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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ceptually approaches and clearly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ashion and

architecture through a focus on their correlation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func-

tional minimalism by an examination of function that represents the largest similarity between architecture

and fash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nature of functional minimalism and studies cases for each architec-

tural classification in the areas of: the simplicity of a structure, unitarity pursuit of economic value, repea-

tability in an efficiency unit, reducibility stressing property, and multi-functional spatiality. The characteri-

stics of functional minimalism fashion are distinguish as: simplicity in a structure that highlight structural

lines in non-decorated design, unitarity pursuit of economic value represented in united process and pattern

for its economic effect, repeatability in an efficiency unit represented through the repeated decoration of a

functional unit, reducibility stressing a property that emphasizes property with a dominant design element

through a high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multi-functional spatiality that represents vari-

ability in clothes through an expansion of limited spatial function. This study approaches each discipline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d suggests standards for a comparative

study of architecture and fashion.

Key words: Functional minimalism, Functionalism, Minimalism, Fashion, Architecture; 기능주의적 미니

멀리즘, 기능주의, 미니멀리즘, 패션, 건축

I. 서 론

19세기 말 이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

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 패션디자

이너들이 액티브웨어(activewear)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서 일상복에서 실용적, 기능적 미를 강조되고 거추장스

러운 장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단순

하고 직선적인 형태의 디자인에 기능을 내포한 스타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19세기말 대두된 기능이라는 개념을 바탕

으로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 설립된 바우하우스와 함께

주목받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미니멀한 건축이 21세

기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건축과 패션의 유

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과 건축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비교해보면 두 분

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체 감싸고 있는 의복

은 넓은 의미에서 신체를 둘러싼 공간, 즉 건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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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대로 건축은 가장 확장된 의미의 의복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대부분 시대의 예술양식들을 살펴보면

그 외관의 형태적 특성에서 건축과 패션의 유사성을 찾

아볼 수 있다. 패션과 건축이 타 분야와 다르게 가지는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식주의 요소이자

3차원의 공간형태로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

이다. 따라서 패션과 건축을 연구하고 디자인할 때에는

인간이 직접 그것을 사용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건축과 패션의 유사성을 연구하거나 건축의 조

형성이 패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선행연

구는 많이 나와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건축과

패션의 공간구성방식의 유사성을 고찰하거나(Yang &

Yang, 2006), 건축과 패션의 조형 원리나 패러다임을 분

석하거나(Kim, 2009; Lee, 2009; Park & Lee, 2007), 특

정 사조나 양식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패

션과 비교(Jin, 2009; Kim, 1997; Kim & Heo, 2005; Lee,

1998)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제 간의 연구에

서 각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대부

분 단순히 조형적인 측면만을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능주의와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기능주의 연구에서는 20세기의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가치 및 조형성에 대해 분석하거나(Ha, 2001), 미국

의 기능주의 패션에 대해 고찰하거나(Ha, 2002), 기능주

의 패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의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Chun, 1991; Lee et al.,

2008; Park, 2004)하였고, 미니멀리즘 연구에서는 미니멀

리즘 패션의 외관상의 조형성을 분석하거나(Choi & Ch-

ung, 2001), 미니멀리즘이 패션에 미친 영향이나 응용된

사례를 고찰하거나(Byun & Lee, 1996; Kwon, 2002; Park,

2001), 환경 친화적 시각에서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을 분석(Shin, 2010)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기능주

의와 미니멀리즘을 단순한 모드로 분석하거나 건축과 패

션의 유사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조

형적 측면을 패션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축이나 패션처럼 기능이 중요한 디자인 분

야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단순화된 미니멀리즘 속

에 내포된 기능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과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

능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는 기능주의와 미니멀리즘의 연구

를 통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밝히고, 건축과 패션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 간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서 건축적 특성이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밝혀, 앞으로의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에 대해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미니멀리즘과 기능주의에 관한 이론을 문헌연구 중심

으로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건축과 패션에 관련한 전문

서적을 통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개념을 연구하며,

특성을 관련문헌 및 패션정보사이트를 통해 실증적으

로 연구한다. 건축에서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20세기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패

