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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the clown, which has been a source of continuous inspiration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fashion and art over a long period,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clown that appear in modern fashion were derived; then, base on this,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ing 
the design of a jewelry was presented. This study goes beyond typical jewelry designs such as necklaces and 
earrings that borrow the image of a clown and introduces new types of ear pieces over the eyes and ears 
that express emotions such as tears and smiles of the clowns, as well as mouthpieces worn by biting the 
mouth. The sadness of clowns, who always have to smile to amuse other people, and their performance of 
dangerous acrobatics have been the main inspirational elements for the jewelry collec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work will be a concrete and differentiated help for fashion product planning in that it of-
fers a method for the entire process of creative design, material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 the jewelry 
field, where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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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현대 패션과 예술 분야에서 광대와 서커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

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르누와르(Renoir), 조르주 쇠라

(Georges Seurat), 툴루즈 로트렉(Toulouse Lautrec),

제임스 티소(James Tissot)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

그리고 패션디자이너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

parelli)의 1938년 컬렉션에서 당대 예술가들의 눈

에 비친 광대의 미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21세기에도 사진작가 신디 셔먼(Cindy Sherman)

의 작품들, 디자이너 가레스 퓨(Gareth Pugh)의

2006 F/W컬렉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2008 F/W컬렉션 그리고 2019년 영화 조커
(Joker) 등에 이르기까지 광대의 그로테스크한

미와 신비로운 복합적 감성은 패션과 예술계에 지

속적인 감흥을 주고 있다.

광대에 관한 연구는 패션 분야보다는 주로 인

문사회 혹은 영상이나 미술사학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주로 셰익스피어 희극

에 나타난 광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것으로 편

중되어 나타났고(Choo, 1998; Kim, 2007; Park,

2018; Ryu, 2015; Yu, 2011), 풍속화에 등장하는

광대의 이미지(Shin, 2020) 혹은, 최근에는 영화

조커에 관한 연구(Kim, 2020; Lee, 2020; Song,

2020) 등이 있었다. 한편 패션과 관련해서는 컬렉

션 의상에 나타난 광대적인 요소를 분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셰익스피어 희극에 나타난 광대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극중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

정을 표출하고, 귀족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광대의 특권에 대해 언급하였고, 새로운 사

회에 등장한 미세한 현상들을 표현하는 광대의 캐

릭터에 주목하였다(Ryu, 2015). 즉 광대는 무대와

현실의 경계 위치에서 놀이를 통하여 다성적 목소

리를 냄으로써, 봉건주의와 기독교에 의해 엄격하

게 통제되었던 대중들에게 웃음을 통해 해방과 자

유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Yu, 2011). 또한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타난 광대 의상은 19세기에

는 중세시대 궁정광대 의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나

타난 반면, 20세기에는 작품이 제작되는 시기의 패

션경향과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따라 현대적 재해

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ark, 2018).

현대 패션에서 액세서리는 더 이상 별개의 소

품이 아니라 트렌드를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

계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Kim, Yoon, & Lee, 2014). 그러나 패션제품 개

발에 관한 학계의 연구현황은 여전히 의상디자인

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액세서리 디자인의

개발과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Nam,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광대의 이미지와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그

치지 않고, 그 표현특성을 바탕으로 패션 주얼리

디자인을 전개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광대의 역사와 배경을 고찰한

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광대의 표현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주얼리 제품의 콘셉트 설정 및 디

자인개발과 실물제작의 전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귀걸이, 목걸이 등 기존의 전형적

인 신체 부위를 장식하는 액세서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감각의 모던 주얼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의상에 비해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주얼리 분야의 제품기

획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Davison(2013)의 Clown과 같

은 광대에 관한 전문서적과 여러 선행연구 그리고

인터넷 백과사전 Britannica, Wikipedia 등을 바탕

으로, 광대의 개념과 역사의 시대별 변화와 특징

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신문기사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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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서 광대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실루엣과 소재,

패턴 그리고 디테일 등을 도출하였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2개의 주얼리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고,

이미지 맵을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각 콘셉트

별 3개씩 총 6개의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일러스

트레이션과 도식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중 1개의 작

품을 선정하여 실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광대의 개념과 역사

광대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

지 않지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는 이를 팬터

마임과 서커스의 친숙한 코믹 캐릭터이자, 독특한

메이크업과 의상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난, 폭소

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물로 칭한다

(Clown, n.d.). 16세기 영국에서 광대는 교양 없고

무례한 패션을 하고 신사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들을 지칭했는데, Davison(2013)의 저서에 소개된

