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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 비교 연구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을 심으로-

이 민 선

서울 학교 학원 의류학과

신,새로움,변화를 요한 가치로 여기는 패션에서 ‘창의성’은 경쟁

력의 근원이고 가장 요한 열쇠이다.21세기 정보 통신의 발달은 신소

재와 신기술의 공유를 가져와,패션 제품 간의 기술 격차가 격하게

어들었다.표 화된 패션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패션디자이 의 술의

지와 상상력이 더해진 창의성이 차별화의 핵심요소로 더욱 강조되고 있

다.본 연구는 패션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패션디자이 들의 창의성 발

요인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와 하워드 가드 (H.

Gardener)의 통합 인 을 심으로 고찰하 다.패션디자이 의 개

인 인 특성과 재능과 함께 패션 역 내에서 사회·문화 체계에 반응하

고 술의지와 철학을 표 하는 방식,새로운 디자인의 가치가 평가하는

장과의 계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창의성의 일반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정의

하고 분석의 모형을 개발하 다.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패션 시스템

에 속해있는 패션디자이 가 패션이라는 상징체계에 한 지식을 바탕으

로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동시 의 장에서 새로

움과 유용성을 인정을 받고 패션 역에 포함될 때 발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패션 역,패션

장으로 나 어 세부요인을 밝혔다.패션디자이 의 개인 특성요인은

인지 능력(기술,교양,사회성),비인지 능력(성격 특성,매력자본),

사회·심리학 요인(가족,성 정체성,결혼,건강)이다.패션 역의 창

의성 발 요인은 패션디자이 의 주요 창작품과 패션의 사회·문화 맥

락인 시 정신,사회구조,기술 측면과의 상호 작용과 디자이 의 창조

물이 역의 일부로 편입되는 패러다임이었다.패션 장은 패션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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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을 하거나 패션 창조에 향을 주는 문지기들로,패션 에디터,바이

어,패션 교육자,패션디자이 ,투자자,비즈니스 트 ,패션모델,고용

인,패션 큐 이터 등 패션업계 종사자들과 패션 선도자로 구성되었다.

둘째,앞서 개발한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의 모형을 이용하여 오

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창의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사회성,기술의 인지

능력,야망성,독립성의 성격 특성,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여성의

종속 인 존재로 머물게 하는 과시 인 패션에 반발해,남성복의 실용성

을 도입한 기능주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다수의 애

인,아방가르드 술가 집단,미국의 패션 에디터와 바이어가 창의성 발

을 지지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에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이 합해져 패션의

부분의 실루엣을 창조하 다.상업주의를 거부하고 순수한 형태미 구

에 몰두한 발 시아가의 신 인 의복구성 형태는 패션 에디터,동료

디자이 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크리

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사회성,교양,기술 등의 고른 인지 능

력의 소유자로 개방성과 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쟁

후 패션의 침체기에 실도피 인 로맨티시즘 의상의 패러다임을 창조해

오트쿠튀르 통을 부활시켰다.라이선스 사업,기성복 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상업주의를 추구하 고 술가 집단,패션 언론의 극

인 지지를 받았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기술,사회성,교양의 인지 능력,

감수성,개방성의 성격 특성,높은 매력 자본의 소유자를 지녔다.시

의 흐름에 따라 남성복,스트리트 패션, 술 작품,각국의 통의상에서

감을 받은 폭넓은 작품 활동으로 패션의 모든 스타일을 창조하

다.패션 언론,비즈니스 트 의 지원을 받았으며 수많은 후 디자이

의 추종을 받았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사회성,교양,기술

의 높은 인지 능력,개방성의 성격 특성,뛰어난 사회 표 력이라

는 매력 자본을 가졌다.패션 시스템 변화에 따라, 타포르테 업계에

진출하고,샤넬 쿠튀르 하우스를 이끄는 등 기존 디자인하우스의 고유성

에 새로움을 가미하는 패션 용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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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은 술가 집단에게 감을 얻어 시 정신을 악하며 패션 선도

력을 유지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기술,교양

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토 로 기

존의 트 드에 반발,펑크 패션,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

더니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았다.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자

신의 스스로가 디자인하우스의 뮤즈가 되었다.부티크 디자이 시 에

는 은이 집단의 지지를 받았고 하이패션 디자이 로 성장한 후에는 패

션 에디터,패션 큐 이터 등에게 인정을 받았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교양,사회성의 인지 능력에 개

방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착용하기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을

요하게 여겨 1990년 이후 미니멀리즘 패션(Minimalism fashion),잇백

열풍,지 인 엘리트층을 한 ‘어 리 시크(UglyChic)’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시하 다.비즈니스 트 인 남편으로부터 정서 ,인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패션 에디터들의 지지를 받았다.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은 기술,교양,사회성의 인지 능력과 감수성,독

립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한 감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자서 인 표 주의 패션을 선보 으며 패션쇼의 행 술화를

통한 감정 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 다.그는 국의

인 미술가들의 향을 받았으며,그의 창작품들은 패션 에디터들

의 주목을 받았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사회성,교양의 인지

능력,개방성,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아름다운 외모,활

력,사회 기술 등 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의 팬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 고의류,팝 뮤직에서 감을 받아 그런지 룩을 창시하 으

며, 담한 차용을 통한 이면서 입기 쉬운 패션,패션디자이 의

엔터테이 화 등의 패러다임을 창조하 다.패션 에디터, 미술가,

로벌 그룹,패션모델, ,등의 지지를 받아 상업 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셋째, 패션 시 의 창의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구를 통

해 고찰한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 역, 장 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개인 요인 디자이 의 인지 능력은 시 의 흐름에 따라 강조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오트쿠튀르 시 는 기술이, 타포르테 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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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술,교양,사회성이 로벌 패션 시 는 요한 것은 옷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교양과 사회성이 강조되었다. 시

를 통하는 디자이 의 요한 개인 요인은 매력자본으로 디자이

들은 타고난 외모,성 매력,활력,개성 있는 패션 센스,사교술 등을

이용하여 패션 장을 매혹시켰다.이밖에 사회심리학 상황 특이사

항은 모든 남성 패션디자이 들이 동성애자 다는 이 있다.

패션 역의 창의성 요인을 살펴보면,패션디자이 들은 오트쿠튀르

하우스의 수습생활, 문 패션 교육 등을 통해서 패션 역 지식을 익히

고, 존하는 이데올로기에 반발하거나 극 동조하면서 새로운 산출물

을 제시하 다.9인의 패션디자이 의 창의 인 산출물은 패션 에디터,

바이어,패션 선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역으로 편입되어 패션

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패러다임은 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의 기능주의 패션과 같은 패션사조와 칼 라거

펠트(KarlLagerfeld)의 옛 디자인하우스 부활 등과 같은 패션 례를

포함한다.패션은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산업의 산물로,디자이 의 상업

주의에 갖는 은 창의 활동에 요한 향을 끼친다.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고유 스타일보다는 시

의 분 기에 주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 트 드 세

터로 자리매김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비

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등은 기술력이 뛰어난 디자이 들로 창조의 감을 자신의

기술에서 찾고 일 성 있는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한 모든 패션디자

이 들은 패션 역의 정보와 기술력이 집되어 있는 주요 패션 도시로

이동함이 확인되었다.

패션 장에서 시 를 걸쳐 패션디자이 의 성공의 요한 열쇠가

된 문지기는 패션 에디터 다.패션디자이 들은 사회성과 매력자본을

무기로 삼아 패션 에디터들과 극 으로 소통하 다.가 리엘 코코 샤

넬(Gabrielle“Coco”Chanel)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독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인 패션쇼,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과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사생활,미우치아 라

다(MiucciaPrada)는 술 재단 운 으로 항상 언론의 심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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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우스를 에게 각인시켰다.오트쿠튀르 시 와 타포르테

시 의 디자이 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디자인하우스를 열었

다. 로벌 패션시 에는 세계 마켓 상 로 사업을 진행해 막 한 비

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 복합기업들이 요한 투자자가 되었다.이

밖에 패션 시가 새로운 문화 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타포르테 시

와 로벌 패션 시 에는 패션 큐 이터라는 문지기가 추가되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와 하워드 가드 (H.

Gardener)의 이론을 기반으로 창의 인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

구를 진행한 결과 패션을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패션디자이

개인은 문제 을 발견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하고,수많은 산출물들

이 패션 장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의미 있는 패션 문화로 창출

됨을 확인하 다.패션디자이 는 창의성 발 을 해서 사회성,교양,

기술 등 인지 능력을 키우고,패션 역의 정보가 응집되어있는 곳으

로 이동하여 극 으로 패션 장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이 확인

되었다.

주요어 :패션디자이 ,창의성,인지 능력,매력 자본,패러다임,

패션 장,패션 시스템

학 번 :2009-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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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목 과 의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요한 요소

로 창의성(creativity)이 강조되고 있다.지식기반 사회에서 부를 창조하

는 핵심 인 자원은 풍부한 물 자원,노동,자본과 같은 통 인 생산

요소1)가 아니라 지식이다.산업 명 후 과학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의

강조로 상품의 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 고,비약 인 정보 통신의 발

달로 인해 세계가 첨단 과학 기술과 최신 정보를 빠른 시간에 공유하

게 되었다.그 결과 생산 기술이 보편화되는 상이 일어나 재는 표

화된 양질의 제품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었다.우수한 품질과 기술

력만으로 승부수를 낼 수 없는 무한 경쟁 시 에서 새롭고 유용한 고부

가가치를 지닌 산물을 창출해 내기 한 핵심요소로 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신지식은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기존의 경험,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 창출한 새로

운 가치를 가진 것이다.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신지식을 창출하는

주체인 인간과 독창 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요한 요소로 창의성

이 주목받고 있다.

창의성(Creativity)은 창조에서 생된 단어이다.창조(Creation)는 라

틴어의 ‘Creo(만들다)’를 어근으로 하는 ‘Creatio’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무에서 는 기존의 자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별명하며 새로운 것

을 만들고 산출하는 것을 뜻한다.2)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랫동

안 신비로운 신의 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창

의성을 ‘천재들의 비범한 재능’으로 계몽주의 시 의 학자들은 ‘개인의

놀라운 상상력의 발 ’으로 인식하 다.3)20세기 반 창의성에 한 연

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로버트

스턴버그(R.J.Sternberg)외 2인4)의 창의성에 한 정의가 가장 일반

1)정 섭,“지식기반사회에서의 성장 직업에 한 연구,”경기 학교 사회과학논총 5,

(2002):p.161.

2) 경원,『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창지사,2006),p.46.

3)강정하,“과학 창의성과 술 창의성 :지식의 성장으로서의 창의성에 한 사례

연구 과학 창의성의 타당화”(박사학 논문,성균 학교,2008),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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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들의 정의에 따르면,창의성이란

‘새롭고(독창 이고 기 되지 않은)질 으로 수 이 높으며 한(즉,

유용하고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다.즉,창의성이란 변하며 측할 수 없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막 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처리,활용해 독창 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생환을 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겠다.

21세기 패션산업도 제조업 심의 장치산업에서 과학 지식과 창조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환되고 있다.5)표

화되고 렴한 가격의 패션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패션디자이 들은 새

로운 아이디어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을 해 노력

하고 있다.패션은 일차 으로는 더 와 추 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사

회 ·문화 규범 내에서 자아를 표 하는 상징 인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으로,6)패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그러나 패션에서 창

조자인 패션디자이 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반 찰스 드

릭 워스(CharlesFrederickWorth)가 등장하고 오트쿠튀르의 탄생되면서

부터이다.패션이 착용자의 사회·문화 지 를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패션디자이 들의 ‘새로움’과 미 취미의 표 의 각축장이 되면

서 창의성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기계 기술 생산의 확 로 량 생산

이 가능해지고,정보 통신의 발달로 신소재와 신기술의 공유가 가능한

21세기에는 기술격차에 의한 제품 간의 차별화가 격히 어들면서 패

션상품이 갖는 신가치는 패션디자이 의 술의지와 상상력이 더해진

창의성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패션(fashion)의 어원인 라틴어 ‘시

오(factio)’와 창의성(Creativity)의 어원인 ‘크 오(creo)’가 ‘창조하다 혹

은 만들다’7)라 같은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패션에서의 독창 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

는 창의성은 경쟁력의 근원이고 가장 요한 열쇠이다.따라서 새로움과

변화를 축으로 하는 패션에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에 한 연구는 필

요하다.

4) 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창의성-그 잠재력의 실 을 하

여-』,임웅 옮김 (서울:학지사,2009),p.15.

5)문화체육 부, 구 역시,한국패션산업연구원,『 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

장기발 략 연구 용역 보고서』(서울:PFIN,2010),pp.216-217.

6)김민자,『복식미학 강의 2:복식미 엿보기』(서울:교문사,2004b),p.237.

7)김민자(2004b).op.cit.,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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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은 오랫동안 신비롭고 주 인 것8)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창의성 연구에 난색을 표하기도 하 다.본격 인 창의성의 연

구는 20세기 반부터 시작되었는데,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와 엘

리스 토런스(E.P.Torrance)와 같은 학자들은 창의성의 근원을 개인의

인지 능력으로 보고 창의성 발 에 필요한 지능에 한 연구를 진행했

다.9)창의성을 개인의 역으로만 한정지어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창의성의 두 거인 ‘새로움’과 ‘유용성 는 성’이

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평가와 인정 즉 ‘사회 확

인’10)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한 창의 인 인물도 그가 속

해있는 사회의 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다.따라서 최

근의 창의성의 연구는 창의성을 개인의 비범한 재능,천재성에 두는 것

이 아니라,사회 ·문화 향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경향으로

다차원 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창의 성취에 한 질

인 사례 연구를 통해,개인의 능력은 창의성 발 에 작용하는 요인의

일부로,“창의성이란 개인의 주 경험이 사회 역사 ,사회 문화 맥

락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 되는 것”11)이라고 하

며,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제안했다.칙센트미하이의 시스템 모델은 창

의성을 개인, 역, 장이라는 세 가지 시스템의 에서 살펴 창의성

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12)즉,창의성을 개인의 신비로운

재능,의지,성격과 같은 개인 인 요소로만 한정짓지 않고,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복합 인 사회와 문화 배경들의 체계를 함께 살피면서 ‘창

의성이란 어디에서 오는가’13)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하워드 가드 (H.

Gardener)는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창의성 연구의 주

요한 틀로 삼아 한층 정교화된 연구 방법을 제안하 다.가드 는 우선

개인의 발달 과정으로 시작하여 그 사람이 활동하는 특정한 상징체계인

역과 새로운 업 을 평가하는 문가 집단인 장에 을 맞추는 창

8)RobertW.Weisberg,『창의성:문제 해결,과학,발명, 술에서의 신』,김미선 옮

김 (서울:시그마 스,2009),p.4.

9) 경원.op.cit.,p.91.

10)MihalyCsikszentimihalyi,『창의성의 즐거움』,노혜숙 옮김 (서울:북로드,2003),p.

27.

11)강정하.op.cit.,p.20.

12) 경원.op.cit.,p.91.

13)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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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질 인 사례 연구 방법을 소개하

다.

신,새로움,변화를 요한 가치로 여기는 패션에서 ‘창의성’은 항상

요한 심의 상이 되어 왔지만 패션 역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발

되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최윤미14)는 20세기 후반의 창의

인 디자이 들을 선정해 그들의 창의 인 디자인 발상 과정을 살펴,새

로운 패션 디자인의 창조 발상 모형을 개발하고,패션 디자인의 창의

성을 개발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김윤경,박혜원15)의 연구는 창의

인 아이디어 발상을 패션과 연 지어 유형화하 다.성유정,유 선16)

의 연구와 김하림,유 선17)의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 이션에 나타난 창

의 표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공미선18)은 창의 인 패션디

자이 들의 작품을 선택하여 패션 디자인의 과정과 발상기법들을 살펴보

고 발상 기법 별로 분류하고 창의 인 패션 디자인의 조형미를 분석하

다.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창의성 연구는 부분 창의성을 한 발상 기

법 개발과 같은 개인의 역량 강화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

민선외 3인19)은 창의성 개발을 한 교육에 주목하여,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창의성을 보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다.그러나 아직 패션

역내의 창의성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19세기 말에 등장해 ‘인명 있는 복식사’20)를 이어가

고 있는 패션디자이 들의 창의성 발 요인을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통합 인 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한다.패션은 개인의 술 인 재

능과 기술의 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동시에 제조업자,도매업자,소

매업자, 매를 진시키는 홍보담당자,패션 에디터로 구성된 패션 시스

템이 제안하는 수익 창출을 한 상품이기도 하다.동시 를 사는 많은

14)최윤미,“패션디자인의 창조 발상과 모형개발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서울

학교,2001).

15)김윤경,박혜원,“아이디어 발상 유형화를 통한 창의 패션 디자인 개 로세스

연구,”복식 60,no.9(2010):pp.95-105.

16)성유정,유 선,“패션일러스트 이션의 창의 표 방법 연구,”복식 52,no.7

(2002):pp.13-25.

17)김하림,유 선,“패션일러스트 이션의 창의 표 방법 연구,”한국의류학회 26,

no.8(2002):pp.1153-1164.

18)공미선,“크리에이티 패션 디자인의 개 방법의 한 연구”(석사학 논문,숙명

여자 학교,2003).

19)이민선,이윤정,이 ,문 강,“해외 패션교육기 에서의 창의성 개발 교육사례 분

석,”한국의류학회지 35,no.7(2011):pp.748-760.

20)김민자,『복식미학 강의 1:복식미를 보는 시각』(서울:교문사,2004a),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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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패션 제품 혹은 스타일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용하고,다

른 동료 디자이 들에게 향을 끼쳐 다시 패션사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비로소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패션

디자이 의 개인 인 특성과 재능과 함께 패션 역 내에서 사회·문화

체계에 반응하고 술의지와 철학을 표 하는 방식,새로운 디자인의 가

치가 평가하는 장과의 계를 바탕으로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20세기와 21세기의 넓은 기간에 걸쳐있는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상

세히 분석하기 해서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오트쿠튀르 시 ,

타포르테 시 , 로벌 패션 시 로 구분하 다.오트쿠튀르 시 는 패

션디자이 가 무명의 재단사가 아니라 쿠튀리에로서 엘리트 패션을 선도

한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 까지이다. 타포르테 시 는 엘리트

심의 고 문화에서 소비문화로 환되기 시작되어 오트쿠튀르 패션

이 쇠퇴하고 타포르테 패션이 각 받기 시작한 1960년 부터 1980년

까지를 포함한다. 로벌 패션 시 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화가 이루어지고 패션계에서는 세계 각국 출신의 디자이 들이 거

로벌 패션 기업에서 활약하여 패션의 세계화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 부터 재까지이다.컴퓨터 명과 함께 인터넷이 생활

화되면서 온라인 패션 잡지,블로그와 같은 새로운 패션 미디어가 탄생

하 고,온라인 쇼핑을 통한 매,국제 생산 등 패션의 역과 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패션디자이 가 활약하는 무 인 패션 시스템의 변

화는 패션디자이 창의성에 발 에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오트쿠튀르 시 (1900~1950년 ), 타포르테 시

(1960~1980년 ), 로벌 패션 시 (1990년 ~ 재)로 시 별로 구분하여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

다.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살펴보기 해서 복식사에서 창의성을 인정받

은 20세기와 21세기 디자이 들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칙센트미하

이와 가드 는 각각 평균 연령 60세 이상의 창의 인물들이나 20세기

반에 창의 인 업 을 이룬 인물들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이와 같

은 연구 상의 선정은 창의 인 인물의 년기,장년기,노년기 등

생애를 고찰해 개인의 창의성의 발달 과정을 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반부에 활약했던 디자이 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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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반과 21세기 패션디자이 들의 창의성도 분석하기 해서

재 활동하는 은 디자이 들도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이 경우에는

패션디자이 들의 창의성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패션디자이

가 자신의 컬 션을 발표하거나,디자인하우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10

년 이상 활약을 한 디자이 로 제한해 설정하고자 한다.20세기의 창의

인 패션디자이 의 사례 연구는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에 연구 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창의 인 패션디자이 의 생애를 살펴 창의성

의 발달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본 논문은 창의 인 패션디자이 들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패션

디자이 가 마다 가진 개인 요인을 효과 으로 이용하여 패션 장

과 패션 역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살핌으로써,미래의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요인을 극 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패션디

자이 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패션 역의 정보 달 과정과 패션

장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지원해주는 패션

교육 제도,패션 언론,패션산업 시스템에 실질 인 제안을 것으로 기

한다.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 다.

연구 문제 1.창의성의 일반 인 개념과 함께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 시스템 모형을 고찰하고 이해한다.

연구 문제 2.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정의내리고 칙센트미하이와 가

드 의 창의성 을 기반으로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을 한 모형

을 개발한다.

연구 문제 3.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의 모형을 이용하여 오트쿠튀

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창의 패션디자이 의 사례 연구

를 진행한다.

연구 문제 4.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에 따라 패션

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비교분석한다.

연구 문제 5.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 역,

장요인 별로 나 어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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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방법과 범

본 연구에서는 창의 인 패션디자이 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창의 인

패션디자이 로 성장하기까지의 개인 특성과 그들이 속한 패션 역에

서 보인 창의성,그리고 그러한 창의성이 그들이 속한 사회, 장에서 어

떻게 발 되었는지 살펴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해서 우선 창의성의 개념,창의성 연구의 방향,창의

성 연구 방법과 같이 창의성 연구를 수행하기 한 일반 인 개념을 문

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패션이 패션디자이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

라 패션산업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에서 창의성을 개인, 역, 장이

라는 통합 인 근으로 설명하고 있는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

의 시스템 모델을 고찰하고 이론 틀로 삼았다.연구를 해 우선 으

로 패션디자이 창의성에 한 조작 정의를 내렸다.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형에 패션이라는 역 특이성이 반 한 세

부 인 요인을 보강하여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모형을 마련하 다.

20세기와 21세기 패션은 기간이 방 하므로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

라 오트쿠튀르 시 (1900-1950년 ), 타포르테 시 (1960~1980년 ),

로벌 패션 시 (1990년 이후)로 구분하여,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요소인 개인, 역, 장을 각 시 별로 고찰하 다.패션디자이 창

의성은 패션디자이 개인 재능과 특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발 되므로,패션 역내의 맥락의 변화에 따라 시 를

구분해 디자이 를 고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패션디자이 들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사례 연구는 창의성의 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창의성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사례 연구는 우선 일

차 자료로서 창의 인 인물이 직 자신의 창조 활동에 해서 은

개인 보고서,자서 ,인터뷰 내용 등과 함께 타인이 객 인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21)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살펴보는데 가장 요한 것은 연구 상의 선

정이다.창의성의 주요한 거인 “새로움”,“유용성”은 패션디자이 의

창조물이 패션에 새로움을 가져오고 그 새로움이 향력이 있다는 평가

21)RobertW.Weisberg,김미선.op.cit.,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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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패션디자이 가 패션에 끼친

향력은 패션,복식사,패션디자이 들을 다룬 문헌에 등장한 빈도수,디

자이 의 일생을 다룬 기나 단행본 여부,패션 련 주요 수상 경력,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컬 션의 여부,디자이 의 컬 션의 존

여부 등을 거로 하여 1차 으로 선발하 다.

이들을 다시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오트쿠튀르 시 , 타포르

테 시 , 로벌 패션 시 로 나 어 시 별로 가장 큰 향력을 끼쳤던

디자이 들을 선정하 다.20세기 반의 오트쿠튀르 패션과 20세기 후

반기의 타포르테 패션디자이 들이 의 은 패션디자이 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 으므로 문헌에 등장한 빈도수가 월등히 높기 때

문에 의 은 패션디자이 들을 살필 기회를 갖기 해서 1990년

를 기 으로 나 어 따로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객 인 연구

상의 선정을 해 패션의 장에 있는 교육자로 구성된 문가 집단 5

명을 상으로 검증을 거쳐,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3명, 타

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3명, 로벌 패션 시 의 디자이 3명을 각

각 선정하 다.

