대로 발전한 패션 및 복식 역시 미적 특성과 원리에

있어 유사성을 상당부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신

관과 문화발전의 상관성을 알 수 있으며, 20C 현대에 접

어들어서야 발전했던 정신관과 문화, 미적 표현원리를

한국은 고대부터 이루어 왔음에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만의 독자적 표현원리를 발견함

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패션 시장 속에서 차별화

되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노마드 패션 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그 기초 토대 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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