션에서는 2000년 이후 세계 4대 컬렉션으로 꼽히는 파리

와 뉴욕, 밀라노, 런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대상으로

기능주의적이고 미니멀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여성복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단 여성복 사례에서 유사한

사례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경우 가장 최근의 사례를 대

표로 선정하여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건축과 패션의 상호 연관성

18세기 건축과 패션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된 이

래로 최근 30년 가까이 패션과 건축은 미학연구에서 유

사한 분야로 연구되어 왔다(Hodge, 2006). 건축과 패션

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표명하고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미술과 같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건축과 패션은 3차원 형에 관한 작업으로 인간이 직접

사용하며 인간의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므로 실용

성과 미적가치를 모두 지녀야한다. 패션과 건축은 인간

이 직접 착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루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형물이다. 따라서 패션과 건축은 인간

을 중심에 두고 공간과 운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용

적인 기능과 다양한 소재, 형태미 등을 고려하여 신체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만들어 낸다. 건축과 패션은 인간의

몸, 공간적 생각, 동작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각 기능들

이 인간의 몸을 감싸고 있고 이들은 공간과 움직임으로

확대된다. 건축과 패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요소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표

현하는 매개체의 역할과 동시에 사적인 공간을 한정한

다.

최근 들어 패션과 건축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있으며, 서로의 학문을 통한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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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또한 패션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의 언어를 도입할 정도에 이

르렀다. ‘건축적’, ‘구축’, ‘조각적’과 같은 수식어는 패

션비평에서도 흔히 마주치게 되었고, 건축 역시 의복 계

획과 ‘draping’, ‘wrapping’, ‘weaving’, ‘folding’, ‘printing’

등의 패션용어, 그리고 주름 표면과 직물 등을 적극 차

용하기 시작했다(Hodge, 2006). 또한 패션에서도 건축적

이고 구조적인 공간을 가지는 새로운 디자인들이 등장

하기 시작했으며, 건축의 원리나 조형적 특징들을 패션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패션과 건축은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 둘러싼다는 면

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들의 비율이나 크기, 형태 등

본질적인 측면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난다. 건축과 패션

은 둘 다 가시적인 문화를 다루지만 그 감각은 차이를

보인다. 패션의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에 반해, 건축은 패션에 비해 지

속적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견고하

고 또 역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건축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과 패션은 기능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며, 현

대에 와서 기능에 대한 관점은 특히 미니멀한 스타일에

서 많이 내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건축과 패션에

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단순화된 미니멀리즘 속에서

등장하는 기능주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바,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으로 정

의하고 건축과 패션에서 등장하는 기능주의적 미니멀리

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과 패션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을 비교분석해 보겠다.

2.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복잡하고 어

지러운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범람하는 정보

와 복잡한 기능 속에서도 꾸준히 단순하고 간략함에 대

한 요구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디자인 전반에 걸쳐 미니

멀리즘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과 패

션의 특성상 이러한 경향은 기능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등

장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기능

주의적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해보았다.

미니멀리즘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1960년대 미국을 중심

으로 나타났다. ‘미니멀(minimal)’은 ‘최소한도의, 최소

의, 극미의’라는 뜻으로 여기에 ‘주의’라는 뜻의 ‘이즘

(ism)’이 결합되어 나온 것이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리

즘에서 최소한이란 단어는 일루전(Illusion)의 극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회화의 감동성, 마티에르(Ma-

tire)의 풍부함 내지 자기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신화를

기본으로 하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Wolganmisool, 2010).

기능은 건축이나 공예 등 용도를 지니는 조형물이 그

용도 때문에 갖는 역할을 말한다. 회화나 조각 등이 실

내 장식이라는 용도를 갖는 수도 있으나, 순수 미술의

경우는 자유로운 조형표현이 주된 목표이므로 기능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Wolganmisool, 2010). 기능주

의는 이러한 기능을 건축이나 디자인의 핵심 또는 지배

적 요소로 하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기능주의 이론은

“형태에서 용도는 본질적 성격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에서 기능주의는 효용의 총화라는

의미에서 ‘기계’라는 모델과 깊이 관계를 갖고 있다. 기

계는 기능수행을 위한 장치이므로 그 모델은 단순한 기

능에 대한 합목적성 뿐 아니라 생산이라는 경제적 의도

를 바탕에 감추고 있는 것이다(Kwon, 2001).