에서 선정된 패션디자이 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해서 기,패

션디자이 련 서 ,디자이 의 잡지나 인터넷 인터뷰 기사,디자이

의 웹사이트, 시회 팸 릿,패션 잡지,다큐멘터리,패션쇼 기사,등의

자료를 수집하 다.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이 의 일 기를

시간의 흐름 순으로 요약하고 정리하 다.이후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분석의 틀로 삼아 창의성 발 에 향을 끼친 개인 인

특성,개인의 환경, 역, 장 요인들을 추출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을 분석하 다.

디자이 들의 사례를 우선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등,각 시 에 속한 동시 디자이 들의 창의성 요인을 비교 분석하

여 각각의 디자이 들의 창의성의 요인을 비교 분석하 다. 한 오트쿠

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창의성 요인을 비

교 분석하여,패션 시스템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패션디자이 창의성

요인의 유사 과 차이 을 밝혔다.패션디자이 창의성을 개인, 역,

장으로 구분해 분석하여 패션디자이 의 개인 인 역량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지원해주는 교육과 같은 문화 환경,패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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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회 환경에 한 시사 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제 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장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칙센트미하이와 가드너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형에 대한 고찰

패션디자이너 

창의성 분석모형 개발

제 3장 오트쿠튀르·프레타포르테·글로벌 패션 시대의 

패션디자이너의 사례연구
오트쿠튀르 시대

(1900년대~1950년대)의

패션디자이너

프레타포르테 시대

(1960년대~1980년대)의

패션디자이너

글로벌 패션 시대

(1990년대~ )의

패션디자이너

제 4 장 오트쿠튀르·프레타포르테·글로벌 패션 시대의 

패션디자이너 창의성 발현요인 비교 분석

개인 요인 역 요인 현장 요인

제 5장 결론 및 제언

 [그림 1-1]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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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창의성의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연구하기 한 이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우선 으로 창의성의 개념,창의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시각을 고찰하여 창의성에 한 일반 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이어

본 연구의 요한 을 제시하고 있는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과 가드 의 사례연구 근법을 고찰하여 창의성의 세 가지 발 요

인인 개인, 역, 장에 해서 이해한다.이 후,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정의내리고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 을 기반으로 패션디자

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 역, 장별로 세부 으로 밝 ,본 연

구에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분석을 분석하기 한 모형을 마련한다.

제 1 창의성에 한 일반 고찰

1.창의성의 개념

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Toynbee)는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창의 인 소수에 의해 주도된다.”22)고 20세기 반에 이미 창의

성의 요성을 역설하 다.그러나 창의성이라는 것은 본래 신비로운 것

으로 말로 표 하기 힘들며,그 정형을 알 수 없고 정의하기 힘들다23)는

오랜 선입견은 창의성에 한 객 인 연구를 해하 다.1950년 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는 미국 심리학회(APA:AmericanPsychological

Association)회장 취임연설에서 창의성의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을 역

설하 는데,이때를 분수령으로 하여 창의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시작하 다.24) 재는 창의성은 심리학,교육학,경 학 등에서 활

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이나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창의성

을 정의내리고 있다.25)

22)HowardGardener,『열정과 기질』,임재서 옮김 (서울:북스넛,2004),p.5.

23)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98.

24)최인수,“창의성을 이해하기 한 여섯 가지 질문,”한국심리학회지 17,no.1

(1998a):p.26.

25)노풍두,조용곤,조근태,“조직의 창의성 수 평가 모델 개발,”기술 신학회지 14,

no.1(2011):p.112.



- 11 -

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는 창의성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26)이라고 정의하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 다.

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는 창의 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자극

을 받거나 문제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해

내는 발산 사고를 한다며 이를 창의성의 핵심 개념으로 여겼다.

인스토 (brainstorming)을 제안한 미국의 알 스 오스본(A.Osborn)27)

은 “창의성이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 능력과 특성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 다.토드 루바트(ToddLubart)28)는 “과제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새롭고 독창 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테 사 아마빌(TeresaM.Amabile)은 창의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

디어를 결합하는 능력 는 아이디어를 특이한 방법으로 연계시키는 능

력”29)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조합에 주목하 다.

창의성의 선구자 엘리스 토런스(E.P.Torrance)는 창의성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새롭고 독특한 으로 문제를 보는 것”30)이라

고 설명하 다.그는 창의성을 3가지 역,연구를 한 정의(research

definition),생존 정의(survivaldefinition), 술로 표 한 정의(artistic

definition)로 나 어 설명하 다.연구를 한 정의는 연구 과정을 강조

한 것이고,생존 정의는 쟁 시 생존하기 해서 과거에 배웠던 것을

토 로 새롭게 조합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고 술 정의는 창의

성은 “더 깊게 는 것,두 번 쳐다보는 것,들어가는 것,나오는 것,볼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것,자신의 음색으로 노래하는 것,고양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태양에 러그를 꽂는 것,내일과 악수하는 것”과 같이

시 으로 표 하 다.31)테일러(Talyor)는 “창의성은 특정한 목 을 갖

고 모인 집단이 지속성과 유용성이 있는 신기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

정”32)이라고 정의하 는데,이런 시도들은 창의 인 과정에 을 둔

26) 경원,op.cit.,p.44.

27)주상윤,『창의 발상의 원리와 기법』(울산:울산 학교 출 부,2007),p.16.

28)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78.

29)노풍두,조용곤,조근태,op.cit.,p.114.

30)주상윤,op.cit.,p.16.

31)Ibid.

32)정은이,“일상 창의성과 개별성- 계성 심리·사회 응의 계 일상 창의

성과 개별성- 계성 심리·사회 응의 계”(박사학 논문,고려 학교,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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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들이다.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학자 경원33)은 창의를“자신과 타인의 행복

을 하여 사회와 문화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문제를 해결하기 해 새로운 의견을 생각

해 내는 능력 는 그것을 기 화하는 인격 특성”라고 설명하고 창의

력을 창의 과정과 산출물,창의성은 창의자의 성격과 환경을 의미한다

고 설명하 다.최인수는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간

의 능력이고,이러한 능력은 인지,정의,동기와 같은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사회와 문화에서 잘 키워주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34)이라고 창의성에 해 종합 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 분야에 따라 창의 인 인물의 인지

능력,성격,창의 인 문제해결 과정,창의성에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 등에 주목하여 각자에 맞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창의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분의 학자들은 로버트 스턴버그(R.J.Sternberg)외

2인35)의 창의성에 한 정의가 가장 일반 인 것으로 리 받아들여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그들의 정의에 따르면,창의성이란 “새롭고(독창

이고 기 되지 않은)질 으로 수 이 높으며 한(즉,유용하고 과제

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산물을 생산하는 능력”36)이다.즉,창의

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림 2-1]와 같이 일반 으로 ‘새로움(novelty)

는 독창성(originality)’과 ‘ 성 는 유용성(효과성,usefulness)’을 창

의성의 두 가지 거로 동의하고 있다.

첫 번째의 거인 ‘새로움(novelty)’즉 독창성은 창의성의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개념이다.심리학자 모건(Morgan)이 심리학 문헌의 서

로 다른 창의성 정의들을 고찰해 본 결과,“독창 인 산물을 생성한다.”

는 뜻이 공통 으로 들어가 있음을 밝혔다.37) 새로움 는 독창성이 창

의성의 요한 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개인,사회에 따라

상 일 수 있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물을 창출하 을 때,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개발된 것

33) 경원,op.cit.,p.46.

34)최인수,『창의성의 발견』(서울:쌤앤 커스,2011),p.313.

35)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15.

36)Ibid.

37)곽연정,“창의성 문화 증진 모형 연구-창의성 이론과 디자인 사고 이론의 결합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1),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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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다.어떤 사회에서 새로운 무엇이 다른 사회에서는 이미 존재

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 한 새로움이란 과거의 생각 는 산물을

조 변형한 새로운 것으로부터,발상 자체가 명 인, 새로운 것

에 이르기까지 새로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38)따라서,창의성의 거

의 하나인 ‘새로움’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한 기 ,‘사회 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스턴버그(R.J.Sternberg)39)는 모호한 ‘새로움’의 수 에 한

연구를 진행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 다.‘새로움’은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되풀이한 것이거나,그 분야의 재의 패러

다임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발 을 이룬 것이거나,한 분야의 패러다임

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 것이거나,한 분야 내의 다양한 경향들을

통합한 것과 같은 여러 수 이 존재한다고 설명하 다.40)이와 같이 새

로움이라는 것은 재의 패러다임이나 그 분야의 경향 등을 고려해서 평

가될 수 있다.

창의성의 두 번째 거인 ‘ 성 는 유용성’은 새로운 산물이나 아

이디어가 특이하고 이상한 것이 그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 해결

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즉,아무 유용성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는 이상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다.창

의 인 아이디어는 상황에 따르는 제약 조건을 고려해 주어진 과제를 해

결할 때 인정된다.이때 당면한 문제에 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문제

에 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새롭지만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는 엉뚱한 아이디어에 그치게 된다.

창의성의 두 거는 창의성을 설명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나 분야에

따라서 요도가 다를 수 있다.과학의 경우는 ‘새로움’과 ‘ 성’이 모

두 요하게 여겨진다. 술의 역의 경우는 ‘ 성’보다는 ‘새로움과

독창성’이 더욱 강조된다.주디스 뤽(JudithGlück)외 2인41)이 화가나

조각가와 같은 비교 ‘자유로운’ 술가와 건축가나 디자이 와 같은

‘제약 있는’ 술가들의 창의성을 조사하 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

로운 술가들은 상 으로 새로움에 더 무게를 두거나,새로움과

38)최인수(1998a),op.cit.,p.27.

39)R.J.Sternberg,“A PropulsionModelofTypesofCreativeContributions,”Review

ofGeneralPsychology3,no.2(1999):pp.83-100.

40)Ibid.

41)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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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동일한 수 으로 요시하 고,‘제약 있는’디자이 들은 성을

새로움보다 요하다고 응답했다.42)‘새롭고(독창 이고 기 되지 않은)

질 으로 수 이 높으며 한(즉,유용하고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창의성의 정의는 일반성을 지

니면서 동시에 역에 따라서 ‘새로움’과 ‘ 성’이 다른 가 치를 가지

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는다.

어떤 산출물이 다른 것들에 비해 새롭고 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평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즉,창의성이란 사회·문화 맥

락에서 평가자가 비교와 평가과정을 거쳐서 단할 수 있는 것이다.43)

따라서 창의성의 정의는 ‘새롭고 유용한 것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기본으

로 하여 분야에 따라,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조작 인 정의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그림 2-1]창의성의 거

2.창의성 연구의 시각

고 그리스인들은 창의성을 학 (學藝)의 여신 뮤즈(Muse)의 선물,

즉 천재의 ‘비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 다.44)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던

세에는 창의성은 신의 역으로 받아들여졌다.19세기 계몽주의의 출

이후에 이르러 창의성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개인의 능력으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하 다.20세기 반 창의성이 개인의 상상력의 발 으로

이해되면서 창의성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42)Ibid.

43)최인수(1998a),op.cit.,p.27.

44)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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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 근

심리학자 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는 창의성을 인지 능력으로 인

식하고 근하 다.그는 20세기 반 알 도 비네(AlfredBinet)과 루

이스 터먼(Lewis Terman)과 같은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지능 지수

(IntelligenceQuotient)’45)즉 IQ가 곧 창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그는 지능지수는 창의성 발 의 극히 일부의 요인에 불과하

다며 인지,기억,발산 사고(divergentthinging),수렴 사고,평가라

는 5가지 정신 작용과 도형,상징,언어,행동이라는 정신 작용과

련된 4가지 활동 내용,6가지 형태의 산출형태를 조합한 다차원 인 창

의성 검사 모델인 지능 구조 모델(TheStructureofIntellect)을 발표하

고 창의성 검사의 기 인 모델을 제시하 다.46)

조이 폴 길포드(J.P.Guilford)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부터 창의 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았다.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문제에 한 ‘민감성

(sensitivitytoproblems)’47)을 가진 개인은 사물의 성능에 만족 못하고

개선된 것을 만들려고 하고 아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런 개선 시도도 하지 않는다.따라서 그는 창의성이란 ‘민감성’에서 시작

되며 ‘과거로부터 일탈’48)하려는 발산 사고(divergentthinking)를 통해

발 된다.발산 사고(divergentthinking)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결과를 생성해

내는 것을 강조하는 사고력이다.49)발산 사고는 유창성(fluency),융통

성(flexibility),독창성(novelideas),정교성(elaboration)이 드러난다고 하

다.

엘리스 토런스(E.P.Torrance)도 발산 사고를 창의성의 주요한 특

성으로 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토런스 창의 사고 검사(TTCT:

TorranceTestsofCreativeThinking)이라는 검사를 개발하 다.50)이

검사는 그림을 제시하고 사건의 원인에 해 독창 이고 다양한 추론을

하는 언어 과제와 제시된 도형을 사용하여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독창

45)HowardGardener,임재서,op.cit.,p.58.

46) 경원,op.cit.,p.82.

47)RobertW.Weisberg,김미선.op.cit.,p.103.

48)Ibid.

49) 경원,op.cit.,p.83.

50)김 우,“ 술 과학 창의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석사학 논문, 구

학교,2009),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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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양하게 상상하는 도형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유창성

(fluency),융통성(flexibility),독창성(originality)을 주요 하 요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51)

유창성(fluency)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 한 번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즉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

로 내는 것을 뜻한다.창의 인 활동의 기에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

를 산출하는 것이 후에 더 질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는 에서 요하다.52)융통성(flexibility)은 고정 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다.즉,아이디어를 서

로 계가 없는 듯 한 범주에서 찾아 변형하여 사용하는 능력이다.독창

성(originality)은 직면한 문제에 해 기존의 것과 다른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기존

의 가치를 부정하고 일탈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정교성(elaboration)은

기존의 아이디어에 구체 인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다듬어 보다 가치 있

는 것으로 발 시키는 능력이다.독창 이고,융통 이고,유창한 여러

아이디어를 잘 수렴하여 완성시키는 능력이다.53)창의성의 인지 요인

들을 정리하면 [표 2-1]와 같다.

[표 2-1]창의성의 인지 요인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

유창성

(fluency)

융통성

(flexibility)

독창성

(originality)

정교성

(elaboration)

2)비인지 근

창의성을 IQ와 같은 개인의 지능,인지 능력에서 찾으려고 했던

통 인 창의성 연구는 지능이 창의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성격과 동기 부여와 같은 비인지 인 측면이 창의성 발 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면서 사회·심리 측면에 주목한 연

51)Ibid.

52)문지원,“마르셀 뒤샹(MarcelDuchamp)의 창의성 발상 요인 분석-인성 환경 요

인을 심으로”(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2),pp.19-22.

5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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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진행되었다. 표 인 학자는 테 사 아마빌(Teresa M.

Amabile)로 창의성에 한 사고에 사회·심리학 요인을 최 로 도입하

다.테 사 아마빌(TeresaM.Amabile)은 [그림 2-2]와 같이 창의성에

는 역 련 기술,창의성 련 기술,과제 동기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

하다고 하 다. 역 련 기술은 문제에 한 지식과 기술 등이 포함되

고,창의성 련 기술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인지 능력,과제

동기는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를 아는 것과 과제를 끝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54)그녀는 특히 외 인 보상이 아니라 호기심,도 감와 같은

순수한 즐거움과 같은 내재 동기가 창의성 발 에 정 인 효과가 있

다고 밝혔다.

[그림 2-2]테 사 아마빌(TeresaM.Amabile)의 창의성55)

창의 인물의 성격 특성에 한 연구는 많은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

다.아 라함 매스로우(Abraham Maslow 1968)은 자아실 의지와 이의

구 에 필요한 담성,자유스러움의 갈망,자발성,자신감 등이 창의

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 다.56)로버트 스턴버그

(R.J.Sternberg)와 토드 루버트(T.I.Lubart)는 창의 인 인물의 성격으

로 인내력, 험을 신경 쓰지 않는 것,모호성을 개의치 않는 것,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개성 등을 꼽았다.57)엘리스 토런스(E.P.

54)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80.

55) 경원,op.cit.,p.96.

56)이홍,“개인창의성과 이의 발 을 이해하기 한 통합 모형의 제시와 모형의 경

장에서의 의미,”조직과 인사 리연구 30,no.4(2006):p.125.

57)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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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ance)는 창의 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낱말 84개를 나열하기도

하 다.58)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무질서를 수용함(acceptsdisorder),

모험심(adventure), 호기심 충만(full of curiosity), 기운이 넘치는

(energetic),고독을 즐김(likessolitudes),독립 인 사고(independent),

자신감(self-confidence),몽상가(visionary)등이 있다.베론(Barron)은 자

율성, 범 한 심,독립성,개방성 등을 특성 목록으로 제시하 다.59)

그 고리 이스트(G.J.Feist)60)는 여러 학자들의 창의 인 인물의

성격 연구들을 종합하여,창의 인 인물의 성격 특성을 술 창의성과

과학 창의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다. 술가들의 창의 성격으로는

그는 첫째,경험에 한 개방성,상상 ,상상력,둘째,충동성,성실성의

부족,셋째,불안감,정서 인 장애,감정 인 민함,넷째,추진력과 야

망,다섯째,규범에 한 의심,비동조성과 독립성,여섯째, 감,무

심,비우호 ,따뜻함의 부족을 제시하 다. 한 과학자들의 창의 성

격으로는 첫째,경험에 한 개방성과 사고의 융통성,둘째,추진력과 야

망,성취감,셋째,지배성,거만함, 감과 자신감,넷째,자율성,내향

성,독립성을 제시하 다.그는 술가나 과학자들은 공통 으로 개방성,

비 습성,자신감,자기 수용,추진력과 야망,지배성, 감,충동성의

경향이 있다고 하 다.61)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창의 인 사람들의

표 인 성향을 복합성이라고 설명하 다.62)복합성은 서로 다른 반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를 들면 ‘창의 인 사람들은

장난기와 극기 는 책임감과 무책임감이 공존한다.’와 같이 서로 다른

양극의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마크 룬코(M.A.Runco)는 창의 인 인간의 특성으로 독자성,유연

성,감수성,유희성,복잡성에 한 선호,경험에 한 개방성,내 동기

화,심리 양성성,자신감,폭넓은 심과 호기심을 꼽았다.63)

58) 경원,op.cit.,p.82.

59)최인수,“창의성을 이해하기 한 체계모델(SystemsModel),”생활과학 3,(2000):p.

444.

60)Gregory J.Fiest,“The Influence of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inHandbookofCreativity,ed.ByR.J.Sternberg,(Cambridge,UK:

CambridgeUniversityPress,1999).

61)하주 ,성은 ,“한국의 창의 인물의 성격특성 인간 계 연구,” 재와 재교

육 8,no.3(2009):pp.247-273.

62)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70.

63)문지원,op.cit.,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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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성격 연구소(BerkeleyInstituteofPersonalityAssessment)는 창

의 인 건축가들을 다른 동료들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 다.창의 건

축가들은 독립성과 자신감, 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기만함,기꺼이

무의식에 내맡기는 성향,야망,일에 한 집 력 등의 성격 인 특질이

풍부하다고 하 다.64)주요 창의 인 인물의 성격 특성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창의 인 인물의 성격 특성 연구 정리

학자 창의적 인물의 성격적 특성

테레사 아마빌

(Teresa M. Amabile)
호기심, 도전감

아브라함 매스로우

(Abraham Maslow)

자아실현 의지, 대담성, 자유스러움의 갈망, 자발성, 

자신감

스턴버그(R.J. Sternberg)와 

루버트(T.I. Lubart)

인내력, 위험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모호성을 개의치 

않는 것,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개성

그레고리 파이스트(G.J. Feist)
개방성, 비관습성, 자신감, 자기 수용, 추진력과 야망, 

지배성, 적대감, 충동성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M. Csikszentmihalyi)
복합성

마크 룬코(M.A. Runco)

독자성, 유연성, 감수성, 유희성, 복잡성에 대한 선호, 경

험에 대한 개방성, 내적 동기화, 심리적 양성성, 자신감, 

폭넓은 관심과 호기심

버클리 성격 연구소

(Berkeley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독립성, 자신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기만함, 

기꺼이 무의식에 내맡기는 성향, 야망, 일에 대한 

집중력

하주현, 성은현(2009)
호기심, 예술적 관심, 자기 확신, 과제집착, 독

자성, 완벽지향성, 상상적 경향성

3)다원 근

이와 같이 20세기 반 창의성의 과학 연구가 시작되면서 학자들은

창의 인 사람에 우선 주목하 다. 통 으로 창의성은 개인의 정신 과

64)HowardGardener,임재서,op.cit.,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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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창의성 연구는 창의 인간

의 지능,인지 능력,문제 해결 과정,성격 특성에 이르기까지 개인

의 수 에서 진행되었다.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의성을 개

인이라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복합 인 요소들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원 근이 필요하다는 을 제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창의 인 개인과 창의 인 산출물뿐만 아니라 정

치·사회·경제 사건들과 같은 맥락을 고려해 창의성을 살피려는 시도들

이 시작되었다.

로버트 스턴버그(R.J.Sternberg)와 토드 루버트(T.I.Lubart)는 창의

성을 발 하기 해서는 [그림 2-3]와 같이 6가지 자원(resources)이 서

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투자이론(investmentsapproach)’65)을 제안

하 다.좋은 투자자들은 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아

이디어를 싸게 사서(buylow)후에 그 아이디어를 발 시켜 비싸게

는(sellhigh)사람들이다.지능,지식,사고방식,인성,동기라는 5가지 개

인 인 특성에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하 다.

이때 창의 인 아이디어를 발 하려면 개인 인 소양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며, 한 환경은 창의성의 질을

평가하는 사회 단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 다.66)

[그림 2-3]스턴버그(R.J.Sternberg)와 루버트(T.I.Lubart)의

투자이론의 6가지 자원67)

65)R.J.Sternberg,E.L.GrigorenkoandJ.L.Singer,임웅,op.cit.,p.81.

66)Ibid.,p.82.

67)Ibid.,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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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사이먼튼(D.K.Simonton)은 쟁과 같은 사회 인 격변이 창의성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는 2,000년을 20년 단 로 나 고 각 시

에 일어났던 사회 불안과 창의 성취의 빈도를 조사하 다.68)딘

사이먼튼(D.K.Simonton)은 객 성을 높이고 일반 인 결과를 이끌어내

기 해서 역사계량법(histomiometric)69)이라는 역사 데이터를 양 으

로 연구하는 방법을 썼다.각 시 별로 쟁의 발발한 회수와 창의 인

인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쟁이 일어나면 다음 시 에는 창의 인물의

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한 시 동안 높은 수 의 성취를

이룬 개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이런 창의 인 인물들이 다음 세 의 사

람들에게 역할모델(rolemodel)이 되어 다음 세 에 높은 성취 수 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딘 사이먼튼(D.K.Simonton)의 연구는 창의성을

특별한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인

상황,타인이 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 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는 거시 인 에서 창의

성 연구70)를 진행하 다.‘창의성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에 을 맞추어 창의성을 고찰하 다.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이

발 되는데,‘개인’의 능력과 특성이 창의 인 성취를 이루는 요소 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가정에서 시작하 다.71)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이 개

인의 통찰력,창의 인 산물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person),

역(domain),분야(field)의 계 속에 역동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

한다고 보고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다.그는 미국의 존하는

다양한 역들의 인물 세계 인 명성을 얻은 91명을 선정해 질 인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 다.72)창의 인 ‘개인(person)’이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물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장(field)’이 평

가하고,검증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물은 다시 지식의 체계인 ‘역

(domain)’으로 흡수된다는 내용이다.

하워드 그루버(Howard Gruber)는 찰스 다 (Charles Robert

68)RobertW.Weisberg,김미선.op.cit.,p.88.

69)HowardGardener,임재서,op.cit.,p.70.

70)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

71)소경희,“지식기반사회의 맥락에서 본 ‘창의성’의 의미 그 개발을 한 방법론

논의,”교육학연구 41,no.3(2003):p.152.