광대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사회적

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추구 혹은 자유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진실한 자아에 대한 완전한 수용

상태로 묘사되기도 했다. 한편 신조어 패션광대

(Fashion Clown)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념이

나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사회의 엘리트들이 유

행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따르며 자신을 모순

하는, 세속적인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을 일

컫는다. 이들은 도심에 거주하며 스타벅스의 카페

라떼, 브라이틀링 시계와 검은색 안경테에 터틀넥

을 입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며, 환경을 보

호한다는 열망을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

인다(Fashion clown, n.d.). 이처럼 21세기 현대의

광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역할 이외

에, 실제 마음이나 상황과는 다르게 타인에게 보

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광대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에 처음 등장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로마에서도 광대가

등장했으며, 중세에는 제스터(jesters)가 있었는데

<Fig. 1>, 이들의 의복은 누더기뿐만 아니라 나뭇

잎과 다른 천연 물질들로 이루어진 양식화된 패치

워크였다(Lee, 1995). 한편 이탈리아 인들은 르네

상스 이후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즉흥극인 코메디

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를 유행시켰는데,

이중 셰익스피어 극의 광대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

한 광대였다(Davison, 2013). 중세와 르네상스 시

대의 광대는 주로 왕이나 귀족에게 고용되어 유흥

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모

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행을 막아준다

는 당대의 믿음 때문이었고, 광대를 집에 두는 것

이 보편적이었다(Kim, 2007). 16세기 말에서 17세

기 초는 지배층과 인문주의자들 간에 마찰이 일어

나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나타난 르네

상스 시대였는데,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가

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풍자하기 위하여 광

대 캐릭터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Ryu, 2015). 전

문서적에 나타난 셰익스피어 광대의 의상과 모습

은 <Fig. 2>와 같다. 또한 광대의 전형적인 흰색

얼굴 메이크업은 17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했는데,

대머리와 밀가루로 희게 한 얼굴을 가진 프랑스

광대 피에로(Pierrot)의 캐릭터로 소개되었고, 점

차 부드럽고 감상적으로 변했다(Clown, n.d.).

Joseph Grimaldi는 진정한 서커스 광대의 가장 초

기형태로, 1805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고전

적인 트릭, 텀블링, 뱃놀이, 슬랩스틱을 전문으로

하고 “Joey”라고 불렸다<Fig. 3>. 19세기 말과 20

세기 초반에 서커스의 광대는 황금기를 보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퇴화되었지만, Lecoq와 그의

추종자들이 광대 짓을 예술 형태로 변모시켜 지금

은 연극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Davison, 2013).

한편 모던 광대 캐릭터인 Auguste는 독특한 메이

크업, 화려한 가발, 과장된 신발 및 화려한 옷이

특징이었고<Fig. 4>,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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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많은 청중을 즐겁게 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Clown, 2021).

20세기의 위대한 광대로 불리는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늘

힘들고 소외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비극적

인 현실을 오히려 코미디로 표현하며 전 세계 사

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Fig. 5>. 한편 21세기에는

광대의 그로테스크한 특성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

였는데, 주로 영화나 패션컬렉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9년 영화 조커의 주인공은 웃음을

가면이자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하층민인데<Fig.

6>, 이는 이방인인 조커의 생존을 위한 웃음이자,

소외받는 대상으로서 내재된 분노가 표출된 것이

었다(Song, 2020). 즉, 21세기 현대판 광대인 조커

는 일종의 불문율을 깨고, 개인, 가정, 사회적 문

제로 발생한 악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기도

했다(Lee, 2020).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

래된 웃음거리로 여겨지는 광대는 다른 사람이 아

닌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신분, 직업, 계

급 등의 외부적 속박 혹은 내적 본질로부터 자신

을 해방시켰고, 삶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

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Yu, 2011). 광대는

긴 세월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현

실과 무대, 가상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기에 예술과 패션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존재하는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Fig. 1> "Keying
Up": The Court
Jester by Chase,

W. M. 1875
(Jester, 2021)

<Fig. 2>
Shakespearean

Clown
(Davison, 2013,

p. 22)

<Fig. 3> Joseph Grimaldi as the clown in Harlequin
Padmanada, 1811
(Tikkanen, n.d.)