오늘날의 미니멀리즘은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신 물

질들의 개발로 인해 이전의 미니멀리즘보다도 더 순수

하게 절제된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추상

적인 형태로 과도하게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본질 추

구의 환원을 통한 형태적 최소화와 단순성을 보여준다.

특히 건축에서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

형태, 구조, 기술 등을 고려하여 목적과 적합성을 가지

고 그 목적을 만족시키며,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의 실

제적 기능이 절제된 미학 속에 내포되어 있는 기능주의

에 배경을 둔 기술적 미니멀리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인식 속에서 기능을 강조한 미

니멀리즘을 지칭하는 용어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이라고 정의하

였다. 다시 말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이란 구조, 재료,

형태의 기능적 표현만을 통한 절제된 미학으로 아름다

움을 추구하지 않고 기능만을 추구한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가 새로운 미로 인식되며 엄격한 디테일과 정확성

을 통한 완전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한 경향을 의

미한다. 또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은 인체와 직접적

인 접촉을 통해 반드시 실용성이 내포되어야 하며 이에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건축과 패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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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과 패션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1. 건축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1) 건축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개념

산업화가 일어난 19세기 중반부터 건축과 디자인 분

야에서는 기능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공업적 기계 생산을

미술과 결합시킨 아르데코(Art Deco)는 기능적이고 고전

적인 직선미를 추구하였다(Chung, 2006). 이러한 경향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우하우스의 설립과 데 스틸(De

Stijl) 운동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Ch-

ung, 2006), 건축에서는 더욱 더 기능성과 단순화를 추구

하게 되었다.

미니멀리즘이 단순함에 의한 부정, 소거와 엄격함, 일

상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미니멀리즘 건축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장식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닌, 평면

적 물성과 색에 의한 공간과 형태의 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에서의 기능은 건물이 수행해야 할 목적을 달

성하였는가를 말하며, 그 건물을 사용하고 그 건물과 직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다리에서의 철골구조는 다리를 지탱하기에 충분할

만큼 튼튼해야하고, 건물에서의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

기에 충분해야한다. 기능주의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

다고 할 때, 건축물에서 각각의 원소들이 수행하는 구조

적 기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함

을 뜻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건축이란 건

축물이 존재하는 목적에의 적합성을 지니며, 유용성을 내

포한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별다른 조작이나 장식

이 없는 순수한 형태와 기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축

을 의미한다.

2) 건축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특성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건축의 특성을 도출하기에 앞

서 앞에서 고찰한 건축과 패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

능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형태 유지 기능, 신체 보호 기

능, 장식 기능, 기능을 위한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중 형태 유지 기능과 신체 보호 기능, 착용자나

사용자를 인상 깊고 가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

식 기능은 건축과 패션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

능으로 건축과 패션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패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주의의

특징을 크게 형태 구성을 위한 구조적 측면의 강조와 보

다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 재료 자체 기능의 강

조, 하나의 공간에 부여된 다양한 기능으로 나누고 이

를 선행연구(Kim, 2003; Lee, 2005; Park, 2007; Shin,

2010; Yim, 2004)를 통해 밝혀진 미니멀리즘의 5가지

특성인 단순성, 단일성, 반복성, 환원성, 공간성과 연결

시켜 교집합을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주의적 미니

멀리즘 건축의 특성을 구조의 단순성, 경제성 추구를 위

한 단일성, 효율 단위의 반복성,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다기능적 공간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겠다.

(1) 구조의 단순성

단순한 형태를 구현해 낸 미니멀리즘적 특성 속에서

기능주의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구조라는 기능에 주목

하게 된다. 건축에서 구조란 건축의 존재양식을 규정하

는 기본적인 요소로 건축물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

장 기본이 되는 틀을 일컫는다.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건축에서는 구조의 단순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해 볼 수

있으며, 구조의 단순성이란 형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

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장식 없이 단순한 구조가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Fig. 1). 따라서 구조적 디테일에서는 건

축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혹은 반대로 매끈

하고 평평하게 마감한 표현도 있다.