72)강정하,op.cit.,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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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장 피아제(JeanPiaget)등과 같은 창의 인 인물들의 작업 일

지를 연구하여 창의 인 인물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

다.창의 인 인물이 과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과정을 설명하기 한

방법론 모델로 진화시스템 모델을 제시하 다.하워드 그루버(Howard

Gruber)는 창의성을 연구할 때 9가지 국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

다.9가지 국면은 유일성(uniqueness),성취사례(epitome),지식시스템

(systems ofbelief),사고 양식(modalitiesofthought),활동과 경험

(multiple time-scales), 분명한 목 과 과업(proposeful work and

networks ofenterprise),문제 해결(problem solving),맥락 요소

(contextualframes),가치(values)이다.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모

델보다 창의성을 세부 인 요인으로 나 어서 이해하려는 미시 인

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개인의 사고와 지식의 성장이 어떻게 개되어

가는지를 추 하는데 용이하다고 알려졌다.73)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

을 이용하여 20세기의 활약한 창의 인 인물 7인을 분석하 다.우선

으로 개인의 생애와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그런 다음 한 개인이 활동하

는 특정한 상징체계인 역과 그 역에서 새로운 업 을 평가하는 역할

을 하는 기성 권 자 집단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새로운 연

구 방법을 제시하 다.74)가드 는 특히,창의성의 발 에 유년기의 경험

이 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인물의 유년기에 주목하 다. 한,칙

센트미하이가 강조한 장에 속한 사람들과의 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친구 등과의 인간 계에도 주목하 다.마지막으로,창의 인 인

물과 그가 창의 인 산출물을 내는 역과의 계에도 집 하 는데,창

조자가 자신의 분야의 정보를 얻어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검

토하 다.75)가드 는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 각 체계

에서 고찰해야 할 세부요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창의성 연구 방법을 제시

하 다.

73)Ibid.,p.19.

74)HowardGardener,임재서,op.cit.,p.17.

75)Ibid.,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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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 한 고찰

창의성에 심을 가졌던 기의 연구자들에게 창의성은 신비로운 개

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 다.따라서 종래의 창의성에 한 연구는 창의

인 개인의 능력,문제 해결 과정에 집 한 연구를 진행하 다.칙센트

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은 창의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

에 개인의 능력은 여러 요소 의 하나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76)아무

리 창의 인 아이디어라도 가치를 평가해 주는 외부인이 없다면 사장되

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창의성의 발 을 해서 개인 이외의 요소들의

작용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77)

창의성의 정의로 일반 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창의성이

란 새롭고 질 으로 수 이 높으며 한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이 정의도 한 창의성의 두 거인 새로움과 함을 평가해야 하는

평가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따라서 창의 인 성취가 일어나려면 개

인의 창의 인 능력뿐만 아니라,기존 지식체계인 문화,개인이 속한

장인 사회의 향도 살펴야 한다.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78)에 한 질문에 답을 찾아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SystemsModelofCreativity)을 고안하 다.창의성의 시

스템 모델은 창의성에 한 통합 이고 다원 근으로 거시 인 창의

성을 설명하고 있다.가드 가 사례 연구 근법을 추가해 정교화한 칙

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은 창의성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 고찰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

은 “아무리 창의 인 아이디어라도 귀를 기울여서 기록할 청 이 없으며

사라지고,평가할 능력이 있는 외부인이 없다면 창의 이라고 주장할 수

76)소경희,op.cit.,p.152.

77)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p.14-15.

78)소경희,op.cit.,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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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가 없을 것”79)이라는 에서 시작하 다.창의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창의성의 세 가

지 구성요소는 상징 인 규칙을 포함하는 역(domain:문화),상징 역

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개인(person:사람),새로움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문가로 이루어진 장(field:사회)이다.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자세히 살피기 앞서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다양한 사례

를 통해 고찰하겠다.

1)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 사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1400년과 1425년 사이

에 유럽의 로 스(Florence)지역에서 르네상스 시 를 표하는 창의

인 걸작들이 집 으로 탄생된 을 주목하 다.80)로 기베르티

(LorenzoGhiberti)의 ‘천국의 문’,오르산미 성당(Orsanmichele)에

설치된 도나텔로(Donatello)의 조각들, 필리포 루넬 스키(Filippo

Brunelleschi)에 의해 건축된 성당의 돔 등, 한 작품들이 로 스

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집 으로 창조되었다.그는 15세기 로 스에

서 일어난 르네상스 미술의 부흥을 뛰어난 개인,미술 역의 발달과

장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 다.

14세기 말 로마를 심으로 고 로마의 고 유 을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고 고 양식의 기술이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 다.따라

서 로마 시 이후 고딕 시 까지 개발된 술 양식에 통 인 로마의

고 양식이 더해져 미술 역에서 큰 발 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

다.당시 로 스는 교역을 통해 유럽의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

다.당시 교황과 황제의 갈등으로 정치 긴장감이 높아지던 불안한 분

기에서 로 스의 도시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회와 건물을 건립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메디치가(Medicifamily)를 비롯한

로 스의 부유한 은행가들,성직자들은 뛰어난 술가들에게 거 한

벽화와,아름다운 조각품들을 의뢰하고 경제 지원과 함께 지속 인 격

려를 아끼지 않았다. 로 스의 한 작품들은 뛰어난 술가들,도시

79)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p.14-15.

80)Ibid.,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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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의 극 인 지원,고 로마 양식의 재발견으로 인한 미술 양

식의 발달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불가분의 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진 것

이다.81)

최인수(2011)82)은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산드로 보티

첼리(SandroBotticelli)의 ‘비 스의 탄생'을 로 들어 설명하 다.보티

첼리의 ‘비 스의 탄생'은 세계 으로 사랑받는 걸작의 하나로 1485

년에 완성되었다.이 작품은 원근법,해부학을 통한 과학 상 묘사,

완 정면상의 인물 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당 의 사실주의 화풍83)

과 동떨어진 것으로 아무런 심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500년이 지난 1870년 에 이르러 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가 ‘비 스의 탄생'을 우연히 발견하 다.그는 보티첼리가 르네

상스 시 의 화법을 완 히 무시하고 곡선의 묘미를 구사하여,원근감을

무시한 장식 구도로 신화를 표 한 독창 인 작품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 다.84)존 러스킨(JohnRuskin)은 ‘비 스의 탄생'를 찬양하는 평론을

발표하 고, 재 ‘비 스의 탄생'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표하는 작

품으로 리 사랑받고 있다.

‘비 스의 탄생'의 이야기를 창의성의 시스템이론의 세 가지 구성 요

소 개인, 장, 역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기존의 지식을 변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보티첼리가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보티

첼리는 당시의 ‘역’의 “사실주의와 서사에 을 맞춘 미술 양식의

습”85)을 변형하기로 결심하 다.그는 자세한 배경을 묘사하여 정확한

원근법의 배경을 그리기 보다는 배경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해부학을 무

시한 인물의 묘사를 통해 신비감을 주는 창의 인 산물 ‘비 스의 탄생'

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비 스의 탄생'을 걸작이라고 칭하며 즐기

게 된 것은 존 러스킨(JohnRuskin)의 역할이 컸다.개인의 의해 만들어

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평가하여 역에 택한 존 러스킨(John

Ruskin)이 ‘장’이라고 할 수 있다.‘비 스의 탄생'은 단순한 한 폭의

81)Ibid.

82)최인수(2011),op.cit.,pp.56-65.

83)김진희,“보티첼리,”네이버캐스트,June11,2010,accessedNov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959.

84) 두산백과, s.v. “산드로 보티첼리,” accessed June 21,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02853&categoryId=200001177

85)김진희,“보티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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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넘어서 보티첼리(SandroBotticelli)와 같은 감상주의 표 양식을

존 하는 후 의 화가들에 의해 라 엘 (Pre-Raphalelite)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다.‘비 스의 탄생'은 미술이라는 ‘역’에서 받은

지식에 ‘개인’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더해서져 탄생된 산물이면서 ‘장’의

검증을 통해 요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아 후 에 향을 끼치는 창의

산물이 되었다.이때,‘비 스의 탄생'은 라 엘 (pre-Raphalelite)라는

미술 사조로 다시 지식 체계인 ‘역’으로 편입되게 되면서 창의성 발

이 이루어졌다.

2)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의 구성 요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창의 성취에 한 사

례연구를 통해,“창의성이란 개인의 주 경험이 사회 역사 ,사회 문

화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면서 객 지식으로 성장,발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

다.86)즉,우선 기존의 지식 체계를 습득한 개인이 창의 인 아이디어

를 생성하고, 장이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잠재력과 가치를 평가한

다. 장이 이 아이디어를 요한 지식으로 인정하게 되면,새로운 아이

디어가 다시 역이라는 지식 체계로 받아들여지는 역동 인 상호 작용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존

재한다고 보고 [그림 2-4]와 같은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창안하 다.

그는 하워드 가드 (H.Gardner),데이비드 드먼(D.Feldman)과 같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 는데,창의성의 시스템 모델

은 최근 다원 인 창의성 연구의 요한 틀이 되고 있다.87)창의성을 구

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상징 역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개인

(person:사람),상징 인 규칙을 포함하는 역(domain:문화),새로움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문가로 이루어진 장(field:사회)을 각각 고찰해

보겠다.

86)강정하,op.cit.,p.20.

87) 경원,op.cit.,p.91.



- 27 -

[그림 2-4]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88)

(1)개인(person)

개인은 어떤 역 내에서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해 창의 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야기하는 체계이다.89)문화로부터 유래된 정보를

익 기존의 역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 나 사고를 하는 사

람이다. 통 으로 창의성은 개인의 정신 과정,즉 내부의 통찰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창의 인 인물의 특성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개인의 능력,재능만이

창의 성취의 근거가 아닐 것이라는 가정 하에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 다.그러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이 개인의 역량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동일한 사회·문화 환경 하에 같은

역에서도 창의 인 성취를 이루는 개인과 그 지 못한 개인이 함께 존

재하고 있으므로 여 히 창의성 발 을 설명하기 해서 개인 인 요인

88)MihalyCsikszentimihalyi,“ImplicationsofaSystemsPerspectivefortheStudyof

Creativity,”inHandbookofCreativity,ed.ByR.J.Sternberg,(Cambridge,UK:

CambridgeUniversityPress,1999),p.315.

89) 경원,op.cit.,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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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피는 것은 여 히 요하다.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을 진시키는

개인 차원의 요인들을 개인 인 배경과 개인의 특성으로 [그림 2-5]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 다.90)

개인 인 배경 요인은 주로 유년기의 물질 ,환경 혜택과 련된

것들로 5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91)첫째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충분한 잉여 에 지 존재 여부이다. 쟁과 불황과 같이 생존이 받

는 어려운 시기에는 어린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특정 역을 학습할 기

회를 상실한다.가정이나 공동체가 생존을 한 것을 제외하고 충분한

잉여 에 지가 존재하여 지 호기심 추구를 지원할 때 창의성 발 의

기회가 높아진다.둘째,학습과 문화를 시하는 통 속에서 성장 여부

이다.자신이 속한 민족과 가족의 통은 특정 역에 한 흥미를 유발

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음악을 요하게 여기는 민족에게 창의

인 음악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셋째,다양한 역에 한 학습

기회의 존재 여부이다.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의 기회를

리는 것은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92) 랑스의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PierreBourdieu)는 “문화에 한 취미나 선호는 양육과

교육의 산물”93)이라고 설명하며,태어난 가문의 출신계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수 인 ‘학력 자본’과 릴 수 있는 문화 수 인 ‘문화 자

본’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 다.94)그는 미술에 한 취향의 차이를 로

들어 설명하는데,“미술책이나 박물 에서 미술품을 할 수 있는 사람

들이 미술 역과 맺는 계와 오랜 기간 가문에 해지는 진기한 미술

품이 가득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미술 역과 맺는 계는 분

명히 다르다.”고 주장하 다.95)즉,부모의 지원 속에서 풍부한 학습 기

회를 가질 때 창의성 발 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넷째, 장에 근할 기

회 존재 여부이다.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린 시 부터 장을 경험할 기

회를 가지는 개인은 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 유리하다.다섯째,순응

혹은 변 을 지지하는 환경 여부이다.창의 인 인물 상당수가 극복

90)MihalyCsikszentimihalyi(1999),op.cit.p.329-332.

91)Ibid.,

92)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67.

93)PierreBourdieu,『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최종철 옮김 (서울:새물결

출 사,2006),p.21.

94)Ibid.,p.55.

95)Ibid.,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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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어려운 환경을 겪은 것으로 고찰되었다.그들은 일 부모를 여

의었거나 가난 혹은 차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창의성을 발 하 다.유복

한 집안 출신인 경우에도 창의 인 인물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떠나 타국 는 타향에서 경계인으로의 삶을 살면서 어려

움을 극복하 다.

개인 인 배경에 이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창의성을 진시키는 개인의 특성을 4가지 제시하 다.96)첫째는 어떤

역에 한 유 인 재능97)으로 일반 으로 쉽게 천부 인 재능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를 들면,색과 빛에 좀 더 신경계를 타고난 사람은

미술가가 되는 데 좀 더 유리하고, 음감의 소유자는 음악을 더 잘

하는데 유리하다.둘째는 호기심,흥미,내재 동기부여이다.특별한 유

소질은 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재

능이 어떤 역에서의 창의 인 성취로 이어지려면 꾸 히 집 하게 하

는 그 역에 한 호기심,흥미,재미가 필요하다.셋째로 발산 사고

를 하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발산 사고는 동일한 주어진 정보로

부터 다양한 결과를 생성해 내는 능력이다.유창성(fluency),융통성

(flexibility),독창성(novelideas),정교성(elaboration)과 같은 인지 능

력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을 돕는다.마지막으로 창의 인물에 합

한 성격 특성이다.칙센트미하이는 내향성과 외향성,남성성과 여성성,

자만심과 겸손함,세심함과 냉담함과 같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복합성, 민한 감수성,새로운 경험에 한 개방성을 로 들었

다.

96)MihalyCsikszentimihalyi(1999),op.cit.,pp.329-332.

97)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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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서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치는 개인 인 특성 요인

(2) 역(domain)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역(domain)을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부르는 특별

한 공동체나 인류 체가 공유하는 상징 지식”98)이라고 정의하 다.

역은 문화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류의 가치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

교 · 술 ·과학 등”99)을 가리킨다.칙센트미하이는 역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생물체와 인간의 차별 이며,인간의 창의성을 잘 드러내는 일면이

라고 역설하 다.100)

역이라는 상징 지식 체계는 오랜 인류 역사 속의 새로운 지식들

이 축 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새롭게 선택되어진 창의 인 지식이

다시 역에 포함되어 보존되고,다음 세 에 달되어진다.101)즉,인간

은 일련의 상징 규칙과 차로 이루어진 역을 익히고 변형·발 시키

98)Ibid.,p.31.

99) 두산백과, s.v. “문화,” accessed June 21,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95625&categoryId=200000201.

100)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46.

101) 경원,op.cit.,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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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역은 창의 지식의 축 과 달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창의성의 발 에서 역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의 축 과 달에 그치지

않는다.창의성을 ‘문제 해결을 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라는 에서 봤을 때,창의성의 시작은 문제 인식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공하여 창의

인 해결을 한 감을 제시한다.102) 역에 의한 문제의식을 칙센트미

하이는 “ 재 역의 요구와 기존 지식의 향”103)이라고 설명하 다.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서 역의 역할의 정리하면 [그

림 2-6]과 같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의 개발은 재 역에 해 품는 불만족과

립에서 시작된다.산드로 보티첼리(SandroBotticelli)의 독특한 화풍은

르네상스 미술의 엄격한 사실주의 화풍에 한 반발로 생겨났다.철 한

원근법과 해부학 인 정확한 인체 묘사와 같은 르네상스 미술 양식이라

는 재 역의 요구를 보티첼리는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 다.산드로

보티첼리(SandroBotticelli)는 양식화된 표 과 곡선의 묘미가 살아 있

고,원근법을 따르지 않는 장식 구도로 신비한 느낌의 걸작 ‘비 스의

탄생’을 완성하 다.104)

[그림 2-6]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서 역의 역할

기존의 역에 한 반발과 립만이 창의 인 성취를 낳는 것은 아

니다.심리학자 던 지그문트 로이트(SigmundFreud)는 은 시 다

방면에서 여러 학자들의 지식들을 흡수하고 다양한 과학 견해와 임상

102)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107.

103)Ibid.,p.31.

104)두산백과,s.v.“산드로 보티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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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터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이런 기존 역들에 한

깊은 이해가 합해져 정신분석학이 창안되었다.105)만유인력의 법칙을 발

표한 아이작 뉴턴(IsaacNewton)은 “나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을 뿐”106)이라고 하며,선인들의 지혜,기존의 지식 체

계가 그의 창의 이론의 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했다.기존의 지식 체계

의 충분한 습득은 창의성을 발 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임

을 알 수 있다.테 사 아마빌(TeresaM.Amabile)은 지나친 지식에

한 의존은 창의성을 방해하기도 하지만,지식 없이 어떤 창의 행동을

할 수 없다며 기존 지식의 학습의 요성을 강조하 다.107)

심리학자 존 헤이즈(JohnHayes)108)는 창의 인 인물들의 기들을

근거로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입문하고 처음으로 창의 인 산물을 산출

하기까지의 시간들을 측정하 다.그 결과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이 첫

번째 걸작을 생산하기까지 략 10년이 필요하다는 ‘10년의 법칙

(10-YearRule)’을 발표하 다.개인은 기존의 축 되어 있는 지식,즉

역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야 기존의 상징체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

를 해결하기 해 변형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시킬 수 있다.

(3) 장(field)

창의성을 구성하는 세 번째 구성 요소는 “ 역(domain)으로 가는 길

목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장”109)이다.새로운 아이

디어나 산물을 평가하고 이것을 역에 새롭게 포함시킬 것인지 아닐지

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110)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

는 시각 술계를 로 들어 설명하 는데,시각 술계의 장은 새로

운 미술 작품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평가하는 미술 교사,미술 장,미술

수집가,비평가,문화를 장하는 재단과 정부기 들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111)

105)HowardGardener,임재서,op.cit.,p.40.

106)최인수(2011),op.cit.,p.64.

107)이홍,op.cit.,p.130.

108)RobertW.Weisberg,김미선.op.cit.,p.89.

109)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31.

110) 경원,op.cit.,p.91.

111)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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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인 아이디어,산물로 인정되는 것들은 모두 장의 선택과 인

정이 있었기 때문이다.“아무리 값이 비싼 보석이라도 원석으로부터 진

가를 알아보고 다듬어 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빼어난 보석으로 태

어날 수 있다.”112)는 말은 창의성에서 장의 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

다. 장이라는 외부의 찰자 혹은 평가자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창

의성 자체가 “사회 확인”113)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창의

인 아이디어와 단순히 색다른 아이디어 는 일반 인 해결책을 구분하

는 것은 장의 몫이다.

장은 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문제를 제공하여 창의 인 해결

을 한 감을 제시한다.114)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흥

미를 잃지 않도록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는다.반 로,고압 인 스승은 존하는 역 체계에 반

발하도록 하고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하도록 감을 주기도 한다. 장에

의한 문제의식을 칙센트미하이는 “사회 환경과 장이 주는 압력”115)

이라고 설명하 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사례 연구들을 통해 창

의 인 사람은 평생 교사,선배,학교 동료,직장 동료의 향을 받게 되

고 후반에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과 추종자들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 다.이 듯 인생의 행로에서 만나게 되는 동일 역 내의 문가들

은 창의 인 성취에 향을 끼친다.재능을 일깨워주고 동기부여를 해

교사들의 지도로 특정 과목에 심을 갖기 시작한 창의 인 인물의 사례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116)하워드 가드 (H.Gardener)가 알베르트 아

인슈타인(AlbertEinstein),마하트마 간디(MahatmaGandhi),지그문트

로이트(SigmundFreud)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창의 인 인들은

자신의 업 을 인정해주는 인지 지지자인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117)

장의 상 개념은 사회이다.창의 인 인물들은 동일 역에서 활

동하는 주변 사람들로 구성된 장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112)박인석,『디자인,세상을 비추는 거울』(서울:디자인하우스,2001),p.121.

113)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27.

114)Ibid.,p.107.

115)Ibid.,p.112.

116)Ibid.,p.209.

117)최인수(1998b),op.cit.,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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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에 의해 사고를 바꾸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118) 공

황은 경제학에 한 심을 증가시켰고 제 2차 세계 동안의 핵 원자

로 건설은 물리학을 발 시켰다.119)경제·정치 변화는 사회와 조직 그

리고 장에 긴장을 가져오고 창의성 발 을 한 자극을 제공한다.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에서 장의 역할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7]과 같다. 장은 개인의 새로운 산출물을 평가하고 사회 인

인정을 내리고,개인이 창출한 새로움이 역에 편입되는 것을 돕고 있

다.이와 함께 장은 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새로움 문제를 제시

하여 창조의 감을 주고 있다.

[그림 2-7]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서 장의 역할

2.가드 의 사례연구 근법

하워드 가드 (H. Gardener)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을 기 로 20세기의 창조 인

인물 7인의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우선 각 개인의 발달과정을 연구하

고, 역과 개인과의 계,새로운 업 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장에

을 맞추어 차례로 연구를 진행하여,창의성 발 을 고찰하 다.그는

20세기에 창조 인 업 을 이룬 거장 7명을 모두 다른 역에서 선정하

다.가드 의 연구 상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로이트(Sigmund

Freud),이론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화가 블

로 피카소(Pablo Picasso),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시인 T.S.엘리엇(T.S.Eliot),무용가 마사 그 이엄

(Martha Graham), 인도의 정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118)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112.

119)Ibid.,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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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tmaGandhi) 다.이들은 모두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반에

첫 한 성취를 이루었고 이후 활발한 활동을 선보 다.가드 는 이

들의 인생행로와 업 ,주변 인물들을 살펴 개인의 지 능력과 성품,그

들이 처한 사회 환경,창의 인 업 의 특성을 밝혔다.

하워드 가드 (H.Gardener)의 연구는 [표 2-3]과 같이 총 인 주제

인 구성 주제(OrganizingThemes),구성 틀(OrganizingFramework),

경험 조사 문제(IssuesforEmpiricalInvestigation),새로운 발견한 주

제(EmergingThemes)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가드 (H.Gardener)의 창의성 연구의 주요 요소120)

Ⅰ. 구성적 주제

A. 아동과 창조적인 대가의 관계

B. 창조적인 인물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C. 창조적인 인물과 작품의 관계

Ⅱ. 구성적 틀

A. 발달

1. 인생 행로

2. 창조 활동

B. 상호관계 : 개인과 역 및 현장의 상호작용

1. 정의

2. 학제적인 분석틀

3. “창의성은 어디에 있는가?”

C. 생산적인 비동시성

Ⅲ. 경험적 조사 문제

A. 개인

1. 인지적 문제

2. 성격과 동기부여 문제

3. 사회적·심리적 문제

4. 삶의 패턴

B. 역

   1. 상징체계의 특성

   2. 활동 유형

   3. 패러다임의 지위

C. 현장

1. 스승과 경쟁자 및 추종자와의 관계

2. 정치적 갈등

3. 위계적 구조

 

Ⅳ. 새로 발견한 주제
A. 도약의 시기에 얻는 인지적·정서적인 도움

B. 파우스적 거래

120)HowardGardener,임재서,op.cit.,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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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성 주제

구성 주제는 연구를 이끄는 가장 총 성격을 띠고 있다.가드 는

모든 창조 인 행 는 1차 으로 개인과 작업 세계의 계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과 다른 사람들의 계에서 성숙121)한다는 발달론 인

을 보 다.가드 의 구성 주제는 [그림 2-8]과 같이 창의 인 인

물,창의 인 행 의 상이나 작업(일),창조 인 인물의 세계에 거주하

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122)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칙센트

미하이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서 각각 개인, 역,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8]가드 (H.Gardener)의 구성 주제123)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특히 창의성의 씨앗은 유년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음에서,개인의 차원 연구에서 “아동과 가와의 계”124)에

주목했다.아인슈타인은 기존의 습을 그 로 답습하기보다는 유년기에

품었던 궁 증 해결에 몰두하 는데,이것이 후에 물리학에서 신 인 업

을 남기는 것에 기여하 다. 블로 피카소(PabloPicasso)는 어린 시

당시의 아카데미 화풍을 답습한 그림을 능숙하게 그려 신동이라는 칭호를

얻었다.유년기부터 보인 뛰어난 솜씨는 그를 화가로 이끌었지만 창의성

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하 다.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아이다운 자유

121)Ibid.,p.40.