<Fig. 4> Les Rossyann,
white clown and clumsy
Auguste from France

(Clown, 2021)

<Fig. 5> A scene from “The Kid.”
(Yim, 2021)

<Fig. 6> Joaquin Phoenix as the “Joker”
(Hym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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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광대의 표현특성

현대 패션에서 광대의 이미지는 일정한 상징에

의해 정형화되어있다. 울긋불긋한 재킷, 방울이나

뿔 달린 모자, 방울이 달린 지팡이 그리고 스트라

이프, 도트패턴, 체커보드 패턴, 컬러 블로킹, 넓은

피에로 칼라 등이 그것이다(Hwang, 2013). 한편

19, 20, 21세기의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타난 광대

의상의 특징은 중세시대 궁정광대 의상을 기반으

로 한 나귀의 귀(Asses’ Ears)나 수탉 볏(Cock’s

Comb)의 형태, 풀렌느(Poulaines), 호즈(Hose),

파티칼라(Parti-Colored), 종(Bell) 등으로 나타났

다(Park, 2018). 오늘날 광대의 패션으로 언급되

는 여러 요소들은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그 유래를

유추할 수 있다. 1096년~1270년경의 십자군 원정

은 여러 가지 유행의 계기가 되었는데, 다양한 민

족이 모임으로써 의상에 대해 예민한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사치를 가져다주었으며, 새로운 욕구들

이 형성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였던 것이다(Von

Boehn, 2000). 특히 슬래쉬(slash)는 십자군 전쟁

때 군복에 난 칼자국이었는데, 찢어진 틈 사이로

여러 다른 색상의 원단이나 흰색 슈미즈가 보이게

착용하는 등 사치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화려하

게 유행하였다(Chung, 2001). 1500년대 초에는 이

처럼 옷감에 슬릿을 내어 안감을 끄집어낸 슬래싱

(slashing)이 보편화 되었고, 독일에서는 그 과장

이 극단에 이르러 양쪽 다리가 다른 색상 으로 된

태피터에 슬래시를 넣은 호즈가 있었다는 역사기

록도 남아있다(Laver, 2005). 이처럼 두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진 옷을 미파르티(Mi-parti)라고 하

는데, 이 유행은 오토 대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고,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 대

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남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널리 퍼졌다(Von Boehn, 2000). 한편 Shin(2016)

의 저서에서는 미파르티의 기원을 14세기경으로

언급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을 가문의 특징을 나

타내려한 귀족들의 계급의식 때문이며, 이들이 하

인에게도 가문을 나타내는 제복을 입도록 한데서

생겨났다고 보았다(Shin, 2016). 미파르티는 처음

에는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는데, Brown(2012)

의 저서에도 1364년경 중세 남성의 바지였던 호스

(hose)와 1375-1385경 여성의 드레스 꼬따르디

(cote-hardie)에 색상이 반씩 다른 스타일이 있었

음이 언급되어 있다. 미파르티는 16세기 말에 이

르러서야 유행이 잦아들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광

대의 의상에 남아있다.

패션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이 표현한 광대의

이미지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션

역사 애호가들에게 서커스 광대는 엘사 스키아파

렐리(Elsa schiaparelli)가 1938년에 보여준 컬렉션

을 떠올리게 하는데<Fig. 7>, 그녀는 서커스에는

디자이너와 예술가 모두를 매료시키는 많은 감정

을 투사할 수 있는 피에로의 모습이 있다고 언급

하였다(Borrelli-Persson, 2019).

Circuses have many dazzling sideshows, some of
which Schiap referenced, but it’s the figure of
Pierrot, the beruffed character onto whom it’s pos-
sible to project many emotions, that continues to
fascinate designers and artists alike(para. 3).

또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01년 가을 컬렉션에서 우울한 빅토리아 광대를

찢어진 레이스와 얇은 명주 그물 가운과 해체된 수

트로 표현했다<Fig. 8>. 가레스 퓨(Gareth Pugh)

는 2006년 컬렉션에서 블랙과 골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바디 수트와 코트 그리고 폭발적인 러프와

폼폼 장식을 초현실적으로 선보였으며, 크리스티

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7년 가을 컬렉션에서 파스텔 새틴

페플럼 수트와 복숭아색 러프로 완성된 피카소의

“Young Harlequin”을 재현한 것 같은 복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Friedman, 2016).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중 한 사람인 신디 셔먼

(Cindy Sherman)은 ‘셀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도 전에 이를 예술의 한 형식으로 만들며, 패션에