(2) 경제성 추구의 단일성

입방체를 사용하여 모든 은유적인 의미를 제거한 뚜

렷한 사각형의 단일한 외관은 경제적이고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이다. 평면과 입면은 기하학적 단순성과 엄

격성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결정성을 가지는 단

일한 형태나 패턴화된 배치로 나타나게 된다(Fig. 2). 경

제성 추구를 위한 단일성은 동일한 평면과 균질적인 구

조로 부재의 규격화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기계 생산이

가능해지고 대량생산을 위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Fig. 1. Farnsworth House. (1951). Mies van der Rohe.

From Glancey. (1990/2003). p. 186.

– 250 –



패션과 건축에 표현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비교 5

(3) 효율 단위의 반복성

조형적 반복성은 단순성 사이의 관계적 법칙을 통해

단순하지만 다양성을 추구한다. 효율 단위의 반복성은

기능적 유닛의 반복을 통해 단순하고 획일적인 형태에

서 탈피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근대적

보편성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한다(Fig. 3). 또한 효율 단

위의 반복성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단위의 형태 반복 이

외에도 단순한 장식 디테일의 반복을 통한 정형성 탈피

도 살펴볼 수 있다.

(4)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

고 각각의 재료의 특성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재

료의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여 물성을 그대로 노출시키

는 환원성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Fig. 4).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에서 재료가 갖고 있

는 물성의 중시라는 면에서 볼 때 콘크리트의 축조성을

살펴볼 수 있고 재료를 변형시키기 않고 본래의 물성을

유지하는 비물성화 차원에서 볼 때 유리의 사용에 주목

할 수 있다.

(5) 다기능적 공간성

미니멀적 특성을 가진 건축의 디테일은 장식적 요소

를 배제한 채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은 함축적인 표현을 위한 공간

에 주목하여 다기능을 내포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공간

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간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내

포하는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였다. 베를린 필하모니 콘

서트홀은 관객석과 무대가 이등분되지 않고 무대를 둘

러싸듯 관객석이 배치되어, 여러 요소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통일된 내부 공간이 달성되게 설계되었

다(Fig. 5). 이러한 다기능은 최소의 공간으로 최대의 기

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성까지 부수

Fig. 2. Seagram Building. (1958). Mies van der Rohe.

From Kultermann. (1993/1998). p. 146.

Fig. 3. Rokoko Housing. (1993). Ando Tadao.

From Choi. (2007).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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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lass Skyscraper Project. (1921). Mies van

der Rohe.

From Kim. (2007). p. 143.

Fig. 5. Berliner Philharmonie. (1963). Hans Scharoun.

From Tak. (2011). http://blog.naver.com/music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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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Table 1).

2. 패션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1) 패션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개념

20세기에 이르러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라이프스

타일, 사회문화적 관념 등의 변화하였다. 이에 따른 다양

한 경험이 가능해졌고, 생활 양상이 다양해졌으며 더불

어 활동성이 중시되었다. 여성복 패션에서는 점차 이러한

생활에 맞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

작했고 미니멀리즘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니멀리

즘 패션은 한마디로 단순미의 극대화로 표현할 수 있으

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절제하고, 간결하고 직선적인 실

루엣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이렇듯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되던 미니멀리즘 패션은 최소한으로 표현을 생략

시키고 억제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었

다.