122)Ibid.,p.38.

123)Ibid.,p.40.

124)Ibid.,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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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방한 상상력을 더한 후에야 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가드 는

유년기의 품었던 문제와 재 역의 지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

이 창의 인 산물 창출의 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창의 인 인물과 작업과의 계의 차원에서는 특정 분야와의 조우에

서 시작하여,자신이 속한 분야의 지식 체계를 익힌 후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상징체계를 고안해 내는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 다.T.S.엘리

엇(T.S.Eliot)은 부유한 엘리트 집안에 출신으로,시인이었던 어머니의

향을 받아 유년기부터 언어에 한 재능을 보 다.그는 뛰어난 학업

성 으로 하버드 학에 진학하 는데,애국심을 자극하는 당시의 미국

문학에 불만을 느끼고,외국의 신비주의 문학에 매료되었다.엘리엇은 곧

유럽으로 건 가 아방가르드 술가들과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계속한

결과,‘황무지’라는 한 세 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를 발표하 다.

개인은 독자 인 작업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만,다른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향을 받고 있다.개인에게 향을 끼

치는 계는 사 인 계와 공 인 계로 나 수 있다.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가족,친구와 같은 정서 교감을 주로 나 는 사 인

계와 함께,교육을 담당한 스승,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경쟁자,

동료,지지자,심사자들과의 공 인 계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

하 다.125) 마사 그 이엄(Martha Graham)는 작곡가 루이스 호스트

(LouisHost)와 특별한 계를 유지하 다.그는 마사 그 이엄(Martha

Graham)의 후원자를 자청하면서 무용을 한 곡을 써주고 정서 인 도

움을 주면서 그녀가 새로운 무용장르를 창조하는 것을 지지하 다.

2)구성 틀

구성 틀은 구성 주제를 밝히기 해 가드 가 고안한 분석의 틀

이다.‘발달’,‘개인과 역 장의 상호 작용’,‘생산 비동시성’이라

는 연구를 진행하는 세 가지 126)을 제시하 다.가드 는 “창의성은

인간 발달 연구에 토 를 두어야 한다.”127)라는 발달 심리학자들의 견해

에 동의하 다.창의성의 발달을 개인의 차원과 개인과 역간의 계로

125)Ibid.,p.76.

126)Ibid.,pp.77-94.

127)Ibid.,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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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서 보았다.개인의 차원에서 창의성의 발달을 밝히기 해서 생애

주기를 분석하 다.가드 는 창조 인 인물들은 어린 시 에 느 던 감

정,경험을 “창의성 자본”128)으로 삼아,후에 자신이 몸담게 되는 분야와

목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고 하 다.따라서 창의 인 유년기의

호기심과 문제의식,감정,경험을 집 으로 살폈다. 한 “어느 분야든

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꾸 한 노력을 해야 한다.”129)

라는 ‘10년의 법칙’이 실제 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 다.‘창조 활동’은

개인이 창의 인 성취를 이루는 시 에 드러나는 창의성을 집 으로

찰하는 것이다.기존의 지식 체계에서 불만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해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130)분야

의 흐름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작은 변화를 꾀하는지,획기 인 방향

환을 택하는지를 창의 인물의 문제에 응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가

드 는 7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 인 발달상의 특징131)을 발견하

는데,이를 정리한 것은 [표 2-4]와 같다.

[표 2-4]가드 (H.Gardener)의 창의 인물의 발달상의 특징132)

계 발달상의 특징

1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와 특별한 문제에 대한 유년 시절의 관심
유년기

중년기

2
처음 흥미를 느낀 문제를  탐구하다가 이 흥미를 이어받아 특정 분야

를 마스터하겠다고 결심

3
선택한 분야에 정통한 후에 모순적인 요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요소

를 창조

4 창조자가 신기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탐구해가는 방식

5
고립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격려와 지지 역할 혹은 방해 역

할

6 서서히 새로운 상징체계와 언어 혹은 표현방식을 만들어가는 모습

7 관련 비평가들의 첫 반응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이 변화하는 모습

8 보통은 중년의 시기에 이뤄내는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의 두 번째 혁신

128)Ibid.

129)Ibid.,p.79.

130)Ibid.,p.81.

131)Ibid.

132)Ibid.,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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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역 장의 상호 작용”은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의미한

다.재능 있는 개인,그 개인이 활약하는 특정 분야나 학문 역,인물의

성과물의 질 수 을 단하는 장의 세 요소가 변증법 으로 상호작

용할 때 창의성이 발 된다.133)가드 는 개인, 역, 장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개인은 “어떤 분야에서 처음에는 참신하게만 여겨지지만

종국 으로는 특정한 문화권에서 리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고 작품을 창조하고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며, 역은 “창의

인 개인이 작업 수단으로 삼는 특정 분야나 학문”이다. 장은 “창의

인 개인과 성과물의 질 수 을 단하는 장(場)”이다.134)

창의성은 우선 특정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능력과 재능,특성의

개인에서 출발한다.개인은 속해있는 문명의 상징 인 지식 체계 안에서

사회화되고 활동을 한다.새로운 성과물을 장에 제시하고, 장은 주목

할 만한 개인을 찾는다.이때, 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소수만이 지속

인 심과 평가의 상이 된다.이때 창의 인 산물이라고 인정을 받

은 성과물이나 인물은 속한 역에 신을 일으킨다.개인의 일으킨

신이 역에 고유한 규칙과 구조로 편입되고,다음 세 의 추종자,지지

자들은 창의 인 인물의 업 에 매료되어 흥미를 느끼고 그 분야에서 활

동하게 된다.다시 새로운 개인에 의해 창의성이 시작된다.

“생산 인 비동시성”135)은 개인, 역, 장이라는 요소 는 요소들

간의 계에서 갈등,비동시성(非同時性)이 불만을 야기하고 창의성을 발

시킨다는 것이다.개인의 재능이 독특한 면모를 가지거나,해당 역에

서 경쟁으로 갈등이 있을 때, 는 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와

같이 창의성의 구성 요소들 자체에서 불균형,부조화가 일어날 경우가

있다. 한,한 개인의 재능이 해당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거

나,개인이 장과 긴장 계를 맺거나, 장과 역 사이에 갈등처럼 서

로 다른 구성 요소간의 비동시성은 새로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불러일

으킨다. 를 들어 블로 피카소(PabloPicasso)는 개인 요소에서 능

력간의 비동시성을 보이는데 그는 신기에 가까운 술 재능과 빈약한

학습 능력이라는 능력의 불일치를 경험하 다.136)

133)Ibid.,p.88.

134)Ibid.,pp.83-88.

135)Ibid.,pp.92-94.

136)Ibid.,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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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험 조사 문제

경험 조사 문제에서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창의성의 시스

템 모델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개인, 역, 장에 을 맞추고,각각

의 요소들을 연구할 때 꼭 살펴보아야 하는 세부 요인들을 밝혔다.우선

으로 개인의 발달과정을 먼 살핀다.그 후, 한 개인이 활동하는 특

정한 분야,혹은 특정한 상징체계인 역과 그 분야에서 새로운 업 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기성 권 자 집단 순으로 단계 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1)개인(person)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개인수 에서는 개인의 인지 능력,

성격과 동기 부여,사회·심리학 요인,삶의 패턴으로 세부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개인의 인지 능력에서는 인지 에서 창조 인

인물의 인지 능력의 강 과 약 과 함께,유년기에 어떤 신동의 재능

을 보 는지를 검토하 다.그는 표 인 인지 능력을 언어,논리수학,

신체운동,공간,음악,인성,학문, 술이라고 밝혔다.137)

표 인 개인 인지 능력을 각각 살펴보면,언어 지능은 “ 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잘 표 하는 능력”으로 언론가,작가 등에게 나타나

는 재능이다.논리수학 지능은 “수자나 규칙,명제 등 상징체계들을 익히

고 문제를 논리 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 수학자,통계

문가 등에게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능력이다.신체운동 지능은 “신체

의 일부 혹은 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

력”으로 무용가,운동선수,조각가,화가,외과의사 등에게 높게 나타난

다.공간 지능은 “도형,그림,지도,입체설계 등 공간 세계에 한 정신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조 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화가나 과학자들

에게 찾아볼 수 있다.음악은 “리듬,음정,음색 등 음악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능력”이다.인성지능은 “타인의 기분,기

질,동기,의도 등을 악하고 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교육자,정

치가 등에게 높게 나타난다.138)이 밖에,학문 지능은 언어와 논리지능을

137)Ibid.,pp.626-628.

138)박은정,“다 지능검사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변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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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포 인 능력으로 지그문트 로이트(SigmundFreud)와 같은

학자들에게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술 지능은 음악,미술 등 술 련

상징체계에 심을 품고 연마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이다.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지그문트 로이트(Sigmund Freud),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 블로 피카소(PabloPicasso),이고르 스트

라빈스키(Igor Stravinsky),T.S.엘리엇(T.S.Eliot),마사 그 이엄

(MarthaGraham),마하트마 간디(MahatmaGandhi)등 7인의 거장들의

개인 인지 능력의 강 과 약 을 [표 2-5]와 같이 정리하 다.

[표 2-5]하워드 가드 (H.Gardener)의 연구에서 나타난

창의 거장 7인의 개인 인지 능력의 강 과 약 139)

강점 약점

프로이트 언어, 인성 공간, 음악

아인슈타인 논리수학, 공간 인성

피카소 공간, 인성, 신체 학문

스트라빈스키 음악, 기타 예술

엘리엇 언어, 학문 음악, 신체

그레이엄 신체, 언어 논리수학

간디 인성, 언어 예술

성격과 동기 부여에 련하여 가드 는 일반 으로 창의 인 인물의

특성이라고 알려진 통 인 견해들과 연구 상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탐구하 다.창의 인 인물들은 호기심,근면성, 습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일에 한 집 력 등140)과 같은 성격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특

히 가드 는 창의 인 인물이 호기심,천진함과 함께 이기심,자기 심성

과 같은 아이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141)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창의 인 인물의 사회·심리학 요인

을 악하 는데,그는 부모와의 계,가정 내의 규율과 함에 한

향”(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11),pp.17-20.

139)HowardGardener,임재서,op.cit.,p.627.

140)Ibid.,p.628.

141)Ibid.,pp.6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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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장 사람들과의 계와 같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계 등에

주목하 다.142)가드 의 사례 연구 속의 7인은 모두 상당히 유복한 집

안 출신으로 엄격한 가정 분 기에서 성장하 다.창의 인물들은 고압

인 환경에 반발하 는데,아버지나 교사의 뜻을 거역하거나,조국을 떠

나는 등 독자 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 다.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T.S.엘리엇(T.S.Eliot),마사 그 이엄(MarthaGraham)과

같은 술가들은 자신의 신 인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과 좋

은 정치 계를 유지하기 해서 수완을 발휘하 다.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마지막으로 인생행로를 살펴 창의 인

성취를 이루고 발달해나가는 과정의 주기들을 악하여 유년기,장년기,

노년기 별로 창의성의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결과 7인의 창의

인 인물들은 10년을 사이에 두고 창조 인 도약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어떤 역의 지식을 익히는 데 어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며,이

기간을 거친 후에야 역에 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 인 도약”을

할 수 있다.가드 의 사례연구에서 첫 번째 도약은 지그문트 로이트

(SigmundFreud)의 ‘로젝트’,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의

특수 상 성 이론, 블로 피카소(PabloPicasso)의 ‘아비뇽의 처녀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Stravinsky)의 ‘의 제 ’,T.S.엘리엇(T.S.

Eliot)의 ‘황무지’,마사 그 이엄(MarthaGraham)의 ‘론티어’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143)첫 도약 이후 꾸 히 창조 활동을 이어간 인물들은

10년 후 두 번째 도약을 이루었는데,지그문트 로이트(Sigmund

Freud)의 ‘꿈의 해석’,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의 일반 상

성 이론, 블로 피카소(PabloPicasso)의 ‘게르니카’,이고르 스트라빈

스키(IgorStravinsky)의 ‘결혼’,T.S.엘리엇(T.S.Eliot)의 ‘4개의 사

주’,마사 그 이엄(MarthaGraham)의 ‘애팔래치아의 ’등으로 나타났

다.144)두 번째 도약 이후로는 각 역별로 활동 내용이 달라지는데,일

부는 끊임없이 창조 활동을 지속하고,일부는 새로움을 평가하는 장의

역할을 하 다.

142)Ibid.,p.95.

143)Ibid.,p.638.

14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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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domain)

역의 수 에서는 창의 인 인물이 활동하고 있는 상징체계의 성격,

활동 유형, 역 내의 패러다임을 밝혔다.145) 역 별로 요구하는 창의

인 산물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다.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역별

로 상이한 창의 특산물을 5가지 활동 유형으로 정리하 다.각각은 특

정한 문제 풀이,일반 인 이론 체계 수립,작품의 창조,양식화된 공연,

의를 한 실천으로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46)특정한 문제

풀이는 기에 기존의 역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주로

과학 문제 풀이가 해당된다.일반 인 이론 체계 수립은 상 성 이론이

나 정신분석학 이론의 수립과 같이 역 내의 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작품 창조는 창의 인물의 사상,정서, 념이

드러나는 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려는 시

도이다.양식화된 공연은 무용,연극과 같은 장르에서 나타나며, 의를

한 실천은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공 인 발언이나 행동에서 발휘되는

창의성을 말한다. 역 내의 패러다임은 “모든 구성원 받아들이는 기존

의 지배 인 행과 규범”을 뜻한다.147)패러다임은 지배 으로 받아들

여지는 것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

다.창조 인 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역에 제시하는 새로운 이

리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으로 연결된다.

[표 2-6]하워드 가드 (H.Gardener)의 5가지 활동 유형148)

활동 유형 특징  주요 인물

특정한 문제 풀이
역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이. 특히, 과학 문제 풀이 의미

� 아인슈타인

� 스트라빈스키

일반적인 이론 

체계 수립
역 내에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시

� 아인슈타인

� 프로이트

작품의 창조
사상, 정서, 관념이 드러나는 예술 작품을 

창조

� 피카소

� 스트라빈스키

� 엘리엇

양식화된 공연
무용, 연극과 같은 장르에서 예술 형식을 

구현
� 그레이엄

대의를 위한 실천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공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
� 간디

145)Ibid.,p.95.

146)Ibid.,pp.643-645.

147)Ibid.,p.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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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field)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장에서 스승과 경쟁자 추종자들과

의 맺고 있는 계, 장에서 벌어지는 정치 갈등의 성격과 정도, 계

구조를 살폈다.149) 다수의 문가들에게는 스승 즉 멘토(mentor)가

존재하여 역에 한 지식을 달하고 격려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같

은 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쟁자들의 작품은 감을 주기도 하고 반발심

을 주게 해 개인의 창조 활동에 동기가 된다.추종자들은 창조 산물들

이 역으로 포함되고 역 내에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에서의 정치 갈등은 창의 인 인물과 장과의 상호 계이다.

자신이 속한 역과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정치 인 계의 요도는 다

르다. 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과 같은 과학자보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Stravinsky)가 동료,후원자,정책 인 지원과

같이 여러 가지 정치 인 계에 노출이 되어 있다.이고르 스트라빈스키

(IgorStravinsky)는 성공 인 작업을 해서 정치 인 계에 집 하 다.

계 구조는 개인이 장의 평가에 의해 리는 치를 뜻하는 것

이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

계 조직화 여부가 다르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Einstein)은 물

리학 분야의 계에서 정상의 치를 차지했던 인물로 사후에도 큰 향

력을 미치고 있다. 블로 피카소(PabloPicasso)도 역시 20세기 미술을

이끄는 화가로서 자리매김을 하 다.

4)새로 발견한 주제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창의 인물이

가장 요한 도약을 이루는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요한 지원과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냈다.150)가족,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서

인 지원”을 받고,자신의 창의 성취를 알아 주고 인정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지 인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151)알베르트

148)Ibid.,p.82.

149)Ibid.,p.95.

150)Ibid.,p.97.

151)Ibid.,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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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AlbertEinstein)의 경우는 상 성 이론을 발견하기 이 에는

올림피아 아카데미의 친구들로부터 인지 인 도움을 받았고,후에는 아내

로부터 정서 인 격려를 받았다.

가드 의 연구 상들은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

도록 모종의 거래나 계약,즉 “ 우스트 거래”152)를 했다는 것을 확인

하 다.자신의 창의 인 성취를 해서는 원만한 삶과 인간 계를 포기

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 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단 하여 고립 속에서 생활하 고,

블로 피카소(PabloPicasso)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불행에 빠뜨렸

다.153)지그문트 로이트(SigmundFreud),T.S.엘리엇(T.S.Eliot),마

하트마 간디(MahatmaGandhi)의 경우는 욕 인 생활154)을 하 고,이

고르 스트라빈스키(IgorStravinsky)는 끊임없는 송사로 주변인들과 갈

등을 빚었다.155)가드 는 이런 극단 인 우스트 인 거래의 이면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창의 인 재능과 능력이 충분히 발

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박 인 믿음이 서려 있다.156)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

의 창의성의 시스템 모델에 세부 인 요인들을 첨가하여 정교화한 창의

성 연구방법을 제안하 다.가드 의 연구를 모형으로 표시하면 [그림

2-9]과 같다.가드 의 연구 순서는 먼 개인의 생애를 살피고,개인의

인지 능력,성격과 동기 부여,사회·심리학 요인,삶의 패턴으로 나

어 분석하 다.개인을 고찰한 이후,개인이 활동하는 특정한 상칭 체계

인 역에 을 맞추어 역의 성격과 활동 유형, 역의 패러다임 등

을 살핀 후,마지막으로 개인의 새로운 성과물을 평가하고 역으로 편

입시키는 장과의 계를 고찰하 다.

152)Ibid.,pp.97-98.

153)Ibid.,pp.98-99.

154)Ibid.,p.98.

155)Ibid.,p.99.

15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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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응용한

가드 의 연구 모형

제 3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의 틀 개발

1.패션디자이 창의성 조작 정의

창의성의 정의로 일반 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창의성이

란 새롭고 질 으로 수 이 높으며 한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창기의 창의성 연구는 “창의 특성이 역에 계없이 모든 역에

일반 으로 용 가능하다.”157)는 창의성의 역 일반 인 에서 시

작되었다.그러나 학자들의 창의성 연구가 계속되면서 부분의 경우는

157)김 우,op.cit.,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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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이 다른 역에서는 별다른 재능

을 보이지 않으므로, 역별로 창의성이 발 될 때 필요한 요인이 다르

다는 역 특수성의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158)

최근의 창의성 연구는 창의성에 한 요구가 다른 역에 비해 높은

과학과 술을 심으로 역 특수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술은 아름다움에 한 깊은 의미나 생각을 표 하는 활동으로 주 감

정을 표 하는 것이 요한 역이고,과학은 상들에 한 경험

찰에서 출발하여 인과 법칙에 해 추정하고 확인해 나가는 객 인

근을 하는 것이 요한 역이다.159) 술과 과학 역에서 창의성이 발

될 때 필요한 변인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개인이 특

정 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연구하기 해서는 역 보편 인

개인 인 특성들과 함께 특정 역의 요구,사회 인 요소 등을 고려한

역 특수성인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즉,패션디자이 창의성을 밝

히기 해서는 역 특수성의 에서 패션디자이 창의성에 한 정

의를 내리고 패션이라는 역에서 창의성이 발 될 때 어떤 요인들이 더

욱 요하고 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에서 패션은 주로 의복이나 장신구의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160)이은 은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스타일이며,사회 내의 확산을 통하여 형성된다.”161)라고 설명

하 다.패션과 의복이라는 용어는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복식

학자 유니야 카와무라(Y.Kawamura)162)는 “패션은 단순한 물질 인 유

형물인 의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선택하고 수

용한 스타일이라는 상징 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163)고 밝혔다.즉,

특정한 의복 스타일이 패션이 되기 해서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바

람직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 인 인정과 수용을 강조하 다.

패션디자이 는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창조하여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니 잉 리시(B.English)는 “새로운 소재들 사용하고,사회의 습에

158)이연희,“과학 술 창의성의 특성 비교”(석사학 논문, 구 학교,2011),

p.8.

159)김 우,op.cit.,pp.14-21.

160)손미 ,이성희,『한국의 패션 리즘:미디어로 보는 패션의 역사와 경향』(서울:

한국방송 학교출 부,2010),p.10.

161)Ibid.,p.13.

162)YuniyaKawamura,Fashion-ology,(New York:FairchildBooks,2005).

163)Ibid.,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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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새로운 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패션에 신기원을 열어주는

신가”라고 정의하 다.164)앤 홀랜더(AnneHollander)는 “시각 표 력

과 술 자질, 민한 감각을 가지고 패션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하

다.165)패션디자이 는 의심할 여지없이 패션의 탄생의 주요 인물이다.

그러나 유니야 카와무라(Y.Kawamura)는 “패션은 천재의 한 작품

들로 매우 특별한 것”166)과 같이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 하며,패션은 어느 한 명의 패션디자이 ,개인의 창조물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잘 짜인 패션 시스템 안에서 “ 량 생산된 문화 상징체”라

고 주장하 다.

패션 시스템은 패션디자이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매를

진시키는 홍보 담당자,패션 에디터, 고사의 네트워크,패션 련 기

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패션에 한 콘셉트를 생산하고 지속 으로 공

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제도화된 체계이다.167)새로운 패

션의 창조는 패션디자이 와 제조업체가 계 이 바뀔 때마다 패션쇼에서

새로운 상품을 발표하고,신문,패션 잡지와 같은 언론이 제조업체의

고와 함께 새로운 상품에 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욕

구를 자극하여 결국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착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패션디자이 가 창조한 새로운 의복이 장에 발표

되고 가치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냥 유형물인 의복에 그칠 뿐이지 패

션이 되지 못하고 사장될 뿐이다.따라서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논의하

기 해서는 패션디자이 가 반드시 패션 시스템 내에 속해있어야 한다.

한,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산물이 창의 이다 는 창의 이지 않다

는 평가는 역 안에서 활동하고 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문지기(gatekeeper)들의 가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168)로버트 와이스

버그(RobertW.Weisberg)는 어떤 새로운 산물은 그것이 생산되었을 때

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 세 에 인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

으며 어떤 시 에는 가치를 인정받다가 후에는 기억되지 않는 경우들이

164)BonnieEnglish,Fashion:The50mostinfluentialfashiondesignersofalltime,

(London:Barron’s,2009),p.67.

165)JoanneFinkelstein,『패션의 유혹』,김 웅,김여경 옮김 (서울:청년사,2005),p.

46.

166)YuniyaKawamura(2005),op.cit.,p.59.

167)YuniyaKawamura,TheJapaneseRevolutioninParisFashion(Dress,Body,

Culture),(New York:BergPublishing,2004),pp.1-10.

168)문지원,op.cit.,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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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창의성에 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에 한 우려를 나타냈다.169)그

는 발표 당시에 미술 비평가들의 조롱의 상이었지만 재는 많은 사람

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상주의 작품을 로 들었다.즉,가치

에 따라 평가를 내린다면 같은 산물도 시 에 따라 창의 이었다가 다시

그 반 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험성이 존재하므로 창의성은 ‘가치와

무 한 새로움’의 척도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170)

그러나 패션은 인상주의 작품과 같은 순수 술과는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복식학자 제임스 버(JamesLaver)는 “패셔 블한 드 스는

오직 동시 취향의 에서만 매력 이다.”171)라고 하 는데,패션은

술과는 달리 동시 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소비되어져야 하는 패션산업

의 상품이다.김민자는 19세기 라 엘 (pre-Raphalelite)의 술 복

식운동을 로 들면서 당시의 유행체계,시 보편미를 무시한 복식

은 패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 다.172)따라서 패션디자이 창의성은

반드시 동시 의 장에서 인정을 받고 리 수용될 때 발 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패션디자이 창의성은 디자이 의 개인 인 능력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상징체계인 역과 새로운 산물을

평가하는 장과의 상호작용에서 살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패션 시스템에 속해있

는 패션디자이 가 패션이라는 상징체계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동시 의 장에서 새로움과 유용

성을 인정을 받고 패션 역에 포함될 때 발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창의성의 일반 인 정의인 ‘새롭고 유용한 것을 산출하는 능력’이라

는 개인 인 자질에 개인이 속한 장인 사회,기존의 상징체계의 총합

인 문화와의 계를 추가하여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

인, 역, 장으로 나 어 다차원 으로 고찰하겠다.