대한 관심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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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메이크업 및 디지털 사진을 통해 과장되거

나 그로테스크한 캐릭터를 연구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는데, 2003년부터 ‘광대’ 시리즈를 시작했고

<Fig. 9>, 분장한 광대의 얼굴 뒤에 숨은 다양한

감정을 탐구하였다(Frost, 2016). 한편 그로테스크

한 여성, 오트 꾸뛰르의 코미디적인 면을 탐험하

면서 정체성의 돌연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광대의 타고난 괴로움을 끔찍한 공포로 표

현했다(Frost, 2016). <Fig. 10>은 2014년 루이비통

(Louis Vuitton)의 Celebrating Monogram 프로젝

트의 일부인데, 신디 셔먼의 광대시리즈에서 영감

을 얻어 광고와 가방제품을 선보였다.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2019년 컬렉션에서도 행복하면서도 슬픈

광대의 이중적인 모습이 메이크업을 넘어 주름디

테일과 할리퀸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의상

으로 표현되기도 했다<Fig. 11>.

이처럼 광대는 독특한 감성으로 세상사와 시대

를 풍자하고, 놀라움과 재미 그리고 애환을 함께

표현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패션에 지속적인 영감

이 되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현대 패션

에 나타난 광대의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실루

엣은 호스 팬츠처럼 타이트하거나 크게 부풀려 과

장된 팔다리의 형태를 보였는데, 이는 수탉의 볏

이나 나귀의 귀처럼 늘어지거나 풀렌느처럼 뾰족

하고 긴 스타일이었다. 패턴은 스트라이프나 도트

패턴, 체커보드 패턴, 다이아몬드 컬러 블로킹 등

이 사용되었고, 여러 색이 혼합된 파티컬러가 사

용되거나 슬래쉬로 장식된 타입이 있었다. 또한

러프컬러나 빨간 코 장식을 하기도 하고, 본래의

피부와 다른 과장된 하얀 색상으로 피부색을 표현

하고,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숨기거나 눈코입

보다 크게 메이크업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Expressive Characteristics

Silhouette
- Tight(Hose)
- Exaggerated(Poulaines, Cock’s Comb, Asses’ Ears, Peplum or Bell Shape)

Material &
Pattern

- Pompom, Stripe & Dot & Checkerboard pattern, Diamond color blocking
- Parti-Colored, Slash

Detail
- Ruff collar, Red nose
- Exaggerated skin color & Makeup that hides emotions
- Funny, stupid, scary or grotesque appearance

<Table 1> Formative Beauty of Clown

<Fig. 7> The Circus
Collection, Elsa
schiaparelli, 1938

(The circus collection, n.d.)

<Fig. 8> Alexander
McQueen, 2001

(Friedman, 2016)

<Fig. 9> Cindy
Sherman’s Clown
series, 2003-2004
(Frost, 2016)

<Fig. 10> Celebrating
Monogram: Cindy
Sherman, 2014

(Louis Vuitton, n.d.)

<Fig. 11> Christian
Dior, 2019

(Borrelli-Perss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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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상사와 시대의 감성을 풍

자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포용하는 특성을 보였

다. 연구결과로 도출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광대

의 표현특성은 <Table 1>과 같다.

Ⅲ. 광대의 미적 모티브를 이용한
주얼리 디자인

1. 콘셉트 설정 및 이미지 맵 작성

본 연구에서는 광대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표현

특성을 바탕으로 주얼리 디자인을 위하여 “The

Night Circus”라는 대표 타이틀을 설정하고, 이를

두 가지 콘셉트로 나누어서 제품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콘셉트는 “Hiding Trueself”라는 주제이

고,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

게 하기위해 항상 우스꽝스럽거나 웃는 얼굴을 하

고 있는 광대의 표정 그리고 그 이면의 서글프고

슬픈 이중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 콘

셉트 “Suspended Reality”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 공중에 매달리고, 칼을 삼키는 등의 현실에서

는 겪기 힘든 잔인한 상황에서도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위험을 감수하고 곡예를 하는 광대의

애환을 표현하고자 했다.

<Fig. 12> Concept 1. Image Map
(Pinterest, n.d.-a; Pinterest, n.d.-b; Pinterest, n.d.-c; Pinterest, n.d.-d)

<Fig. 13> Concept 2. Image Map
(Pinterest, n.d.-e; Pinterest, n.d.-f; Pinterest, n.d.-g; Pinterest, n.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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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디자인을 위한 콘셉트 1 “Hiding Trueself”

의 이미지 맵은 <Fig. 12> 그리고 콘셉트 2

“Suspended Reality”의 이미지 맵은 <Fig. 13>과

같이 표현하였다.