패션에서 기능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여성

들이 남자들을 대신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

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좀 더 편안하

고 기능적인 의복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

했다.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등

장하였으며,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패션에서 역

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구조, 명료한 색채와 순

수 오브제를 통해 강조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

어났다. 사회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이 기술과 과학에 따

라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패션에서 자연스럽게 인체

의 미를 드러내면서도 실용적인 미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 정통에서 벗어나 장식이 최대한 배제된 단순한 형태

의 드레스와 소매가 없는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장식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디테일이 장식의 기능을 하는 디자

인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형태의 최소화는 점차 감각에 의한 최

소주의로 변화하여, 장식이 최대한 배제되며, 최소한의

표현이나 기법도 절제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미

니멀리즘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는 가능한 장식을 제거

한 심플한 디자인과 직선적이고 바디 컨셔스(body con-

scious)한 실루엣, 최소한의 의복으로 옷차림을 구성하는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이란 의복의 순

수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최소의 장식으로 담백한 미

를 살리며 최소의 장식이 최고의 기능을 겸비한 디자인

을 말한다. 디자인이 있으면서도 디자인을 하지 않은 듯

한 디자인으로 절제되고 여유로운 미를 추구한다. 즉 실

용성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며,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아

주 단순한 형태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2)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패션의 특성

본 장에서는 건축에서 도출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특성이 패션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2000년 이후 여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건축과 패션의 학문적 차이를 고려하여

건축에서 도출한 구조의 단순성, 경제성 추구의 단일성,

효율 단위의 반복성,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다기능적

공간성을 패션에서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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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minimalism in architecture

Category Characteristics

Simplicity in structure

The structure itself is a shape and a decoration

A simple geometrical shape at a plane and an elevation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s shown as is or reversely finished two-dimensionally

Unitarity pursuit of

economic value

The same plane and a homogeneous structure

A single appearance in a clear square shape where metaphorical meaning is removed

Repeatability in an efficiency unit

Decorations through the repetition of functional units

Pursuit of diversity through relational laws and simplicities

Molting of a fixed type

Reducibility stressing a property

Stresses the intrinsic property of a material

The creation of new material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A material shape of an emphasized placed property and its original property

Multi-functional spatiality

Pay attention to the space for implicative expression

Flexible space

Contain a maximum function in a minimum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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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의 단순성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패션에서 구조만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명료하게 정리한 인체의 외

곽선을 따라 움직임에 따른 기능을 내포한 장식 없이 단

순 명료한 조형미를 보여주며 패션의 합목적성을 추구

한다. 구조의 단순성은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의한 독창

적 구성선으로 디자이너들은 신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몸에 맞는(fit) 의복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선을 장

식적인 요소로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영(shading),

두께감이 있는 기모 소재, 상침(top stitch), 파이핑(piping),

컬러 블로킹(color blocking) 등을 이용하는 것<Fig. 6>

과 패션의 선적 구조를 없애고 면적 구조로 나타내는 방

법으로 구성선을 나타내는 다트(dart)나 솔기(seam)를 없

애고 개더로 대체하여 눈에 보이는 구성선이 없이 신체

에 피트(fit)되고 남는 분량을 처리하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경제성 추구의 단일성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 기계생산이 보편화되면서 하나

하나 손으로 만들던 패션업계에도 기계생산을 통한 대

량생산의 붐이 일어났다. 기계공정과 단순화된 노동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는 대량생산 패턴을 이용하여

단일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법으

로 많은 고가의 컬렉션의 특성상 대량생산 패턴으로 잃

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 소재나

부자재를 이용한 전통적 산업 패턴의 형태로 나타난다

(Fig. 7). 경제성 추구를 위한 단일성의 두 번째 예는 의

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적이며 단일한 방법을 이용

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공정을 줄이기 위해 여분을 잘라

내는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환편기를 이용한 니트의 직

조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 없이 한 번에 의복을 제작한

다.

(3) 효율 단위의 반복성

패션에서 효율 단위란 의복을 구성하는 소재의 동일

한 형태의 모티브와 의복구성에 필요한 디테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따라서 패션에서의 효율 단위의 반복성

은 필수기능인 솔기와 다트 등을 비롯한 구성선 없이

동일한 모티브의 반복을 통한 의복의 구성과 단추, 지

퍼, 주머니, 주름 등의 디테일이나 소재 자체의 변형을

통한 디테일을 이용한 효율 디테일의 반복으로 나타난

다(Fig. 8).