169)RobertW.Weisberg,김미선.op.cit.,pp.68-70.

170)Ibid.

171)BonnieEnglish,A CulturalHistoryofFashionintheTwentiethCentury:From

theCatwalktotheSidewalk,(New York:BergPublishing,2007),p.56.

172)김민자(2004b),op.cit.,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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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의 모형 개발

1)개인(person)

창의성 분석에서 개인은 새로움을 산출해 어떤 역 내에서 창의 이

라고 보게 되는 변화를 야기하는 체계이다.173)패션디자이 창의성 시

스템에서 창의성의 주체인 개인은 패션디자이 이다.패션디자이 는 패

션을 창조하는 주요인물로 패션의 유지,재생산, 에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174)옷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지만 패션의 창조

자로서 패션디자이 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반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ericWorth)가 등장한 이후이다.

패션디자이 가 등장하기 에 패션을 결정하는 사람은 최고 권력층

인 왕이었다. 랑스의 루이 14세는 궁정 사람들과 부유층 사람들에게

입어야 할 옷에 한 상세한 지침을 에티켓이라는 이름하에 규정해 두었

다.175)루이 16세 통치기에 이르러서야 로즈 베르탱(RoseBerdin)이라는

여자 재 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복식사에 등장하 는데,그녀의 역할은

마리 앙투와네트(MarieAntoinette)등과 같은 궁 의 황후들과 귀족들

의 옷에 들어가는 트리 과 옷감의 결정에 자문을 하는 것 정도에 그쳤

다.176)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ericWorth)는 왕족이나 귀족,

상류층 고객의 취향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을 고객

에게 제시해 실제로 패션을 선도한 최 의 디자이 가 되었다.그는 유

제니 황후(EugeniedeMontijo)와 같은 최상류층을 고객으로 맞아 큰 성

공을 거두었다.새로 나온 작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고 일 년에 두

번 패션쇼를 실시하는 등 패션 시스템의 기 를 마련했다.177)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ericWorth)에 이어 20세기 반에

폴 푸아 (PaulPoiret),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등과 같은 쿠튀리에가 등장하면서 본

격 으로 패션디자이 에 의한 패션사가 시작되었다.패션디자이 들은

173) 경원(2006)),op.cit.,p.91.

174)YuniyaKawamura(2005),op.cit.,p.57.

175)DidierGrumbach,『패션의 역사』,우종길 옮김 (서울:窓,1994),p.17.

176)Ibid.,p.18.

177)Ibid.,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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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요구에 맞추거나 혹은 반발하면서 개인의 아이디어,상상력,감

정, 술의지를 담은 옷을 발표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패션디자이 의 통 인 디자인 로세스는 감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후,디자인 스 치,소재 선택,입체 재단이나 평면

의복 구성을 통해 패턴 제작,재단과 바느질 과정으로 통해 옷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178) 의 디자이 의 역할을 새로운 디자인 창조에

그치지 않고,패션 시스템 내에서 생산자와 력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

산하고 비즈니스를 해 디자인을 홍보하여 리 착용되게 하는 마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살펴보기 해 패션디자이 의

개인 측면에서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인 성격 특성과 매력 자

본,사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겠다.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연구 모형에서 분석하는 인지 능력,성격과 동기 부여,사회·심리학

요인을 그 로 사용하고 패션 디자인이라는 역 특이성을 가미해 매력

자본을 추가하 다.

(1)인지 능력

패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패션디자이 가 갖추어야 할 요한 인지

능력들을 밝히고 있다.지니 링스(G.S.Frings)는 패션디자이 가

갖추어야 할 인지 능력으로 옷을 디자인할 때 필요한 술 인 창의력

과 함께,소재,옷의 의복 구성에 한 지식과 같은 기술 인 측면 련

능력과 패션 반에 한 학문 인 지식과 함께 비즈니스에 한 이해력

을 강조하 다.179) 수 젠킨스 존스(S.J.Jones)180)는 술 감각-입체

(Artistic-3D skills), 술 감각-평면(Artistic-2D skills),색채 감각

(Colorsense),기억력(Memory),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skills),

언어 구사 능력(Language),인 리(Connections),환경이나 문화에

한 응력(Fittingintoanenvironmentorculture)을 디자이 의 요한

자질로 꼽았다.

178)SimonTravers-SpencerandZaridaZaman,『패션디자이 를 한 스타일북』,정

연희 옮김 (서울:시공사,2009),pp.10-37.

179)G.S.Frings,『패션:개념에서 소비자까지』,조길수 외 3인 옮김 (서울:시그마

스,2008),p.473.

180)S.J.Jones,『패션 디자인』,김혜경 옮김 (서울: 경,2004),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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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워드 가드 (H.Gardener)가 제시한 창의 인물의

8개의 주요 인지 능력과 패션학자인 링스(G.S.Frings)와 존스(S.J.

Jones)가 제시한 패션디자이 의 주요 인지 능력을 종합하여 [그림

2-10]과 같이 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을 시각표 (2D)지능,입체표

(3D)지능,언어 지능, 인 계 지능, 응 지능,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 등 7개로 한정하 다.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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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Gardener)

의 

인지적 

능력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시각표현(2D)

지능신체운동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입체표현(3D)

지능인성 지능

학문 지능

예술 지능

언어 지능

프링스

(G. S. 

Frings)의

패션디자이

너의 

인지적 

능력

예술적 창의력

의복 구성에 대한 지식

대인관계 지능
패션 학문적인 지식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력

적응 지능

존스

(S. J 

Jones)의

패션디자이

너의 

인지적 

능력

예술 감각-입체

예술 감각-평면

색채 감각

학문 지능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문화·예술 지능
인적 관리

환경·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림 2-10]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

시각표 (2D)지능은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시각 으로 표 하는 스

치와 드로잉 실력을 뜻한다.입체표 (3D)지능은 신체를 사용하여 창조

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패션에서는 아이디어를 3차원 으로 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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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구성 재단 실력과 바느질 솜씨를 의미한다.이 두 지능은 패션디

자이 에게 통 으로 요구되는 요한 능력으로 패션 디자인의 기술과

련된 지능들이다.

언어 지능은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통합 것으로 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 으로 표 하여 성공 인 의사소통을 하

는 능력을 의미하며,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인

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기분,감정,의도 등을 잘 악하고 반응하는 능

력으로 인맥 리,유능한 인재 발탁능력도 포함한다. 응 지능은 민한

감수성과 직 을 가지고 변화되는 환경을 이해하고 응해나가는 능력이

다.언어, 인 계, 응 지능은 패션디자이 가 패션 사회의 변화,패션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상호 계를 맺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성

과 련된 지능들이다.

학문 지능은 지 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징체계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문화· 술 지능은 음악,미술 등 문화· 술 련 상징체계에

심을 품고 자신의 감수성과 술의지를 다양한 술 역에서 발휘하는

능력이다.학문 지능과 술 지능은 패션 역 외에 다른 역들,문화

반에 한 폭넓은 심을 뜻하며 디자이 가 감을 얻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데 받침이 되는 교양과 련된 지능들이다.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7가지의 인지 능력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

다.

[표 2-7]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

기술

시각표현(2D) 지능 스케치, 드로잉 실력

입체표현(3D) 지능 의복구성 및 재단, 바느질 솜씨

사회성

언어 지능 언어구사, 의사소통

대인관계 지능 인맥관리, 유능한 인재 발탁

적응 지능 변하는 환경 적응력

교양

학문 지능 학습, 이해

문화·예술 지능 다양한 문화·예술 역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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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인지 능력

창의성의 발 에는 지능과 같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 능력도 요한 역할을 한다.호기심,야망, 험 감

수와 같은 성격 특성은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동기를 주며 과제를 성

공 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다. 한 창의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

의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발 되는 것으로 패션과 같이 인체의 아

름다움을 다루고,가시 인 역에서 매력 인 외모와 태도는 다른 사람

들의 심을 끄는데 필수 이다.따라서 패션디자이 의 비인지 능력

은 성격 특성과 매력 자본으로 나 어 살펴보겠다.

① 성격 특성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 으로 합의하는 창의 인 인물의

성격 특성은 호기심,개방성,과제집착,독자성,모험심, 술 심,

유머,충동성,자기 확신,상상력,복합성,내향성 등이 있다.심리학자 그

고리 이스트(G.J.Feist)는 술과 과학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창

의 인 술가들의 성격 특성을 경험에 한 개방성,상상력,충동성,

성실성의 부족,불안감,정서 인 장애,감정 인 민함,추진력과 야망,

규범에 한 의심,비동조성과 독립성, 감,무 심이라고 밝혔다.181)

트 이시 제닝(T.Jennings)은 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을 성역할

로부터 자유(freedom from sex-rolestereotyping),무질서에 한 선호,

험 감수,용기,자아 컨트롤,호기심,상상력,유머,직 성,복합성182)

이라고 꼽았다.수 젠킨스 존스(S.JJones)183)는 야망,성실성,호기심,

상상력,독립심,인내심,모험심, 워크 등이 패션디자이 의 요한 성

격 특성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의 언 된 성격 특성들을 [그림 2-11]와 같이 포

하는 개방성,성실성,감수성,야망성,독립성을 주요 성격 특성으로

삼았다.

181)Fiest,GregoryJ.,op.cit.,pp.275-279.

182)Tracy Jennings,CreativityinFashionDesign,(New York:Berg,2011),pp.

123-125.

183)S.J.Jones,김혜경,op.cit.,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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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트

(G.J.Feist)의

예술가의

성격적 특성

성실성의 부족

불안감, 정서적인 장애

개방성규범에 대한 의심

비동조성

적대감

추진력과 야망

무관심

성실성

제닝

(T. Jennings)·

존스

(S. Jones)의

패션디자이너

의

성격적 특성

성역할로부터 자유

무질서에 대한 선호

위험 감수

용기

자아 컨트롤

성실성

감수성야망

인내심

팀워크

기타 

학자들의 

창의적 인물

공통적

성격적 특성

호기심

개방성

야망성과제집착

독자성

모험심

예술적 관심

유머

충동성

독립성자기 확신

상상력

복합성

[그림 2-11]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

에 언 된 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이나 가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다.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역 이외에도 술,과학 등 직 으로 련이 없

는 다른 역에도 심을 가진다.때로는 다른 역과 자신의 역을 융

합하여 독창 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을 갖고 있으며, 한,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응하

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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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은 과제 집착,인내심 등을 포함하는 성격 특성으로 높은 기

수 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의 질을 추구하는 태도를

뜻한다.184)성실성을 특성으로 하는 개인은 시간과 생활 습 을 엄격하

게 리하고,집 력을 가지고 과제에 과제를 완수한다.

감수성은 술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성격 특성으로,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한 찰을 통해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내는 태도를 말한다.185)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생생한 상상력,감성 표

을 자신의 작품에 표 한다.때로는 지나친 감수성은 불안감,정신 장

애,우울증,알코올 독 등으로 발 하기도 한다.

야망성은 반드시 창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를 갖는

태도를 뜻한다.야망성을 가진 개인은 돈과 명 와 같은 외부의 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경쟁심이 강하다.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기꺼이 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독립성은 비동조 이고, 습 이지 않은 태도를 말한다.186)미하이 칙

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는 당 의 지 유행,사회 성공의 기

,사회 규범,학문 인간 계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설명하 다.187)

독립성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독창 인 산출물을 생성하는데 필수

이다.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을 정리하면

[표 2-8]와 같다.

[표 2-8]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

개방성 새로운 경험이나 가치 등을 수용하는 태도

성실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태도

감수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내는 태도

야망성 창의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를 갖는 태도

독립성 비동조적이고, 관습적이지 않은 태도

184)최인수(1998),op.cit.,p.144.

185)김 우,op.cit.,p.12.

186)Ibid.,p.16.

187)최인수(1998),op.cit.,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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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력 자본

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C.Hakim)은 신체 ,사회 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 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에 주목하여 아름다운 용모

와 성 매력,자기표 기술과 사회 기술을 합쳐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188)매력 자본은 사회 상황에서 다

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심미 ,시각 ,신체 ,사회 ,성 매

력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키나 피부색과 같이 타고난 유 특징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법, 인 계의 처세술과 같이 스스로 배양할 수

있는 후천 기술을 포함한다.189)

매력 자본은 다른 사람들을 친구,애인,고객,지지자,팬,추종자,후

원자로 만들어 사회 활동을 성공 으로 이끌게 해 다.캐서린 하킴(C.

Hakim)은 매력 자본이 돈,재산과 같은 경제 자본,훌륭한 취향,교양과

같은 문화 자본,연 과 같은 사회 자본에 이어 제 4의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력 자본의 요성을 강조하 다.190)

캐서린 하킴(C.Hakim)의 매력 자본은 [그림 2-12]와 같이 아름다운

외모(Beauty),성 매력(Sexualattractiveness),사회 기술(Social

attractiveness), 활력(Vivaciousness and energy), 사회 표 력

(Presentation),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6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신체 매력뿐만 아니라 인 계에서 드러나는 사회 매력이 종합된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Beauty)는 시 별로,지역별로 이상미에 한 차이를

보이지만 체 으로 좌우 칭의 얼굴,고운 피부,잘 가꿔진 몸매,바

른 자세 등을 뜻한다.성 매력(Sexualattractiveness)은 몸을 움직여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섹시한 몸에 한 것이다.사회 기술(Social

attractiveness)은 인간 계 기술,즉 사람들이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활력(Vivaciousness and

energy)은 신체 인 건강함과 훌륭한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

로잡는 힘이다.사회 표 력(Presentation)은 개성 있는 차림새를 뜻하

는데,옷 입는 스타일,화장법,향수,보석 등의 장식품,헤어스타일 등을

188)CatherineHakim,『매력 자본 :매력을 무기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주 옮김

(서울:민음사,2013),p.10.

189)Ibid.,pp.22-25.

190)Ibid.,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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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자신을 매력 으로 표 하는 것을 뜻한다.마지막 요소인 섹슈얼

리티(Sexuality)는 성 으로 만족감을 주는 트 가 되는 능력이다.191)

[그림 2-12]캐서린 하킴(C.Hakim)의 매력 자본 구성요소

패션은 본래 과시 이며 유혹 인 속성을 지닌 시각 술의 하나로

매력 자본과 한 계를 맺고 있다.힐 르 힐러(HilaireHiler)는 복

식의 착용의 동기를 인간의 창조 의지에 의한 장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시작되었다는 미 장식설을 주장하 다.192)힐 르 힐러(Hilaire

Hiler)는 패션이 착용자에게는 개성 있는 연출을 통해 장식 욕구를 충족

해주고,패션의 창조자인 디자이 에게는 술의지를 드러내는 표 수

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 다.엘리자베스 헐락(ElizabethB.Hurlock)

은 패션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과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 다.193) 즉,엘리자베스 헐락(Elizabeth B.

Hurlock)은 다른 사람의 감탄과 주목을 끌 수 있는 과시 인 패션을 착

용하여 자신이 우월하고 매력 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패션의

주요한 목 이라고 하 다.

패션디자이 는 창의 인 패션 디자인을 통해 착용자의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성 매력을 잘 표 해 매력 자본을 높일 수 있도록 돕

191)Ibid.,p.21-25.

192)김민자(2004b),op.cit.,p.44.

193)ElizabethB.Hurlock,『복식의 심리학:패션과 그 동기에 한 분석』,박길순 옮김

(서울:경춘사,1990),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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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패션디자이 는 경쟁이 심한 패션 업계에서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기 해서 디자이 스스로 개성 있는 용모를 갖추

고,패션 언론,고객 등과 같은 요한 사람들과의 처세술에 힘써왔다.

최 의 패션디자이 인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rickWorth)는

디자인하우스를 설립하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옷차림을 바꾸

었다.벨벳 베 모,풍성하고 한 재킷에 실크 스카 를 두르는 등 화

가 렘 란트(RembrandtHarmenszoonvanRijn)의 복장을 따라 입으며

상류층 고객들에게 신비감을 주었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Chanel)은 검은 색 머리,마른 몸매의 소유자로 자신이 디자인한

래퍼 룩을 직 착용하여 신여성의 표본이 되면서 샤넬 스타일을 유행

시켰다.

패션은 타고난 인체와 외모에 옷과 장신구라는 인공물을 가미한 창의

표 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증진시키고,사회 으로 인정을 받고 소통

하는 수단이라는 본질 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패션디자이 는 매력 자

본 증진의 요한 수단인 패션을 창조하는 주체자로,다른 역의 창조

자들보다 매력 자본과 긴 한 계를 맺고 있다.패션디자이 가 고객과

자신의 사회 인 성공을 해서 매력 자본을 정교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에서 창의 인 패션디자이 의 개인 특성 매력 자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력 자본의 6가지 요소인 아름다운 외모,성 매력,

사회 기술,활력,사회 표 력,섹슈얼리티 사 인 요소로 확인할

수 없는 섹슈얼리티를 제외하고 [표 2-9]과 같이 5가지 요소를 통해 패

션디자이 의 매력 자본을 고찰해보겠다.

[표 2-9]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매력 자본 구성요소

아름다운 외모 타고난 얼굴,  몸매

성적 매력 섹시한 몸과 행동

사회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활력 유머, 건강, 긍정적인 에너지

사회적 표현력 개성 있는 패션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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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심리학 요인

가족 환경,성 취향,건강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 요인은 개인이 창

의성을 발휘하는 데 요한 향을 끼친다.정신과 의사 아놀드 루드비히

(A.Ludwig)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성공한 인물은 사회·경제 으로

상류층 출신이었다.높은 학식과 문화 인 소양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꿈을 지원하고 안정 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194)특히 동일

한 역에서 일을 하는 부모님을 둔 경우 천부 인 재능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일 그 역과 련을 맺어 창의 인 성취를 이룰 확률이 높아지기

도 한다.특히 음악,미술,조각, 술 혹은 연극에 한 극 인 심

을 보인 부모를 지닌 자녀들은 심미 인 선호도가 높고 창의 술가로

성장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195)이와는 반 로 부모로부터 아무런 문화

·경제 인 혜택을 받지 않고 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도 상당수 찰되

었는데,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십분 활용하는 남다른 임기응변을 지니는 경

향을 띄고 있었다고 한다.196)

성 취향과 결혼여부와 같은 사 인 상황도 창의성의 발 에 향을

끼친다.아놀드 루드비히(A.Ludwig)는 창의 인물의 성 취향을 이성

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성욕 감퇴자(hyposexuality)로 분류하 다.이

성애자는 이성과 성 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고,반면,동성

애자는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과 성 계를 맺는 사람이다.양성애자

는 양성 모두와 계를 가진 사람이며,성욕 감퇴자는 연애를 했거나 성

계를 가진 징후가 거의 없는,성에 련하여 욕 인 사람들을 뜻

한다.197)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의 술 직업을 하는 사람들 에

는 높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비율이 높았으며,사업가와 군인 같은

직업군에서는 이성애자의 비율이 높았다.성욕 감퇴자는 과학 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198)

창의 인 인물의 결혼 여부는 창의 인 성과 창출에 향을 끼친다.

창의 활동을 극 으로 지지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경제 이나

혹은 정서 으로 안정 인 기반에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팝 아

194)ArnoldM.Ludwig,『천재인가 인인가 : 명 인사들의 창의성과 기의 연 성

논쟁에 한 연구』,김정휘 옮김 (서울:이화여자 학교 출 부,2007),p.36.

195)Ibid.,p.70.

196)Ibid.,pp.38-39.

197)Ibid.,p.131.

198)Ibid.,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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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트인 쿠보타 시게코(久保田成子)는 남편인 백남 의 안정 인 작품

활동에 큰 향을 끼쳤다.199)디자이 폴 푸아 (PaulPoiret)는 아름다

운 외모의 부인인 드니즈 불 (DeniseBoulet)를 디자인하우스의 뮤즈로

삼았다.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신 인 의상을 부인에게 입 서 홍보하

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질병 여부는 창의성 발 에 향을 끼친다.

페르난드 데스탱(Fernandd'Estaing)은 ‘번민과 천재’라는 서에서 창

의 인 술가와 질병의 향을 분석하 다.그는 질병으로 고생했던 20

명의 창의 인 술가를 찾아,투병과 술 작품 창조 활동의 연 성을

연구하 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은 술가를 고립시키고,일상생활

에 뺏기는 시간을 여 혼자 사색에 빠지고 작품에 집 할 수 있는 시간

을 제공하 고 육체 인 질환은 정신 인 번민으로 승화되어 술작품으

로 탄생하 다고 한다.200)반면에 질병은 꾸 하고 왕성한 창의 활동

을 막는다.시인 이상의 경우는 28세에 폐결핵으로 요 해 당 에 인정

을 받고 안정 인 작품 활동을 지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201)디자이

페리 엘리스(PerryEllis)는 랄 로 (RalphLauren),캘빈 클라인

(CalvinKlein)과 함께 “미국 캐주얼 패션계의 트로이카”를 불리며 1980

년 미국 패션계를 이끌었다.202)그러나 그가 46세의 나이로 에이즈 합

병증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컬러풀하고 트가 넘치는 여성복 라인도 명

성을 잃고 유명무실해졌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끼치는 사

회·심리학 요인인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을 정리하

면 [표 2-10]와 같다.

199)최명선 ,한순미,“한국 술가 4인의 성장과 창의성 발달과정에 한 연구,” 재와

재교육 8,no.3(2006):p.164.

200)ArnoldM.Ludwig,op.cit.,pp.234-235.

201)최명선 ,한순미,op.cit.,pp.156-157.

202)이민선,“페리 엘리스,”네이버캐스트,May4,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8002&leaf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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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의 사회·심리학 요인

가족 상황 문화·경제적 혜택 유무

성적 정체성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욕 감퇴자

결혼 여부 배우자 혹은 애인의 지원

건강 정신적 질환, 요절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

인으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이를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창의성의

개인 특성 요인

패션디자이너

창의성의

개인적 

특성 요인

 인지적 능력

시각표현(2D) 지능

입체표현(3D)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적응 지능

학문 지능

문화·예술 지능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개방성

성실성

감수성

야망성

독립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성적 매력

사회적 기술

활력

사회적 표현력

사회·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성적 정체성

결혼 여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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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domain)

패션디자이 가 활약하고 있는 역은 패션이며,패션에 련된

된 모든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패션의 통과 례,패션 트 드,패션

련 지식,패션의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패션 정보와 지식이 공유

되는 방식도 포함한다.패션에서의 창의 산물은 하워드 가드 (H.

Gardener)의 활동 유형에서 ‘작품 창조’에 속한다.패션의 통과

례, 존하는 트 드,패션 련 지식과 기술을 익힌 패션디자이 는 문

제 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상,정서, 념이 드러나는 패션 련 창조

물을 만들어 낸다.이 새로운 산출물이 의미 있는 것으로 리 받아

들여졌을 때 다시 새로운 패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옷의 착용이 시작되었다.옷은 자연의 변화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뛰어 넘어 부와 신분,성 매력,사회 성취,

학식 등을 드러내는 자기표 의 효과 인 수단이 되어 왔다.특히 산업

명 이후에는 패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산업의 추 분야로 자리 매

김 되어 왔다.203)패션은 동일한 형태의 옷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으로 시 의 공통 인 사회 인 가치 과 문화 특성을 잘

드러나고 있으며,“시 반 의 민감한 거울”204)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 해 턴(J.A.Hamilton)은 패션을 구성하는 세 가지 문화 구성 요소

로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5)패션디자이

창의성을 논하기 해서는 패션 역의 사회·문화 맥락 요인을 이데올

로기,사회구조,기술과의 상호 작용을 계를 고찰하겠다.디자이 의

주 인 술의지,미 취향,가치 206)이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어

떻게 발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사회·문화 맥락 요인

패션 역의 사회·문화 맥락 요인을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

라는 세 가지 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일반

203)J.AndersonBlackandMadgeGarland,『세계 패션사』,윤길순 옮김 (서울:간디

서원,2005),p.7.