2. 컬러선정 및 소재개발

광대의 감정과 애환 그리고 서커스의 환상을

주얼리로 표현한 본 연구의 디자인에는 전형적인

액세서리인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아이템을 넘어

마우스피스, 아이피스 등 독특한 감각을 지닌 신

체장식 유형의 창의적인 신개념 제품이 포함되었

다. 주얼리 디자인을 위한 주요컬러는 black, red,

gold를 선정하였고, 소재는 금, 메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체인, 투명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었다

<Fig. 14>.

<Fig. 14> Material and Color for Jewelry Design

<Fig. 15> Mate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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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커스 곡예사와 인간 다트의 위험하고 극

단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적인 형태의

검 디테일을 실물 제작하였는데, 메탈을 연마하고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서 표현하였다<Fig. 15>.

3. 주얼리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 콘셉트 1: Hiding Trueself

항상 웃어야하는 광대의 슬픔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포용하는 광대의 특성을 디자인 요소

로 사용하여, 눈과 귀에 걸쳐지는 새로운 개념의

이어피스 그리고 입에 물어 착용하는 마우스피스

디자인으로 눈물과 미소를 디자인했다<Fig. 16>.

2) 콘셉트 2: Suspended Reality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

수하며,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광대의 아슬아슬

한 현실과 아픔을 주얼리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Fig. 17>.

<Fig. 16> Concept 1. Jewelry Design (1-1; 1-2; 1-3)

<Fig. 17> Concept 2. Jewelry Design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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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얼리 디자인 도식화 및 실물제작

도식화는 모든 패션 제품을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

수적인 설계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고 추상적

인 6개의 주얼리 디자인에 대해 실물 제작 가능하

도록 도식화를 제시하였다<Fig. 18-23>.

이 중 실물제작을 위하여 콘셉트 2의 첫 번째

디자인을 선택하여<Fig. 21>, 실물 프로토타입을

<Fig. 18>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1-1 <Fig. 19>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1-2

<Fig. 20>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1-3 <Fig. 21>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2-1

<Fig. 22>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2-2 <Fig. 23> Flat Sketch of Jewelry Desig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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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Fig. 24>.

<Fig. 24> Jewelry Prototype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과 현대 패션 분야에서 오

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어온 광대

의 역사와 배경을 고찰하고, 광대의 패션에 나타

난 표현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형

적인 액세서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감각

의 모던 주얼리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한

광대 패션의 표현특성은 호스 팬츠처럼 타이트하

거나 크게 부풀려 과장된 실루엣, 수탉의 볏이나

나귀의 귀처럼 늘어지거나 풀렌느처럼 뾰족하고

긴 스타일로 나타났다. 소재로는 스트라이프나 도

트, 체커보드 패턴, 다이아몬드 컬러 블로킹 등이

사용되었고, 여러 색이 혼합된 파티컬러, 빨간 코

장식, 러프컬러나 슬래쉬 장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본래의 피부와 다른 과장된 하얀 색상을 칠

하거나, 본래의 눈코입보다 크게 메이크업을 하거

나, 기쁨과 슬픔 같은 감정을 숨기는 경향으로 나

타났다. 광대는 오랜 세월동안 여러 문화에 다양

한 모습으로 존재해왔으며, 시대의 감성을 풍자하

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포용하는 매력을 지녔기에

예술과 패션분야에 지속적인 영감을 주고 있는 것

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주얼리 디자인의 콘

셉트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광대 표정 이

면의 서글프고 슬픈 감정 그리고 공중에 매달리거

나 칼을 삼키는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곡예를 하는 광대의 애환이었다.

이는 그동안 주로 광대의 옷차림이나 메이크업과

같은 외관을 차용했던 전형적인 패션 디자인 방식

을 넘어, 광대의 눈물과 미소, 애환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디자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또한 귀걸이나 반지 등의 일반적 주얼

리를 벗어나, 눈과 귀에 걸쳐지는 이어피스 그리

고 입에 물어 착용하는 마우스피스 등의 새로운

개념의 주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의상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주얼리 디자인 분야의 창의적인 콘셉트 설정, 디

자인과 소재개발 그리고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기획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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