(4)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패선에서의 물성은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며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이란 소재의 특징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

로 소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체크 패턴의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이너의 테크닉적

감각을 보여주거나 패턴 소재의 제한적인 사용을 통해

고급 기성복의 면모를 강조한다(Fig. 9). 환원성에서의 패

턴 소재는 stripe, check, plaid 소재로 정의한다. 또한 독

특한 소재를 개발하여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강조하거

나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다트나 솔기가 없이도

몸에 꼭 맞는 편안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으며, 환편

기를 이용하여 편직된 니트를 이용하여 하나의 원통형

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다.

Fig. 6. Chago Ralph 

Rucci. 2003 F/W.

From first VIEWKOREA.

(2003).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7. Calvin Klein.

2008 F/W.

From first VIEWKOREA.

(2008).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8. Prada.

2010 S/S.

From 

firstVIEWKOREA.

(2010a).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9. Vivienne

Tom. 2005 F/W.

From 

firstVIEWKOREA.

(2005).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10. John Ribbe.

2006 F/W.

From 

firstVIEWKOREA.

(2006). http://www.

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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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기능적 공간성

패션에서 다기능이란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의 의복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의 특성

상 하나의 기능적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다기능적 공간

성에는 먼저, 한정된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여 의복을 다

양한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약간의 조작을

통하여 다른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한 형태가 있으며,

그 예로 지퍼의 개폐로 착장자의 기호에 따라 부피와 디

자인을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Fig. 10). 또한 하

나의 디자인에 단순한 의복 이상의 기능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옷, 가방, 모자 등 기능이 구분되는 서

로 다른 아이템의 조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

능을 지닌 아이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

(Table 2).

IV. 건축과 패션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비교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은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

해 반드시 실용성이 내포되어야 하며 이에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건축과 패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의 특

성을 분류하여 패션에 적용시켜 보았다. 건축과 패션은

물론 같은 개념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과 패션의 기능주의적 미

니멀리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일부분 서로 다른 접

근방식이 필요하며, 각각의 개념은 같으나 그 표현이 다

른 것 또한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건

축과 패션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의 특성에 관한 비

교를 통해 논의해보겠다.

1. 구조의 단순성

단순한 형태를 구현해 낸 미니멀리즘적 특성 속에서

기능주의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구조라는 기능에 주목

하게 된다. 구조란 전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이 결합하

는 관계로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루는 형

성 양식을 의미한다. 건축에서 구조는 건축의 존재양식

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건축물이 형태를 유지하

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일컫는다. 건축에서의

구조의 단순성은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형태이자 장식

이 되며, 다른 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조만 부각시키는 형

태로 나타난다. 이전의 구조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존

재하는 숨겨진 존재였다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에서

는 구조 자체가 형태가 되고 장식이 되어 겉으로 분명

하게 드러난다(Fig. 11). 패션에서 구조란 건축에서의 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의복을 구성하는 구성선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일컫는다. 의복에서의 구성선은 이차원의

소재를 삼차원의 인체 위에 형상화하기 위해 가장 필수

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평면인 소재를 공간의 형태로 만들

기 위해 필연적으로 구성된다. 의복의 구성선은 신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체 구조의 특징에 부합되

어야 하는 요소로 이는 패션의 기능주의적 측면과 직결

된다. 패션에서의 측면에서 분석한 구조의 단순성이란

몸에 맞추어 만들어진 장식 없는 디자인에서 구성선만

을 부각시킨 것으로 미니멀한 패션의 장식적 한계에서

필수조건인 구성선의 창의적인 형태 자체가 장식의 역

Table 2.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minimalism in fashion

Category Characteristics

Simplicity in structure

The structure is a shape and a decoration

A designer's original design line

Stressing the structure of an area

Unitarity pursuit of economic value

Simplified process of economic effects

Patterns for mass production

Simplification of process

Repeatability in an efficiency unit

Decorations through the repetition of functional units

The same types of motives are used as a material

Repetition of detail

Reducibility stressing a property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are used in design

Pattern materials (stripe, check, and plaid), elastic materials, and knitwear

Multi-functional spatiality

Expand functions in a limited space

Clothes that can be changed into a different design

Clothes that can be changed into an item with a differen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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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요