204)김민자(2004b),op.cit.,p.238.

205)김민자(2004a),op.cit.,pp.114-118.

206)김민자(2004b),op.cit.,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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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규범,지식,주제,철학,세계 ,종교 신념,정서,도덕 윤

리 ,에토스 등”207)을 지칭하고 있다.김민자는 패션 이데올로기의 세부

인 로 “연령과 성에 따른 복식의 합성 는 복식을 통한 도덕성,

에로티시즘,정숙성의 표 ”등을 들었다.208)패션디자이 들은 존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거나 반발하면서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해나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패션 이데올로기는 패션 트 드,패션의 례이다.

1900년 의 여성 패션의 주요 실루엣은 코르셋으로 높인 가슴과 잘록

한 허리,가는 허리와 비되는 커다란 엉덩이를 강조한 S-커 실루엣

이었다.코르셋으로 조여 풍만한 곡선을 만들고 이스,자수,시퀸즈,구

슬,각종 부자재로 호화롭고 정교한 이스와 자수가 놓인 드 스와 함

께 화려한 장식의 커다란 크기의 모자를 착용하 다.209)이 당시의 상류

층은 화려한 의상으로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것을 시하 으며,엄격한

의복 규율을 따랐다.잔느 캥(Jeanne Paquin),칼로 자매(Callot

Sœurs)등과 같은 쿠튀리에들은 화려한 옷으로 부를 과시하려는 최상류

층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해서 상으로 이스,모피,고 실크 소재

의 원단에 아름다운 수공 디테일이 호화스럽게 들어간 드 스들을 제

작하 다.반면,디자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은 당시 과시 소비가 신분 상승의 척도가 되고 지배 계 의 지표가 되

는 당시 패션의 례 즉,이데올로기에 불만을 품었다.따라서 그녀는 오

트쿠튀르 패션에는 사용하지 않는 지 원단을 사용하고 활동 이고 실

용 인 모더니즘 의상을 제안하 다.

세계 2차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물자난을 타개하기 해서

패션산업에 규제를 가했다. 국은 1941년 ‘소비자 공 제한 법령’이라는

엄격한 배 제를 실시하고 스커트의 기장과 폭,주름 개수,단추와 같은

부자재 개수까지 상세하게 제한하 다.210)실크 원단의 사용과 사치스러

운 의상의 착용은 엄격히 지되었다.미국이 1941년 12월 제 2차 세계

에 개입하면서 미국 정부도 직물 생산을 15% 감소시키는 ‘제한령

L-85’를 시행하 다.211) 쟁 직후에도 유럽 사회는 가난과 기아로 어려

207)김민자(2004a),op.cit.,p.116.

208)Ibid.

209)ValerieMendesandAmydelaHaye,『20세기 패션』,김정은 옮김 (서울:시공아

트,2003),p.31.

210)CharlotteSeeling,Fashion:150YearsofCourtiers,Designers,Labels,(New

York:H.F.Ullmann,2010),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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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겪으면서,호사스러운 차림새는 도덕 으로 옳지 않다는 분 기가

팽배하 다.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발표한 ‘뉴룩’은

발표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오랜 기간 라한 의상에 만족해야 했

던 여성들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아직 쟁의 고통으로 벗어나

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윤리 이라는 비난도 거세었다.뉴룩을 입은

리 여성이 거리에서 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시카고에서

는 뉴룩을 반 하는 여성들의 시 가 벌어지기도 했다. 와 같이 패션

의 이데올로기는 시 의 가치체계와 정신을 변하며,패션디자이 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여 존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

시키거나,반발하여 새로운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구조는 “사회 으로 확립된 행동의 양상이나 규범”을 뜻한다.212)

패션에서의 사회구조는 패션 련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달되는 방

식으로 패션의 산업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다. 표 인 패션의

산업 시스템은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렴한 기성복 업체,거

로벌 기업이 있다.질 리포베츠키(GillesLipovetsky)는 19세기 반에

이르러 와 같은 형태의 패션의 등장했다고 하며 조 인 패션의 두

가지 산업에 해 설명하 다.213)이 시 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안정

된 생산 체계가 확립되었는데,오트쿠튀르라고 알려져 있는 고 의상실

(Haute Couture)이고 다른 하나는 렴한 기성복 제조인 콩펙시옹

(Confection)이다.오트쿠튀르는 소수의 상류층 여성들에게 주문을 받아

의상을 제작해 입히는 주문제작복으로 쿠튀리에의 술 인 감을 고

원단,뛰어난 재단 솜씨,숙련된 장인의 수공 기술로 표 하는 데 역

을 두었다.기성복의 경우는 량 생산 양질의 옷을 에게 공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214)1960년 오트쿠튀르 산업이 쇠퇴하면서 오트

쿠튀르와 기성복 산업인 콩펙시옹의 간 형태인 고 기성복 타포

르테(Pret-A-Porter)가 각 받았다.표 화된 사이즈로 제작하기는 하나

높은 품질과,고 소재,독특한 디테일,정교한 재단 기술 등 높은 수

의 제품을 생산한다.215)1990년 로벌 패션 시 에는 거 로벌 기

211)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130.

212)김민자(2004a),op.cit.,p.116.

213)GillesLipovetsky,『패션의 제국』,이득재 옮김 (서울:窓,1999),p.91.

214)Ibid.,p.33.

215)SimoneWerle,50FashionDesignersYouShouldKnow,(London:Prestel,2010),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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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는 새로운 패션산업 시스템이 나타났다.이들은 유명무실해진 여

러 디자인하우스들을 인수하여, 랜드화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제품의 생산,유통,공 채 을 공유해 비용을 감하면서 운 해나가고

있다.

패션 사회구조는 정보가 달되는 방법인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다.패

션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디자인하우스의 수습생활,아트 스쿨의 교육 제

도,독학 등이 있다.17세기까지 패션디자이 들은 재단사,재 사라고

불리는 하찮은 신분이었다.216)따라서 정식 인 교육기 에서 교육을 받

기보다는 장인의 제자로 들어가서 수습을 받는 도제식 시스템으로 패션

을 익혔다.최 의 패션디자이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rick

Worth)는 국에서 직물가게에서 일하며 패션에 한 수련을 받은 후

리로 건 와 디자인 하우스를 열었고,217)폴 푸아 (PaulPoiret)는 자

크 두세(Jacques Doucet)와 워스의 디자인하우스의 수습생활을 하

다.218)여성 쿠튀리에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와 잔느 랑방

(JeanneLanvin)의 경우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 10 시 부터 재 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오트쿠튀르 하우스를 열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혔다.

리 오트쿠튀르 조합(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은 1927년 랑스 리 의상 조합학교(the Ecole de la

ChambreSyndicaledelaCoutureParisienne)을 설립하 다.오트쿠튀르

의 정교한 재단 기술과 재 기술을 훈련시켜 기술력이 있는 미래의 디자

인하우스 수습생들을 양성하 다.219)패션을 문 으로 교육하는 세계의

주요 패션 교육 기 의 설립연도는 [표 2-12]과 같은데,패션이 술

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20세기 반기에 설립되었다.1940년 에 이르러

서야 클 어 맥카델(ClaireMcCardell)과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과

같이 아트 스쿨에서 공부를 한 디자이 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220)아트 스쿨을 졸업한 후 오트쿠튀르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통해

서 실무를 익힌 후 자신의 디자인하우스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216)DidierGrumbach,op.cit.,p.15.

217)Ibid.,p.20.

218)Ibid.,p.28.

219)송수원,“ 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서울 학교,

2008),p.37.

220)BrendaPolanandRogerTredre,TheGreatFashionDesigners,(New York:

BergPublishing,2009),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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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문 교육기 들은 각각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에 따라 커리큘럼

을 계획하고 동일한 교육자에서 익히기 때문에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가

진 디자이 를 양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80년 말,벨기에 앤트

워 왕립학교(TheAntwerpRoyalAcademyofFineArts)출신의 디

자이 들이 거 등장하 는데,특유의 인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

다.221)

[표 2-12]세계 주요 패션 교육 기

설립연도 패션 교육 기관

1904 
미국 뉴욕 the Chase School 의상 디자인과 개설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전신)

1915
국 런던 Barrett Street Trade School 설립

(London College of Fashion 전신)

1919
일본 도쿄 裁縫教授所설립

(文化服装学院 전신)  

1927 프랑스 파리 의상 조합학교 (the 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

1928 국 런던 the Royal College of Art, 패션과 개설

1935 이탈리아 밀라노 Istituto Marangoni

1944 미국 뉴욕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학교 설립

1957
국 런던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의상과 

개설

1963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학교 The Antwerp Royal Academy of Fine Arts, 

패션과 개설

기술은 “인간의 생물학 ·물질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수단으로

인간이 물리 ·사회 환경에 응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 상,즉 물

질 문화”를 말한다.222)패션에서는 기술은 패션의 업스트림(upstream)

과 다운스트림(downstream)까지 패션 상품의 생산과 련된 기술과 패

션 변화에 향을 끼치는 교통 통신과 매체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진보까지 포함한다.

패션 상품의 생산과 련된 기술은 섬유,천,트리 ,염료 등의 소재

개발과 련한 기술,방 기,재 틀,편물기,단춧구멍 기계 등과 같은

221)DianaCrane,『패션의 문화와 사회사』,서미석 옮김 ( 주:한길사,2004),p.252.

222)김민자(2004a),op.cit.,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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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련 설비 련 기술,입체 재단,평면 구성법,컴퓨터 CAD와 같은

제작 련 기술 등 패션의 재료,제작,생산에 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1959년에 개발된 라이크라(lycra)는 신축성과 빨리 마르는 특성으로

속옷의 소재로 주로 사용되었다.1970년 말 피트니스와 헬스클럽의 열

풍으로 몸에 꼭 맞는 편안한 운동복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라이크라는

다른 섬유와 혼방되어 스포츠웨어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223)1980년 는

패션디자이 아제딘 알라이야(AzzedineAlaïa)의 바디 콘셔스 룩(Body

Conscious)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224)

세계 제 1차 이후 제조업은 기계류의 성능 개선과 노동의 분업

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렴한 가격으로

패션을 즐길 수 있는 “패션의 민주화”를 이 졌다.225)에디스 리 (E.

Bryner)226)는 1916년 기계화가 가져오는 시간과 노동의 경제성을 밝히기

한 밝히기 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코트 100장을 손으로 만들 때와

제조 기계를 만들 때 필요한 시간은 각각 1,323시간과 79.6시간으로 기

계공정이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옴을 확인하 다.227)양

세계 이후 생산 비용의 비약 인 감소는 패션의 확산을 증가시켰다.

자동차,비행기 등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사진, 화,텔 비 ,MTV

등의 매체의 발달 등 라이 스타일과 패션 생활에 큰 향을 미쳤

다.19세기 말 교통수단의 발달로 부유층들의 여행이 증가하 다.유럽과

미국의 부유층 여성들은 오트쿠튀르 의상을 주문 제작하느라 리의 디

자인하우스로 직 찾아왔으며,몇 번의 가 에 참가하는 수고도 마다하

지 않았다.미국의 기성복 업체들도 리 오트쿠튀르 디자인하우스에서

모델이나 패턴을 구입해서 복제품을 량 생산해서 매하 는데,그 결

과 리 패션이 세계 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23)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233.

224)CharlotteSeeling,op.cit.,p.318.

225)김민자(2004b),op.cit.,p.237.

226)ElizabethB.Hurlock,『복식의 심리학:패션과 그 동기에 한 분석』,박길순 옮김

(서울:경춘사,1990),p.90.

22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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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사물에 한 이론 인 틀이나 체계”228)를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패러다임은 패션디자이 가 패션 역에 제시한 새로운 으

로 장의 인정을 받아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패러다임은 패션 상품과

같은 유형물뿐만 아니라,패션 트 드,복식의 새로운 제작 기법,패션

사회 구조에 일으킨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의 요한 요소는 장의 인정이다. 장이 인

정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패션 언론들의 기사,타임지(Time)

나 포 스(Forbes)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일반 언론의 기사,패션 학자들

의 연구와 술, 기,자서 등과 같은 문헌 자료들이 존재한다.코티 상

(CotyAward),황 골무상(GoldenThimbleAward),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

(NeimanMarcus FashionAward)등 여러 기 으로부터의 특별상들과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상과 국 패션 회(BritishFashionCouncil)의 ‘올해

의 디자이 상’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패션 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들

이 업 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이 밖에 국의 기사 는 귀부인 칭

호, 제국 훈장, 랑스 정부의 종 도뇌르 훈장(Ordre de la

Légiond'honneur),명 박사 학 등과 같이 명 로운 가도 있다.뉴

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 리의 장

식 미술 (Les Arts Décoratifs),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Victoria&AlbertMuseum)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뮤지엄에서 열리는

회고 등이 있다.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 틀의 역은 [표 2-13]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패션디자이 개인이 상징체계인 패션과의 상호 작용을 살펴본다.

패션디자이 가 사회·문화 맥락의 산물인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오랜 기간 축 된 지식과 정보를 어떤 사회구조를 통해서 달

받는지,기술의 변화가 디자이 의 창조 활동에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

를 살핀다.패션디자이 의 산출물 패션 역에 가져온 새로운 패러

다임을 고찰한다.

228) 네이버사 . s.v. “패러다임.” Accessed June 21, 201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2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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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 패션 트렌드

� 패션의 관례

� 패션의 산업 시스템: 오트쿠튀르, 프레타포르테, 기성복, 

거대 기업

� 교육 시스템: 도제, 교육, 독학

� 패션의 재료/제작/생산에 관련된 기술

� 교통 통신과 대중 매체의 발달

패러다임
� 패션 역에 제시한 새로운 관점

� 현장의 인정

3) 장(field)

엘리자베스 커리드(E.Currid)는 창조 인 상품들은 ‘아무도 측할

수 없는’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즉 문지기(gatekeeper)의 역

할이 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장이 어떤 상품이 좋고 나쁜지 수용자들

에게 해주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를 함께 창조한다고 하 다.229)

패션은 창조 인 상품으로 계량 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시즌 쏟아지는 수많은 스타일,패션 상품들 에 어떤 것이 수용자들에

게 의미가 있는지 결정해주는 장의 역할이 요하다. 장은 개인의

산출물에 한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역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공하

여 창의 인 해결을 한 감을 제시하기도 한다.230)패션디자이 창

의성을 논할 때 장은 패션 에디터,바이어,패션 교육자,패션디자이 ,

투자자,비즈니스 트 ,패션모델,고용인 등 패션업계 종사자들과 패

션 선도자와 같이 패션업계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패션리더십이 있거나

새로운 창조에 감을 주는 인물들이다.개인은 이들과 멘토,지지자,경

쟁자,추종자라는 계를 맺으면서 창조 활동을 계속해나간다.

멘토(mentor)는 “ 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 ,지도자,스승,

229)ElizabethCurrid,『세계의 크리에이티 공장 뉴욕』,최지아 옮김 (서울:쌤앤 커

스,2009),p.163.

230)MihalyCsikszentimihalyi,노혜숙.op.cit.,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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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 ‘오디세이아(Odyssey)’에 나오는 오디세우

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231)창의 인 개인의 멘토는

개인 으로 친분이 있는 가족,스승,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같은 역

에서 성공을 거둔 우상과 같이 실제 인 친분이 없는 사람도 포함한다.

창의 인 개인은 멘토에게 강한 정서 인 교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조언

이나 감을 얻어서 창의 인 활동을 해나간다.

창의 인 성취를 이룬 부분 사람들은 창의 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지자들이 존재한다.패션 장에서 표 인 지지자는 패션 에디터,패

션 교육자,패션 선도자,바이어,투자자 혹은 비즈니스 트 ,패션 큐

이터 등이 있다.

그랜트 매크래캔(G.McCracken)에 따르면 리스트는 미 ,사회

,문화 신을 그것들이 처음 나타날 때 논평하며 어떤 것은 요하

고 어떤 것은 단치 않다고 정하는 문지기(gatekeeper)역할을 한

다고 밝혔다.232)패션계의 리스트인,패션 에디터들은 매 시즌 창조

되는 패션디자이 들의 수많은 작품들을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해

에게 최신 패션 정보로 달한다.패션 에디터들이 소개하는 패션 상품

은 부분 높은 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패션 문화를 창조하는 첨병이라

고 할 수 있다.각 잡지의 에디터들은 특집 기사에 맞추어 특정 디자이

나 랜드의 옷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233)편집자들은 작품을 잡지

에 싣거나 무시하거나하는 선택 인 작업을 통해 디자이 를 흥하게 할

수 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234)특히 편집장은 새로운 패션의 방향

을 결정하고 소비자에게 달하는데 막 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235)패

션 리즘계에서 설 인 치에 있었던 유명 편집장들은 에나 울만

체이스(EdnaWoolmanChase,미국 Vogue1914-1952),카멜 스노우

(CarmelSnow,Harper'sBazaar1934-1958),DianaVreeland(Harper's

Bazaar1936–1962, 미국 Vogue 1963–1971), 안나 투어(Anna

Wintour,미국 Vogue1988-)가 있다.236)

231) 시사상식사 , s.v. “멘토,” accessed June 21, 201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32&docId=67931&categoryId=2264.

232)GrantMcCracken,『문화와 소비』,이상률 옮김 (서울:문 출 사,1996),p.183.

233)LindaWeltersand Abby Lillethun,The Fashion Reader,(New York:Berg

Publishing,2007),p.276.

234)Ibid.

235)Ibid.

236)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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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교육자는 지혜와 지식을 나 어 주고 후원을 하고 격려하며 경

력을 쌓는 것을 돕는다.237)우선 으로 교육자들은 개인의 재능을 일깨

워주고 패션 역에 한 정보와 기술을 직 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유능한 제자에게 패션 업계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패션 교육자들은 패션 에디터나 바이어와 같은 업계 종사자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여,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를 제공하기 해서 노력한다.유명 패션 스쿨의 졸업 패션쇼는 신인 디

자이 들이 업계에 데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패션을 창조에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패션 선도자들이 있다.

패션 선도자는 의 시선 속에서 살며 사진을 힐 일이 많은 유명 인

사들로 디자이 의 새로운 산출물이 에게 수용되기 에 앞서 받아

들이고 새로운 패션을 탄생시킨다. 부분 매력 이고 이 좋아할만

한 개성을 가져야 하면 최신 유행을 따를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238)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귀족,정치가,사교계 유명인사,

화배우,TV스타,패션모델,가수 등이 있다.시 를 풍미한 유명 패션

리더는 유제니 황후(EugeniedeMontijo),심 슨 부인(Wallis,Duchess

ofWindsor),다이애나 왕세자비(Diana,thePrincessofWales),재클린

네디 오나시스(JacquelineKennedyOnasis)등과 같은 권력층 인사와

마들 디트리히(MarleneDietrich),그 이스 리(GraceKelly),마를린

몬로(MarilynMonroe),오드리 헵번(AudreyHepburn),마돈나 (Madonna),

마이클 잭슨(MichaelJackson)과 같은 스타들이 있다.이 밖에 난

(NanKempner),안나 피아지(AnnaPiaggi),루루 드 라 팔 즈(LoulouDe

LaFalaise),아만다 할 치(AmandaHarlech)등과 같은 상류층 출신의 사

교계 인사들은 고 취향과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디자이 들의 뮤즈

로서 디자이 들에게 감을 주고 디자이 의 의상을 직 착용해 홍보해

다.

바이어들은 디자이 들로부터 컬 션을 구입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조

달하는 역할을 한다.뉴욕의 니먼 마커스(NeimanMarcus),버그도 굿

맨(BergdorfGoodman),색스 핍스 애비뉴(Sak’sFifthAvenue),바니스

뉴욕(Barney’s New York),블루 데일즈(Bloomingdale’s),헨리 벤델

(HenryBendel), 국의 해로즈(Harrod’s),셀 리지스(Selfridges),리버

237)ArnoldM.Ludwig,op.cit.,p.101.

238)LindaWeltersandAbbyLillethun,op.cit.,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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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Liberty), 리의 갤러리 라 트(Galeries Lapayette), 랭탕

(Prentemps)등과 같은 백화 은 패션디자이 의 큰 고객이다.백화 보

다 은 규모로,특정한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부티크 혹은 편집 으로

불리는 런던의 라운즈(Browns), 라노의 10꼬르소 꼬모(10Corso

Como), 리의 르 마르셰(LeBonMarche)등은 백화 보다 좀 더

인 디자이 의 작품들을 취 하고 신 디자이 들의 등용문이 되기

도 한다.

패션 상품은 작가,화가 등의 술 작품과 달리 수많은 자본을 투자해

야만 창출할 수 있는 있다.양질의 소재의 구입,장인들의 임 ,패션쇼

개최,부티크 운 등에는 막 한 비용이 필요하다.따라서 가족과 친지

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한,패션디자이 가 패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해서는 투자자가 필요하다.크리스찬 디오르에게는 마르셀

부삭(MarcelBoussac)이라는 든든한 투자자가 있었으며,샤넬은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의 지원 하에 디자인 활동에 념할 수 있었다.최근의 패

션 비즈니스는 거 그룹들이 일류 럭셔리 랜드들을 소유하는 거

로벌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랑스 기업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PPR 그룹의 랑스와 피노(FrançoisPinault)

등 유명 랑스 디자인 랜드를 사들인 후 고 재능 있는 디자이 를

스카우트해 이끌게 한다. 한,자 난이나 경 난에 시달리는 디자이

의 이블을 구매해 물질 지원을 약속하기도 해,디자이 들에게 창조

의 장을 열어 다.

경쟁자는 동시 에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 로 패션 역 내의 헤게모

니,패션 언론들의 심,패션 련 수상,투자 지원 등을 가지고 경쟁

한다.추종자들은 고용인이나 후배 디자이 들이다.고용인은 패션디자이

의 손발이 되어 작품 활동을 직 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후배 디자

이 들의 경우는 패션디자이 의 신 인 업 을 연구하고 유사한 작품

활동을 하여 패션디자이 의 창조 활동이 역에서 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패션디자이 창의성의 장을 분석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 75 -

[표 2-14]본 연구에서 고찰할 패션디자이 창의성의 장 요인

멘토
가족

우상

지지자

패션 에디터

패션 교육자

패션 선도자

바이어

투자자

패션 큐레이터

경쟁자 동료 디자이너

추종자

고용인

제자

후배 디자이너

팬, 신봉자

4)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살펴보기 해서 미

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과 하워

드 가드 (H.Gardener)의 사례연구 근법을 기 로 하여 패션 역의

특이성을 가미한 패션디자이 창의성 연구 모형을 개발하 다.

우선 으로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에서 개인, 역,

장이라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거시 인 틀을 얻었다. 역의 존하는 지

식 체계을 습득한 개인이 새로운 창의 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이 새

로운 산출물에 해 문가 집단인 장이 평가를 내린다.이때,가치를

인정을 받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시 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 되고 있음을 이해하 다.

하워드 가드 (H.Gardener)는 칙센트미하이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을

이용해 연구를 할 때 살펴 보아야할 세부 요인들을 포함시켜 미시 인

맥락에서 창의성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연구 근법을 제시하 다.가드

는 개인의 창의성 발 요인을 인지 능력,성격과 동기 부여,사회·심리

학 요인,삶의 패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고,이 후, 역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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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 역의 패러다임 등을 고찰하고,마지막으로 장에 포함된

문가 집단과 개인의 계를 살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패션 시스템에 속해

있는 패션디자이 가 패션이라는 상징체계에 한 지식을 바탕으

로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동시 의 장에

서 새로움과 유용성을 인정을 받고 패션 역에 포함될 때 발휘

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창의성을 보는

에 패션이라는 역 특이성을 가미한 패션디자이 창의성 연구 모형을

개발하 다.