구된다(Fig. 12).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 삼차원성이 기본

개념을 이루며, 합목적성 추구라는 건축과의 공통점을

지닌 서양의복구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2. 경제성 추구의 단일성

두 번째 특성인 경제성 추구의 단일성은 대량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입방체를 사용하여 모든 은유

적인 의미를 제거한 뚜렷한 사각형의 단일한 외관은 경

제적이고 대량생산에 적합한 형태이다. 경제성 추구를

위한 단일성은 동일한 평면과 균질적인 구조로 부재의

규격화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기계 생산이 가능해지고

대량생산을 위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등장한 단일한 형태의 건축물

은 대량으로 보급시키기에 적합한 형태의 동일하고 균

질적인 구조로 나타난다(Fig. 13). 규격화된 형태는 빌딩,

아파트 등 많은 곳에서 경제성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채

택되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도시 환경을 형성하였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 기계생산이 보편화되면서 하나하

나 손으로 만들던 패션업계에도 기계생산을 통한 대량

생산의 붐이 일어났다. 대량생산을 통해서 원가는 절감

되고 단일한 형태의 의복생산이 극대화되었다. 이에 기

계공정과 단순화된 노동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

적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획일적인 대량

생산 패턴이 등장하였고<Fig. 14>, 공정과정을 최소한

으로 줄여 단순화시키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낭비를 최

소화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였다.

3. 효율 단위의 반복성

조형적 반복성은 단순성 사이의 관계적 법칙을 통해

단순하지만 다양성을 추구한다. 효율 단위의 반복성은

기능적 유닛의 반복을 통해 단순하고 획일적인 형태에

서 탈피하고 장식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근대적

보편성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한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반복을 통해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건축물

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접목시킬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각적 측면에

서의 장식효과도 누릴 수 있다(Fig. 15).

그러나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큰 건축에 비해 패션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고 신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활

동해야하는 등의 제약을 가지며 이에 동일한 유닛의 반

복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진다. 신체의 움직임은 유기

적인 곡선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단위는 기하학적인

유닛으로 근본적 형태가 다르므로 신체의 움직임과 더

불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 의복의 특성상 유닛화된

형태는 기능적인 의복에 제한을 가지며 미니멀하면서도

기능적인 형태로 적용되기가 힘들다. 그러나 기하학적인

Fig. 11. Neue Nationalgalerie, Berlin. (1968). Mies van

der Rohe.

From Glancey. (2003). p. 226.

Fig. 12. Narciso Rodriguez.

From Mears. (2009). p. 92.

Fig. 13. Lake Shore. 

Drive Apartments, 

Chicago. (1951).

Mies vander Rohe.

From Glancey. (2003). p. 187.

Fig. 14. Jil Sander. 

2000 F/W.

From firstVIEWKOREA.

(2000). http://www.

fir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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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매우 작거나 반복되는 단위의 소재가 매우 부드

럽거나 신축성이 있다면 오히려 의복에서 다트나 솔기

없이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장식적인 기

능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상복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

능한 기능화된 단위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 예로 직물을

특정한 단위로 만들어 이를 연결하여 의복을 구성하거

나 모피와 같이 불규칙하고 크기가 제한적인 소재를 작

은 단위의 형태로 만들어 연결하면 규칙적인 형태로 크

기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Fig. 16).

4.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

고 각각의 재료의 특성도 다양해지면서 건축과 패션에

서는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을 디자인에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여 물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환원성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에

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건축에서의 재료적 측면을 강

조한 환원성은 재료를 완전히 다른 재료로 둔갑시키지

않고 본래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전개된다. 건축에서는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의 중시라는 면에서 볼 때 콘크

리트의 축조성을 살펴 볼 수 있고 재료를 변형시키기 않

고 본래의 물성을 유지하는 비물성화 차원에서 볼 때 유

리의 사용에 주목할 수 있다(Fig. 17). 패션에서는 소재

의 특징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소재의 특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색의 경사와 위

사로 짜여 직물의 구조가 노출된 패턴 소재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재단 테크닉을 보여주거나 패턴 소재의 제한

적인 사용을 통한 고급화를 강조할 수 있다(Fig. 18). 또

한 환원성은 신축성 소재를 이용하여 다트가 없이도 충

분히 몸에 편하게 입혀지는 단순화된 패턴, 환편기로 편

직되는 니트의 물성을 이용하여 다트와 솔기가 없는 튜

브형태의 디자인 등으로 나타난다.