패션디자이 의 개인 특성 요인에는 패션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인

지 능력,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패션

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인지 능력은 시각표 (2D)지능,입체표 (3D)

지능과 같이 패션디자인에 직 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련된 능력과,

언어 지능, 인 계 지능, 응 지능과 같이 패션계의 변화와 문가 집

단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사회성’과 련된 능력,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과 같이 패션디자이 가 타 역에서 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교양’과 련된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패션디자이 의 비인지 능

력은 개방성,성실성,감수성,야망성,독립성 등,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과 함께 캐서린 하킴(C.Hakim)의 매력 자본을 추가하 다.패션이

타고난 외모에 매력을 더하는 창의 인 표 이라는 에서 패션과 매력

자본은 한 계를 맺고 있는 역이라는 에서 패션디자이 의 매

력 자본을 살펴보도록 한다.이밖에 사회·심리학 요인은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 등을 고찰해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유리한 사회·심리학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겠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 역은 패션 역을 사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나 어 분석하도록 한다.사회·문화 인 맥락은 패

션 트 드와 패션 례를 뜻하는 이데올로기,패션 시스템과 교육 시스

템을 포함하는 패션 사회구조,패션 련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로 구

분하여 패션디자이 와 작용을 고찰한다. 한,패션디자이 가 새롭게

패션 지식체계에 가져온 변화인 패러다임을 살펴 패션디자이 의 패션

역에 한 기여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 장에서는 패션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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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패션 역에 향력을 행사하는 패션 장을 멘토,지지자,경쟁자,

추종자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한다.특히 패션디자이 의 지지자인 패션

에디터,패션 교육자,패션 선도자,바이어,투자자,패션 큐 이터 와 추종

자인 고용인,제자,후배 디자이 등과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겠다.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하워드 가

드 (H.Gardener)의 사례연구 근법,캐서린 하킴(C.Hakim)의 매력

자본을 이용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연구 모형의 개발 과정은 [그림

2-13]과 같고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창의 인 패션디자이 의 사례연

구에서 이용할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연구 모형은 [그림 2-14]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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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 연구모형

개

인

칙센트미하이의 

정의

개인은 역 내

에서 새로운 산물

을 제시해 변화를 

야기하는 체계

패션디자이너

인지적 능력

비인지적 능력

사회·심리학적 요인

하킴(C. 

Hakim)의 

매력 자본
가드너의 

연구모형

인지적 문제

성격과 동기부여 

사회적·심리적 요인

삶의 패턴

영

역

칙센트미하이의 

정의

상징적 지식 체계.

창의적 지식의 

축적과 전달 

패션 영역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패러다임

가드너의 

연구모형

상징체계의 특성

활동 유형

패러다임의 지위

현

장

칙센트미하이의 

정의

새로운 산출물을 

평가하고 변화를 

역에 새롭게 포

함시킬지를 결정하

는 사람들의 집합

체

패션 현장

멘토

지지자

경쟁자

추종자

가드너의 

연구모형

스승과 경쟁자 및 

추종자와의 관계

정치적 갈등

위계적 구조

[그림 2-13]칙센트미하이의 정의,가드 의 연구모형,하킴의

매력 자본을 이용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연구 모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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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칙센트미하이와 가드 의 을 응용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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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앞서 개발한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연구 모형을 이용하

여 디자이 9인의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패션을 오트쿠튀르 시

(1900-1950년 ), 타포르테 시 (1960-1980년 ), 로벌 패션 시

(1990- 재),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 별로 가장 활약이 돋보 던 창

의 인 디자이 들을 각각 3인씩 총 9인의 사례연구를 통해 창의성 발

요인을 패션디자이 개인,패션 역,패션 장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제 1 오트쿠튀르 시 (1900-1950년 )

1.오트쿠튀르 시 의 일반 고찰

질 리포베츠키(G.Lipovetsky)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패션의 등장

은 19세기 반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239)1871년 찰스 드릭 워스

(CharlesFredericWorth)가 리에 ‘워스 하우스(HouseofWorth)’라는

고 의상실(HauteCouture)을 열면서,오트쿠튀르 시 가 시작되었다.

오트쿠튀르는 쿠튀리에(couturier)라고 불리는 패션디자이 가 고객을

해 새로운 의상을 발표하고,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패션 시스템

이다.권력과 재력을 가진 착용자인 왕,왕족,귀족이 패션을 결정하던

시기에는 종속 신분에 머물 던 무명의 재단사가 패션의 자율권과 주

도권을 가지는 새로운 천재 술가,즉 패션디자이 로 떠올랐다.

최 의 패션디자이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ericWorth)는

1년에 2차례 시즌별로 /여름,가을/겨울 컬 션을 모델에게 입 발표

하고,소수의 고객들에게서 주문을 받아 제작한 의상을 호화로운 살롱에

서 매하 다.화가,작가 등과 같은 다른 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

름을 넣듯이 찰스 드릭 워스(CharlesFredericWorth)는 자신이 창

조한 의상에 이름을 넣은 자수 원단 라벨을 부착하며 작품에 값어치를

239)GillesLipovetsky,op.cit.,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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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디자이 의 치를 격상시켰다.240)찰스 드릭 워스(Charles

FredericWorth)에 이어 등장한 자크 두세(JacquesDoucet),잔느 캥

(JeannePaquin),칼로 자매(CallotSœurs)등과 같은 쿠튀리에들은 1900

년 리 만국 박람회(theParisExpositionUniverselle)에서 리 패션디

자이 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

제 1차 세계 ,재즈의 시 ,세계 공황,제 2차 세계 에 이어

1950년 라인의 시 에 이르기까지 리 오트쿠튀르 패션은 세계 패

션의 강력한 지 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 다.

오트쿠튀르 패션은 모더니즘 사상의 등장과 함께한다.모더니즘은 신

과 교회의 교리 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에 한 믿음을

강조한 사상이다.이성과 합리성의 강조는 기술과학의 발달을 가져와 낙

이고 풍족한 시 를 이끌었으며,개인의 술의지와 자유를 존 하

는 분 기를 가져왔다.이에 따라 패션계 업계에는 창의 인 술가인

패션디자이 들이 등장하여 오트쿠튀르 패션 시스템을 설립하고 개인의

미 취향을 표 하는 작품들을 발표하 다.특히 랑스는 장식 술을

귀 하게 여기는 오랜 통이 있었고,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벨 에포

크 시 (LaBelleÉpoque)에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었다.241) 랑

스 리의 이런 분 기는 재능 있는 패션디자이 들을 끌어 들 고,자

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은 1911년 리 오트쿠튀르 조합(LaChambre

SyndicaledelaCoutureParisienne)을 설립해 기성복 산업인 콩펙시옹

(Confection)과 차별화를 가지며 사회 으로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

하면서 앙 집권화된 패션 시스템을 구축하 다.242)이는 모더니즘의

인 지식 이 개념의 보편화와 이성의 획일성을 가져와 통일성과

총체성을 강조하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243) 리 패션디자이 가 창조한 새로운 스타일은 유럽의 왕실,미국

의 부유층,유명 여배우 등과 같은 상류층 고객에게 매되었고,곧,

세계의 기성복 업체에 의해 값싼 복제품이 량 생산되었다.값싼 복제

품의 등장은 리 패션의 확산을 가져와 오히려 리의 패션디자이 들

240)CharlotteSeeling,op.cit.,.p.10.

241)이재정,박신미,『패션,문화를 말하다』(서울: 경,2011),p.42.

242)송수원,“ 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한 연구,”p.37.

243)고윤정,“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주체와 패션체계”(박

사학 논문,서울 학교,2009),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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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리더십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리 오트쿠튀르 디자이 가 발표하는 스타일들은 세계 패션의 주

요 패션 트 드로 떠올랐다.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를 이끄는

주요한 패션 트 드는 잔느 캥(JeannePaquin)의 이스,실크와 같은

고 원단으로 만든 S-실루엣 드 스,폴 푸아 (PaulPoire)의 이국 인

미 취향이 돋보이는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디 투어(Directoire)스타일,

호블 스커트(Hobbleskirt)등이었다.제 1차 세계 디자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시에 알맞은 편안하고

장식이 은 ‘도빌 룩(DeauvilleLook)’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

다.종 후 1920년 는 ‘포효하는 20년 (RoaringTwenties)’244)라고 불

리는데, 쟁의 공포,궁핍함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즐거움을 찾기에 몰두

하 다.여성의 사회진출이 확 되면서 보 헤어(bobhair),짧은 기장

의 시 트 드 스(shiftdress)와 같은 래퍼 룩(flapperlook)이 유행하

다.245)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리틀 블랙 드

스(LittleBlackDress)’을 표로 하는 높은 활동성과 단순한 형태의

기능주의 패션을 제시해 1920년 의 트 드를 이끌었다.이 밖에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의 입체재단 기법을 이용한 시 트 드 스

(shiftdress)(shiftdress),장 투(JeanPatou)의 기하학 모티 의 스

포츠웨어가 인기를 끌었다.

1929년 뉴욕의 주식시작이 폭락한 “암흑의 목요일(BlackThursday)”

공황시 의 시작을 알렸다.246)어려운 실에서 리의 쿠튀리에들은

실도피 인 주제를 찾아 독창 인 작품들을 발표했다. 비오네

(MadeleineVionnet)는 바이어스 컷을 이용한 ‘롱 앤 슬림(Long and

Slim)’ 이 닝드 스가 각 을 받았다.247) 엘자 스키아 리(Elsa

Schiaparelli)는 실주의 작가들과 업을 통해 인체의 부분이나 동물

등의 문양을 정교한 자수 디테일로 장식한 실주의 패션을 선보

다.248)1930년 반에는 지나친 기능주의의 강조에 한 반발로 19세기

반의 빅토리아 시 의 낭만주의 패션에 한 심이 높아졌다.따라서

실크, 이스와 같은 소재,꽃과 리본 장식,크리놀린,버슬 스커트를 이

244)이재정,박신미,op.cit.,p.66.

245)Ibid.,p.83.

246)CharlotteSeeling,op.cit.,p.69.

247)이재정,박신미,op.cit.,pp.108-109.

24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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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복고 인 신 빅토리아풍 패션(VictorianRevivalism)이 유행하 다.

신 빅토리아풍 패션의 선구자는 국의 노먼 하트넬(NormanHartnell)이

었는데,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 메인보처

(Mainbocher),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와 같은 리

쿠튀리에들도 그의 향을 받아 신 빅토리아풍(VictorianRevivalism)패

션을 발표하 다.249)불황기의 유일한 오락 거리는 할리우드 화 다.

마를 디트리히(MarleneDietrich),조안 크로포드(JoanCrawford)등이

화 속에서 선보인 스타일들은 세계의 객들을 매혹시키면서 에이

드리언(AdrianAdolphGreenburg)과 같은 화의상 디자이 가 제시하

는 할리우드 패션(Hollywood)이 요한 트 드로 떠올랐다.

1939년 제 2차 세계 의 발발하면서 다수의 디자인하우스가 문을

닫았다. 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유럽의 각국은 의복 소비에 한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1940년 6월 리가 독일군에 의해 령되어 고립

되면서, 리 오트쿠튀르 패션은 패션 선도력을 상실하 다.250) 쟁이

끝나자 유명한 패션디자이 부분이 리로 돌아왔다.1945년 리 의

상 조합은 세계 패션의 본고장이라는 명 를 되찾기 해 “모드 극장

(TheaterofFashion,LeThéâtredelaMode)”이라는 순회 시회를 개

최하여 리 패션의 건재함을 홍보하 고,쿠튀르 산업의 부활을 고했

다.251)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가 첫 컬 션을 발표하 다.

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의 가는 허리와 폭이 넓은 스커트를 재

한 ‘뉴룩(New Look)’은 발표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세계 인 성

공을 거두었다.뉴룩의 성공에 힘입어 리 오트쿠튀르 패션은 다시 패션

선도력을 회복하 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베르 드 지방시(HubertdeGivenchy),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등 남성 쿠튀리에들은 존하는 거의 모든

실루엣을 창조해내면서 1950년 의 ‘라인의 시 ’를 이끌었다.1954년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이 남성 쿠튀리에들의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는 디자인에 반발하며 컴백하 다.그녀는 활동성이 좋고

249) Mairi Mackenzie, ...Isms Understanding Fashion, (New York: Universe

Publishing,2010),pp.82-83.

250)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116.

251)CharlotteSeeling,op.cit.,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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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트 드 샤넬 슈트(Chanelsuit)와 함께,퀼 백(quiltingbag),투

톤 펌 스(two-tonepumps),코스튬 주얼리(costumejewelry)등을 코디

네이트하여 샤넬 토탈 룩을 제시하 다.

1950년 는 리 오트쿠튀르 패션과 함께 기성복 산업의 발달도 두드

러졌다. 렴한 합성섬유의 개발,제조기법의 자동화로 옷과 액세서리의

값이 렴해지면서 부자들의 유물인 부자들의 유물이었던 패션을 모

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252) 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리

쿠튀르 패션이 제안하는 기득권층의 패션과는 별개로 은이들이 주체가

되어 유행을 선도하는 ‘유스 패션(youthfashion)’이 등장하 다.청소년

들만의 패션의 등장은 오트쿠튀르 체계의 권력 붕괴의 신호탄이 되

었다.

오트쿠튀르 패션은 19세기 말 산업 명으로 시작된 기술의 발 에 근

거를 두고 있다.고 원단의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이스,실크와 같은

고 원단을 하게 사용한 드 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 다.253)

1846년 최 의 재 틀 발명을 시작으로,가죽 제용 재 틀,의복 재단

기 등이 제조 기계의 개발은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패션의 변화를 진

시켰다.특히 제 1차 세계 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군복을 생

산하기 해서 의류 업체에 단추 구멍 기계,공그르기 기계,재단기 등과

같은 신 인 기계들이 도입되었는데, 쟁이 끝난 후 기성복 산업 발

달에 견인차가 되었다.254)기계 발달과 함께 주요한 합성 소재들도 20세

기 반에 등장하 다.1924년 인공실크라고 불리는 이온(rayon)이 발

명되었다. 이온 소재는 첨단 기계화와 함께 래퍼 룩(flapperlook)의

확산을 진시켰고,1930년 경제 불황기에는 값비싼 실크 용소재로

각 받았다.미국 듀폰사(Dupont)는 새로운 합성섬유 1938년 나일론

(Nylon)을 개발하 고,1940년부터 여성들은 나일론 스타킹을 신기 시작

하 다.이 밖에 1912년 지퍼의 개발은 의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다.

패션 련 소재 개발,기술 공정 개발 외에도 교통 통신의 발달이나

매체의 발달은 패션산업에 지 한 향을 끼쳤다.255)19세기 말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이동이 간편해지면서,미국의 부유층 고객들이 오트쿠튀

252)Ibid.,p.108.

253)이재정,박신미,op.cit.,p.40.

254)ElizabethRouse,『코르셋에서 펑크까지』,이재한 옮김 (서울:시지락,2003),pp.

361-363.

255)송수원,“ 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한 연구,”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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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의상을 구입하러 리를 방문해 오트쿠튀르의 산업의 부흥을 일으켰

다.1890년 에 이르러서 사진 기술의 발달로 잡지에 사진이 실리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리의 최신 패션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 도

시의 기성복업자로 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화 기술의 발달은

1930년 할리우드 화의 붐을 일으켰고 화 속의 의상이 유행하는

상을 가져왔다.1950년 텔 비 의 화의 보 은 소비를 진시키

는 결과를 가져와 패션의 부흥에 기여하 다.

쿠튀리에의 새로운 창조 작품들 에 무엇이 패션이 될지 결정하는

문지기들은 패션 언론들과 오트쿠튀르 고객이었다.19세기 후반 쿠튀리

에가 제안하는 최신 유행은 ‘라 모드(LaMode)’와 ‘이디스 름(Ladies

Realm)과 같은 랑스 패션 잡지를 통해 되었다.1867년에 창간된

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와 1892년 미국 잡지 보그(Vogue)는 유럽

패션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하 다.특히 보그(Vogue)는 1916년 국

보그(Vogue)와 1920년 랑스 보그 (Vogue)를 발행하고 주요 패션

잡지로 자리 매겼다. 랑스 보그(Vogue)의 편집장 미쉘 드 뢰노

(Michelde Brunhoff),미국 보그(Vogue)의 에나 울만 체이스(Edna

WoolmanChase),베티나 발라드(BettinaBallard),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카멜 스노우(Camel Snow)와 다이애나 릴랜드(Diana

Vreeland)는 기존의 쿠튀리에의 최신 패션 정보를 에게 달하고,

신 디자이 를 발굴하는 데 힘썼다.

리의 쿠튀리에의 주요 고객은 당시 유행을 이끄는 패션 선도자들로

주로 유럽의 왕족과 귀족,여배우와 같은 유명 인사나 부유한 상류층 여

성들이었다.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에는 유제니 황후(Eugenie

deMontijo),여배우 릴리 랭트리(LillieLangtry)와 함께 신흥 부유국으

로 떠오른 미국의 부유한 상속녀들이 요한 고객으로 떠올랐다.256)

1910년 쾌락주의 인 분 기는 이사도란 던컨(IsadoraDuncan)과 같

은 무용가,배우와 같은 술가들과 더불어 유력한 남자의 정부,화류계

의 여성들이 새로운 패션 리더로 자리매김하 다.257)1930년 에는 할리

우드 화의 유행으로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패션을 주도하 다.특히 마

를 디트리히(MarleneDietrich)의 화 속 모자 착용은 1930년 모자

사업의 부활의 요한 요인이 되었다. 공작부인이 된 심 슨 부인

256)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31.

257)CharlotteSeeling,op.cit.,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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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is,DuchessofWindsor)도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패션 센스로

리 오트쿠튀르의 패션 리더가 되었다.2차 세계 당시의 오트

쿠튀르의 고객은 나치 료의 부인,친 나치 성향의 부유한 랑스 여성

등이었다.1950년 에는 그 이스 리(Grace Kelly),마를린 몬로

(MarilynMonroe),오드리 헵번(AudreyHepburn),엘리자베스 테일러

(ElizabethTaylor)와 같은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이 패션 아이콘으로 떠

올랐다.앞서 고찰한 오트쿠튀르 시 의 창의성 발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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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오트쿠튀르 시 의 창의성 발 요인 고찰

시대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50년

벨 에포크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

포효하는 

20년대
세계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

라인의 시대

패
션 
영
역

이
데
올
로
기

S실루엣

디렉투아 
호블 스커트

도빌 룩

테일러드룩/유

니폼/군복

플래퍼 룩

쉬프트 

드레스

스포츠 웨어

롱&슬림

초현실주의

할리우드 

패션

신 

빅토리아풍

유틸리티룩

밀리터리룩

뉴룩

샤넬 슈트

유스패션

사
회
구
조

오트쿠튀르

기성복사업

오트쿠튀르

기성복사업

향수

오트쿠튀르

기성복사업

향수

오트쿠튀르

기성복사업

향수

오트쿠튀르

기성복 사업

향수

오트쿠튀르

기성복 사업

향수

프레타포르테

라이선스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

교육

1927파리쿠튀

르조합학교설

립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

교육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

교육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

교육

기
술

자동차

비행기
1912지퍼

의복생산설비

의기계화

1924레이온

입체재단/바이

어스재단

1938나일론

라디오

할리우드 화

텔레비전 1959라이크라

신용카드

자동차,가전제

품의대중화

패
션
현
장

패
션  
에
디
터

　 에나 울만 

체이스

에나 울만 

체이스
에나울만체이

스

미쉘드브뢰노

프

베티나발라드

카멜스노우

다이애나브릴

랜드

에나울만체이

스

미쉘드브뢰노

프

베티나발라드

카멜스노우

다이애나브릴

랜드

패
션 
선
도
자

유럽왕실과귀

족

(유제니왕후)

신흥부유층

미국의상속녀

여배우

(릴리랭트리)

정부

유럽왕실과귀

족

미국의상속녀

여배우

정부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

유럽왕실과귀

족

부유층

미국의상속녀

여배우(조세핀

베이커)

정부

스포츠스타(수

잔랭글런)

가브리엘코코

샤넬

유럽왕실과귀

족

(심슨부인)

부유층

미국의상속녀

할리우드여배

우

(그레타가르보

마를린 

디트리히)

나치관료의부

인

부유한프랑스

여성

할리우드  

배우

(말론브란도

제임스딘

그레이스 

켈리

마를린몬로

오드리헵번

엘리자베스테

일러

소피아로렌)

패션
디자이
너

워스하우스

폴푸아레

잔느파캥

자크두세

칼로자매

마리아노  

포르투니

가브리엘 

코코샤넬

마들렌비오네

장파투

잔느랑방

엘자 

스키아파렐리

아드리안

에드워드 

몰리뉴

노먼 하트넬

뤼시앵 를롱

마담 그레

자크 파스

클레어 

맥카델

크리스찬 

디오르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위베르드 

지방시

피에르 발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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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트쿠튀르 시 의 패션디자이

1)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여성 패션의 창시자로 추 되고 있는 패션디자이 가 리엘 코

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1883년 8월 19일, 랑스 남부 소도

시 소뮈르(Saumur)에서 탄생하 다.가난한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고아

원에서 성장한 샤넬은 보조 양재사,카바 가수 등 어려운 실을 스스

로 개척하고 20세기 여성 패션에 신을 가져온 한 패션디자이

의 반열에 올랐다.그녀는 시 와 트 드를 읽은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

로 제 1차 세계 ,세계 공황,제 2차 세계 등과 같은 격변하는

사회상에 따라,스포츠웨어,남성복을 차용한 단순성과 활동성을 강조하

는 기능주의 패션을 선보 다.샤넬의 도빌 룩(DeauvilleLook), 래퍼

룩(flapperlook),리틀 블랙 드 스(Little Black Dress)(Little black

dress),샤넬 슈트(ChanelSuit),코스튬 주얼리(costumejewelry)등은

착용자인 여성에게 활동성과 자유를 선사하 다. 한,기능 이고 단순

한 디자인은 복제를 용이하게 하여 패션의 화를 가져왔다.20세기

남성 심의 사회에서 도 정신과 야망으로 사회 성공과 부를 이

루어낸 샤넬은 스스로 독립 인 여성의 형이 되어,샤넬 패션의

속성을 더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그림

3-2-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패션디자이 의 7가지 인지 능력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응 지능,언어 지능,입체표

(3D)지능에서 강 을 보이고 시각표 (2D)지능에서 약 을 보 다.샤

넬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인지 능력은 외부의 변화와 자극을 감지하고

응해 나가는 응 지능이었다.샤넬이 활동하던 20세기 는 격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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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가 끝나고 제 1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사회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쟁 의 물자 부족은 사

교 행사의 감소를 가져와 장식 이고 화려한 의상의 수요가 감소하 는

데,샤넬은 뛰어난 응 지능을 바탕으로 이런 변화를 읽고 지 니트

소재를 이용한 우아하면서 활동성이 높은 여성복을 발표하여 여성 패션

에 신을 가져왔다.카 카보(KarenKarbo)는 “샤넬이 인생에서 마주

치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인 인 경지의 명민함을 가졌다.”258)고 밝히

며 응 지능이 그녀의 성공의 열쇠라고 설명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뛰어난 언어 지능의 소

유자이다.그녀는 “럭셔리의 반 말은 천박함이다.”259),“진정으로 럭셔리

한 스타일이라면 편해야 한다.편하지 않다면 럭셔리한 것이 아니다.”260)

등과 같이 자신의 철학을 명백하게 밝히며,자신의 패션디자인에 신빙성을

더했다.샤넬은 직설 으로 말하고 험담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경쟁 디자

이 폴 푸아 (PaulPoiret)와 엘자 스키아 리(ElsaSchiaparelli)를

향한 독설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녀를 항상 언론의 심 속에 머물게

하 다.샤넬은 고아원 시 부터 재 기술을 배웠고,고모로부터 훈련을

받아 보조 양재사로 일하기도 하 다.부티크를 오 한 이 후에는 경험

이 많은 재 주임들을 고용하여 재단과,재 기술을 익 ,뛰어난 입체

표 (3D)지능을 지녔다.그녀는 스 치를 하는 것보다는 모델의 몸

에 직 천을 고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 다.261)입체표 (3D)지능에

비해 드로잉을 하거나 패션 일러스트 이션을 하는 시각표 (2D)지능

의 부족한 편이었는데,뛰어난 입체 재단 기술, 제 기술 등의 입체표

(3D)지능으로 보완하 다.샤넬의 창의성 발 에서는 응 지능,언어

지능과 같이 사회성과 연 된 인지 능력과 패션디자이 가 옷을 직

만드는 데 필요한 입체표 (3D)지능,즉 기술과 연 된 인지 능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비인지 능력은 성

격 특성과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샤넬의 주요 성격 특성으

로 야망성과 독립성이었다.샤넬은 가난한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신분

258)KarenKarbo,『워 비 샤넬』,이 래 옮김 (서울:웅진윙스,2010),p.76.