5. 다기능적 공간성

기능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공간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공간성의 측면에서

건축과 패션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미니멀적 특성을 가

진 건축의 디테일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채 기능에 충

실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은 함축적인 표

현을 위한 공간에 주목하여 다기능을 내포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간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는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였다.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실내 공간을

매우 능률적으로 조직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new ways

to live)을 보여주고 있다(Fig. 19). 이러한 다기능은 최소

Fig. 15. San Cataldo

Cementery. (1971).

Aldo Rossi.

From Moneo.

(2008). p. 147.

Fig. 16. Versace.

2010 S/S.

From firstVIEWKOREA.

(2010b).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17. National Library

of France. (1996).

Dominique Perrault.

From ANnews. (2006).

http://blog.naver.com/draegon3

Fig. 18. Jil Sander. 

2004 F/W.

From firstVIEWKOREA.

(2004).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19. Weissenhofsiedlung. (1927).

From Giedion. (1941/2000).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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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최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로 인한 경제성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양할 수 있는 건축은 공간의 활용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

서 다기능을 내포한 공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패션

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활용이 가변성이라는 주제로 등

장한다. 가변성은 미니멀한 디자인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여 약간의 조작을 통해 의복을 다른 디자

인으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상체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조작, 변형시켜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

운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Fig. 20). 그러나 미니멀리즘

의 조형적 특성상 의복이 아닌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변

형하는 형태는 여성복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남성복에서

는 다수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 폴리우레탄 소재의 자켓

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팔걸이의자(armchair)로 변형되

는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Fig. 21). 전혀 다른 아이템

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남성복이 더 적절한 이

유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곡선이 적은 직선적인 남

성의 바디 실루엣과 의복의 형태에 있다. 앞으로의 연구

를 통해 여성복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이 개발이 된다면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패션에서의 더 효과적인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able 3).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건축과 패션

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과 차이점을 살

펴보았다. 건축과 패션은 구조의 단순성과 경제성 추구

의 단일성,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에서 개념적으로 유사

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구조의 단순성에서 삼차원의 형

을 구성하기 위한 기하학적인 선의 요소가 디자이너에

의해 독창적으로 표현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는

동시에 장식적 효과도 누리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해

단일화되고 규격화된 패턴을 채택하고 경제성 추구를

위해 공정 과정의 최소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다양한 신

소재의 발달로 물성을 강조한 환원성 또한 건축과 패션

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효율 단위의 반복성에서는 스케일의 차이와

기본 형태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패션과 건축에서는 서

로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또한 다기능적 공간성에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과 지극히 개

인적으로 하나의 인체에만 입혀지는 패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기능의 개념을 각각에 적용시켜 그 차이를

두고 이해해야한다. 또한 패션의 다기능적 공간성에서

의복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변형 가능한 디자인이 남

성복과 여성복의 형태적 특성상 남성복에서는 많이 등

장하지만 여성복에서는 찾기 힘든 점에 주목하여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건축과 패션분야의 차이점

때문에 기능주의적 미니멀리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는 스케일이나 동시 사용자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방식

이 필요하였으며, 구조의 단순성처럼 각각의 개념은 같

으나 그 표현이 다른 것 또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서로의 학문에 접

Fig. 20. Butter by Nadia.

From Butter by Nadia. (2011). http://www.shopbutterbynadia.com

Fig. 21. C.P. Company. 2001 S/S.

From Bolton. (2002). 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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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였으며 건축과 패션의 비교 연구에 관한 기준을 제

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건축과 패션의 비교 연구를 통

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구현 능력이 요구되는 하

이컨셉 시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축과 패션의

상호 연구에 관한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후의 연구에서는 남성복에서의 기능주의적 미니멀리

즘 사례를 연구하거나, 미적으로 우수한 형태를 찾기 힘

들었던 단일성에 비해 그 가능성이나 사례가 풍부하였

던 구조의 단순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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