259)Ibid.,p.5.

260)Ibid.,p.35.

261)BrendaPolanandRogerTredre,TheGreatFashionDesigners,(New York:

BergPublishing,2009),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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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성공에 한 강한 의지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그녀는 항상

재의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오바진(Aubazine)

의 수도원을 떠나,물랭(Moulins),비쉬(Vichy)와 같이 큰 도시로 옮겨가

면서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기 해 노력하 다.이런 노력의 결실로 에

티엔 발상(ÉtienneBalsan),아서 보이 카펠(ArthurBoyCapel)와 같은

부호들의 정부가 되면서 그들의 재정 후원 아래 패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패션계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출신지,가족 등을 윤색

하며,자신이 돈과 명 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을 남들

에게 극 으로 알리는 등,그녀는 사회 성취에 한 강한 의지와 야

망을 실천해나갔다.262)

기 작가 앙리 지델(HenryGidel)은 샤넬이 오바진(Aubazine)수녀

원 시 부터 오만불손하고 반항 인 성격이라서 수녀들과 원만하게 지내

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샤넬은 독립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

다.263)그녀는 1910년 화려하고 장식 인 여성복의 착용을 거부하고,

남자 셔츠와 승마바지,스포츠용 외투를 착용하는 등 비 습 인 옷차림

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지 니트의 사용,남성복과 작업복에서 아

이디어를 차용한 여성복 제시 등 당 의 패션 트 드와는 동떨어진 비동

조 이고 습을 타 하는 창조 활동으로 패션의 신을 가져왔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매력 자본이라는 비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샤넬은 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에

이상 인 미인으로 꼽았던 풍만한 몸매의 깁슨 걸과는 달리 검은색 머리

카락,검은 피부,깡마른 몸매의 개성 있는 외모의 소유자로,1920년

짧은 단발머리와 함께 신여성의 형이 되었다.그녀는 한 이성을 끄

는 성 매력을 소유하고 있었다.카바 가수 시 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음색에도 불구하고 남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아 이때,‘코코(Coco)’라는

애칭을 얻기도 하 다.에티엔 발상(ÉtienneBalsan),아서 보이 카펠

(ArthurBoyCapel),제 2 웨스트민스터 공작(DukeofWestminster),

폴 이리 (PaulIribe), 블로 피카소(PabloPicasso),이고르 스트라빈스

키(IgorStravinsky),등 수많은 애인들은 그녀가 매력 자본의 소유자라는

을 증명하고 있다.뛰어난 승마술의 활력을 지니고 있었고,특유의 언변

과 략으로 미시아 서트(MisiaSert)와 같은 주요한 인맥을 끌어들이는

262)KarenKarbo,이 래,op.cit.,pp.67-71.

263)HenryGidel,『코코샤넬』,이원희 옮김 (서울:작가정신,2008),pp.46-47.



- 91 -

사회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그녀는 특히,샤넬 디자인하우스에서 래

퍼 룩(flapperlook),샤넬 슈트(Chanelsuit),진주 목걸이,코스튬 주얼리

(costumejewelry)를 스스로 착용하여 패션 하우스의 뮤즈로서 높은 사

회 표 력을 발휘하 다.

마지막으로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사회·심

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샤넬은 장돌뱅이 아버지와 가난한 목수의 딸인 어

머니 사이에서 출생하 는데,11살에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고아원에서

맡겨져 성장하 다.그녀는 함께 성장한 다른 고아들 에서도 가난한

하층민에 속하 다.샤넬은 “나는 내 삶을 창조했다.이 의 삶이 싫었

기 때문에...”264)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 는데,불우한 과거는 그녀가

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샤넬은

이성애자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다수의 애인과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

다.샤넬의 자유분방한 사생활은 그녀의 디자인 활동에도 좋은 감을

주었고,그녀가 남성에 의존하는 수동 인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여성의 형이라는 면모를 더해주었다.그녀는 어린

시 고아원에서 몽유병을 얻었다고 하는데,이외에는 평생 건강을 유지

하 고 87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까지도 창조활동을 계속하

다. 에서 고찰한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264)KarenKarbo,이 래,op.cit.,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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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가 리엘 코코 샤넬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적응, 언어, 입체표현(3D)

약점 시각표현(2D)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야망성, 독립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활력(뛰어난 승마술: 남성의 관심을 끌음)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사회적 표현력(스스로 모델)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장돌뱅이 아버지, 목수의 딸 어머니, 하층민 출신

11살 고아원에서 성장.

성적

정체성
이성애자

결혼

여부
미혼, 자유연애주의자. 다수의 애인

건강 몽유병.  심장마비로 사망

② 역(domain)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

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에는 귀족이나 부자 남자들

은 부인과 정부를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꾸며 과시하던 풍속이 있었다.당시

의 여성복들은 배우자나 애인의 부와 지 를 상징하는 수단으로,화려함과

능미가 강조되는 S-실루엣 드 스가 유행하 다.“코르셋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켰다.265)는 평가를 받은 폴 푸아 (PaulPoiret)의 이국 취향

의 패션 스타일도 호화스러운 소재에,화려한 트리 으로 장식성이 강하고

보행에 불편함을 래하는 등,여성의 종속 인 치를 강화하 다.가 리

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은 부호 에티엔 발상(Étienne

Balsan)의 정부 지만,보석이나 화려한 옷들을 받지 않았다.샤넬은

심 한 짚모자 [그림 3-2-b],남성용 셔츠와 승마 바지[그림 3-2-c]를 착

265)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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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등 비동조 인 옷차림을 통해 스스로 독립 인 개체로서 받기를

원하 다.

샤넬은 1909년 리에서 모자 비즈니스를 시작으로,1913년 도빌

(Deauville)에 부티크를 오 하 다.특히 1914년 제 1차 세계 이 발

발하면서 리의 많은 상류층들이 도빌(Deauville)로 피난을 오게 되고,

그녀의 사업을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다.샤넬은 연인인 아서 보이 카펠

(ArthurBoyCapel)의 옷장에서 편물로 만든 스웨터와 란넬(flannel)로

만든 블 이 (blazer)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에 어울리는 단순하고

간편한 의상인 도빌 룩(Deauville Look)을 발표하 다. 도빌 룩

(DeauvilleLook)은 야외 스포츠 열풍과 맞물려서 인기를 끌었다.샤넬의

장식이 없고 간편한 스타일은 기존의 패션 트 드에 반발한 것으로 쟁

의 진 함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에 따른 활동성의 요구를 반

한 것으로 샤넬 제국 번창의 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 1차 세계 후 사회 계 에 한 고정 인 념이 변화하고,부

유층의 여성들도 차,기차,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변화에

합한 간편하고 활동성 있는 복식이 필요하 다.266)1919년 리의 캉

거리(RueCambon)로 복귀한 샤넬은 남성용 팬츠나 잠옷용으로 쓰이는

‘지(jersey)’소재를 부 사들여 몸을 조이지 않는 헐 한 반코트와 발

목이 드러나는 기장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지 색의 단순한 형태

의 앙상블[그림 3-2-d]을 발표하 다.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은 패션이

처음으로 보는 이의 을 사로잡는 외 보다는 착용자의 편안함과 기능

성에 주목한 것이었다.샤넬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녀

가 입고 운 할 수 있고,동시에 여성성을 강조하고 몸을 따라 흐르는

옷을 제공하기를 원했다.여성이 좋은 옷을 입었을 때는 발가벗은 것과

가까울 때이다.”267)라며 여성스러운 우아한 멋을 잃지 않으면서,편안함

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술의지를 밝혔다.카디건 슈트(cardigansuit)[그

림 3-2-e],짧은 기장의 시 트 드 스(shiftdress)등의 샤넬의 기능주

의 패션은 1920년 신여성인 래퍼를 만족시키면서 래퍼 룩(flapper

look)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266)BonnieEnglish(2007),op.cit.,p.36.

267)NoëlPalomo-Lovinski,TheWorld'sMostInfluentialFashionDesigners:Hidden

Connections and Lasting Legacies ofFashion's Iconic Creators,(New York:

Barron'sEducational,2010),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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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을 표하는 것은 1926년에 발표한 ‘리틀 블랙

드 스(LittleBlackDress)’로 간결한 실루엣과 불필요한 디테일을 생략

하여 래퍼의 유니폼이 되었다.“형태의 구조는 기능에 따르며 과도한

장식은 기계 생산에 불필요하다.268)라는 기능주의의 이론을 충실히 따

른 것이었다.미국 보그(Vogue)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 스(Little

Black Dress)를 “검정색 실크 크 이 (crepe)로 만든 샤넬 포드(The

ChanelFord)”[그림 3-2-f]라고 명명하면서 스타일의 간결함을 찬양하

다.샤넬의 장식 이지 않고,단순한 여성복은 복제가 용이하여 수많은

복제물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단시간에 되는 패션의 화를

이루었다.

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에서 주머니,단추,단추 구멍은 모두 외형 인

장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팔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

도록 잘 맞는 소매가 강조되었다.걷거나 자동차에 오르고 내릴 때 편안

하도록 스커트는 짧은 기장으로 제작하거나 슬릿이 주었다.그녀는 남성

복을 극 으로 차용하 는데,스웨터,카디건(cardigan),배기팬츠

(baggypants)등을 도입하 고, 지, 국산 트 드(tweed)와 같은 활

동성이 있는 실용 인 소재를 활용하 다.269)

샤넬은 “ 리에서 패션에 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샤넬의 살롱

으로 모여들고 있다.”270)라고 할 정도로 샤넬은 1920년 에 이어 1930년

에도 리 오트쿠튀르 업계에서 강력한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 다.샤

넬은 1932년 백 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고 주얼리 컬 션인 ‘비쥬 드

디아망(BijouxdeDiamants)’를 발표하 다.그녀의 고 주얼리 라인은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

인이었는데,“럭셔리와 제를 섞어 놓은 형태”라는 평가를 얻었다.271)

그녀는 1930년 여성성을 강조하는 신 빅토리아풍(Victorian

Revivalism)의 낭만주의 패션 트 드에 동조한 로맨틱하고 장식성이 가

미된 이 닝웨어를 선보 다.272)1930년 의 샤넬의 패션은 비동조성이

268)BonnieEnglish(2007),op.cit.,p.35

269)이 ,“가 리엘 ”코코“샤넬,”네이버캐스트,August26,2011,accessedDecember21,

201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6092&leafId=135.

270)EdmondeCharles-Roux,『코코샤넬』,강 주 옮김 (서울:디자인이음,2012),p.

389.

271)“Chanel,”Vogue,accessedFebruary28,2013,http://www.vogue.com/voguepedia/Chanel.

272) Mairi Mackenzie, ...Isms Understanding Fashion, (New York: Universe

Publishing,2010),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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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존의 체제 복 인 성격의 샤넬의 이 디자인과 차별성을 가지

지만 간결하고 모던한 형태를 지향한다는 에서는 샤넬의 기능주의 패

션과 공통 을 가지고 있다.1930년 샤넬의 디자인에 해,스틸

(ValerieSteele)은 “안정 이고 부르주아 이기까지 하 다.”273)고 평가

하 는데,샤넬이 술가 집단과 상류층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얻은 상류

층 취향이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패션은 본래 과시 이며 유혹 인 속성을 지닌 시각 술 술 작품

과는 달리 생산되고 소비되어야하는 소비재이다.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은 패션의 상업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

다.그녀는 자신을 한 술가라고 주장하는 동시 의 다른 디자이

들과는 달리 “옷을 만드는 것은 공 나 기술이 아니라 생계를 꾸려나가

는 사업이다.”274)라는 상업주의 인 견해를 밝혔다.이에 따라 자신의 디

자인이 복제되는 것에 해서도 “복제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성공했다

는 표식이다.”275)라며 패션 화를 지지하 다.향수 샤넬 N̊5의 런칭,

코스튬 주얼리(costumejewelry)라인 개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인 성공을 이끌고 부를 축 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여성복에 의한 남성

의 지 표출이라는 기존의 패션 이데올로기에 반발해 1910년 도빌 룩,

1920년 기능주의 패션을 선보 다.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은 과도한 장

식의 보이기 한 옷이 아니라 여성 착용자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보장하

는 옷으로 1920년 를 풍미하 다.1930년 다른 리의 쿠튀리에들과

함께 신 빅토리아풍(VictorianRevivalism)의 복고주의[그림 3-2-g]라는

패션 트 드에 동조하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 다.

한,샤넬은 패션은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상업주의 견해

를 지지하 다.이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잃고 시에 응하면

서 비즈니스를 성공 으로 이끌었다.

샤넬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은 다른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

과 차별 을 갖는다.다른 오트쿠튀르 디자인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한

부분의 디자이 들과 달리 그녀는 고아원에서 가톨릭 교리 교육,역사,

273)이 ,“가 리엘 ”코코“샤넬.”

274)BonnieEnglish(2007),op.cit.,p.41.

275)CarolineRennoldsMilbank,Couture:TheGreatDesigners,(New York:Stewart,

Tabori& Chang,Inc.,1985),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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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수 수업과 함께 직업교육의 일환을 제기술을 배웠다.패션 큐

이터 카텔 르 부히(KatellLeBourhis)는 “샤넬은 참조할 것도 없고,

문 인 교육과 가정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옷에 한 자신만의 규

칙을 자유롭게 고안해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그녀의 비 습 인

태도와 비동조성을 설명하 다.276)샤넬은 실제로 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민함

으로 성공을 이끌었다.

샤넬과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소재 개발과,새로운 재료의 사용

에 있어서도 극 이었다.그녀는 오트쿠튀르 패션에 쓰이지 않는 지,

트 드 소재를 처음으로 도입하 다. 한 신 인 합성수지와 라스

틱으로 만들어진 인조 보석과 모조 진주를 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제작에 사용하 다.인조 보석,모조 진주와 천연 보석을 섞어

만든 코스튬 주얼리(costumejewelry)는 주얼리를 더 이상 부나 지 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과 미 표 하기 한 액세서리로 만들었

다.샤넬은 1921년 처음으로 인공향과 천연향을 섞은 향수인 샤넬 N̊5

[그림 3-2-h]를 제작하 다.천연향으로만 구성된 다른 디자이 들의 향

수들에 비해 잔향이 오래가 큰 인기를 얻었고,그녀의 단순하고 간결한

의상과 같이 향수병도 아무런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다른 디자이 들의 향수와는 차별화시켰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에 해 술사가 제임

스 이버(JamesLaver)는 “샤넬은 제 1차 세계 이 에 표되었던

‘통 인 우아함’을 가장 많이 해체시킨 디자이 며,복식을 통한 지

표출의 방식을 바꾼 디자이 ”라고 평가하 다.277)샤넬의 신성은 신

소재의 도입,남성복의 차용,블랙 칼라의 사용과 같은 오트쿠튀르의

통 타 에서 볼 수 있다.샤넬은 지(jersey),타탄체크(tartancheck)

원단, 국의 트 드(tweed)원단, 이온 등과 같은 렴한 원단을 사용

하여 오트쿠튀르의 고 원단을 사용하는 오랜 통과 습에 도 하

다.특히 남성 스포츠웨어에서 착안한 스웨터,카디건(cardigan),배기팬

츠(baggypants)와 같은 패션 아이템들은 활동 인 생활을 추구하는 여

성에게 사랑받았다.샤넬은 한 블랙 칼라를 화려하고 고 스러운 칼라

로 승화시킨 첫 쿠튀리에 다.샤넬의 기 작가 앙리 지델(Henry

276)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41.

277)BonnieEnglish(2007),op.cit.,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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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del)은 “샤넬의 흑백 칼라에 한 취향은 하얀 조약돌과 검은 색 조약

돌로 포장되어 있는 수도원의 바닥과 샤넬이 입었던 흑백의 유니폼에서

싹텄다.”278)라며,샤넬의 흑백 칼라에 한 기호를 추측하 다.

샤넬은 20세기 기계시 (MachineAge)의 ‘기능주의 이론’을 받아

들여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한 간결하고 활동성이 높은 ‘기능주의 패션’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샤넬은 격변하는 시 의 흐름과 욕구를

감각 으로 읽어내는 리한 실주의자로 샤넬의 도빌 룩(Deauville

Look),기능주의 패션,리틀 블랙 드 스(LittleBlackDress),코스튬 주

얼리(costumejewelry),샤넬 N̊5은 재에도 패션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앞서 고찰한 가 리엘 코코 샤넬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을 정리하면 [표 3-3]와 같다.

[표 3-3]가 리엘 코코 샤넬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1910년대 S-실루엣, 이국적 취미 등 당대의 패션 이데올로기

에 반발

1920년대 플래퍼 룩의 선두주자

1930년대 신 빅토리아풍 지지

상업주의 찬성

"우리는 상거래를 한다,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

고아원에서 재봉기술 익힘.

쿠튀르 수습기간이 없음

기술적 

측면

오트쿠튀르에 저지, 트위드 도입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조 보석과 모조 진주 

사용 코스튬 주얼리 개발

샤넬 N˚5 인공향 사용

패러

다임

패러

다임

"현대 패션의 현대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디자이너“

시대의 흐름과 욕구를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현실주의자

기능주의 패션

(도빌 룩, 플래퍼 룩, 리틀 블랙 드레스, 코스튬 주얼리, N˚5)

증거 1926년 보그(Vogue)는"The Chanel Ford’”

278)HenryGidel,이원희,op.cit.,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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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빈민층 출신으로 남

다른 임기응변을 통해서 삶을 개척하 다.특히 샤넬의 창의성 발 에는

그녀의 야망과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패션 장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부유층의 정부 던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을

한 패션디자이 로 이끈 멘토는 아서 보이 카펠(ArthurBoyCapel)

이었다.아서 보이 카펠(ArthurBoyCapel)는 본래 샤넬의 연인이었던

에티앙 발장(ÉtienneBalsan)의 친구 다.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인 카

펠은 샤넬의 남다른 패션 감각과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야망을 극

지지하여 1910년 샤넬 모드(ChanelMode)’라는 모자가게를 여는 데 경

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상류층의 휴양도시인 도빌(Deauville)에서

부티크를 여는 것도 보이 카펠의 아이디어 다.샤넬은 폴로 선수 출신

인 보이 카펠이 착용하는 편안하고 활동 인 국의 스포츠웨어 아이템

에 주목하 다.카디건,스웨터,블 이 와 같은 남성 스포츠웨어 아이

템들은 샤넬의 기능주의 패션 탄생에 좋은 감이 되었다.보이 카펠은

경제 지원 뿐 만 아니라 샤넬의 부족한 교양을 채워주기 해서 가수,

여배우와 같은 술계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해주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에게는 창의성 발 을

돕는 지지자들이 존재하 다.샤넬의 유명세의 시작은 1912년 ‘라 모드

(LaMode)’지에 샤넬의 모자를 쓴 술계 인사들의 사진들이 실리면서

시작되었다.279)샤넬은 부유층 상류계 사랑들과 명한 술가들과 사

회 교분을 맺고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술가를 후원하는

역할280)을 통해 패션디자이 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샤넬의 창의성 발

에 요한 역할을 한 지지자는 리 술과 주요 사회계층의 유력한 인

물인 미시아 세르(MisiaSert)이다.샤넬은 1917년 미시아 서트(Misia

Sert)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백만장자인 알 드 에드와르(Alfred

Edwards)의 부인281)이면서 당 술계의 유명한 후원자이며 유행의 선

도자 다.샤넬은 미시아를 통해 술가 집단과 어울리면서 상류사회의

고 취향과 술가들의 아방가르드 결합하 다.장 콕토(JeanCocteau)

279)Ibid.,p.130.

280)DianaCrane,『패션의 문화와 사회사』,서미석 옮김 ( 주:한길사,2004),p.245.

281)최경원,『WorldwideGreatDesigner10』(서울:길벗,2006),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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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극의 의상을 디자인하거나 세르게이 디아길 (SergeiPavlovich

Diaghilev)의 발 와 무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 다.282)샤넬은 상류층

의 사교 행사에 참가하고 술가들을 후원해 술계에 기여하면서 비천

한 재 사가 아니라 상류층 인사로서의 권 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

독신이며 자유연애주의자 던 샤넬에게는 아서 보이 카펠(Arthur

BoyCapel)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인들이 있는데,그들은 샤넬의 창조 활

동에 지지자의 역할을 하 다.에티엔 발장(ÉtienneBalsan)은 카바 가

수 던 샤넬을 리 근교의 호화 별장에 머물게 해주었고,상류사회와

만나게 해주었다.샤넬은 발장을 통해 보이 카펠을 만날 수 있었고,발장

의 리 아 트에서 모자가게를 열었다.샤넬은 1920년부터 2년간 러시아

공작 드미트리 블로비치(GrandDukeDmitriPavlovichRomanov)과

교제하 다.드미트리 블로비치는 화려한 비잔틴 술과 궁정의 보물을

샤넬에게 소개하고 고 품에 한 감각을 그녀에게 수해주었다.특히

그는 샤넬에게 러시아 황실 출신 조향사 어네스트 보(ErnestBeaux)를 소

개해 1921년 샤넬 N̊5를 탄생을 도왔다.283)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1924년부터 1930년까

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 2 웨스트민스터 공작

(DukeofWestminster)과 교제하 다.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으로부

터 통 국의 원단인 트 드(tweed)와 실용 인 국 의상에 한 감

각을 익혔다.1927년 스코틀랜드의 트 드 공장에서 밝은 스텔 색상의

옷감 주문하여 여성복에 사용하 고,1932년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아

트에서 통 인 국 직물을 가지고 작업한 컬 션 발표하기도 하

다284)1930년 반 교제 했던 술가 폴 이리 (PaulIribe)와는 디자

인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 는데,1932년에 발표한 649개의 다이아몬드

로 만든 혜성 형태의 목걸이는 폴 이리 (PaulIribe)와의 업을 통해

탄생하 다.285)

20세기 랑스에서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하류층 출신의 여성이

상류사회에 진출하고 사회 으로 성공을 거두기 한 유일한 길은 유력

자의 정부가 되는 길이었다.286)샤넬은 상류층 애인들의 도움을 받는 수

282)CarolineRennoldsMilbank,Couture:TheGreatDesigners,(New York:Stewart,

Tabori& Chang,Inc.,1985),p.34.

283)KarenKarbo,이 래,op.cit.,p.168.

284)“Chanel,”Vogue.

28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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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인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시 감감과 교양을

쌓았고,결과 으로 다채로운 창조 활동으로 승화시켰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비즈니스 트 는

피에르 베르트하이머(Pierre Wetheimer) 다. 피에르 베르트하이머

(PierreWetheimer)은 동생 폴 베르트하이머(PaulWetheimer)와 함께

랑스 최 의 향수업체인 르퓨머리 부르주아(Les Parfumeries

Bourjois)의 운 자로,샤넬 N̊5의 량 생산을 맡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

다.287)피에르 베르트하이머는 제 2차 세계 나치 장교와의 염문

으로 리 패션계를 떠났던 샤넬의 복귀를 도왔다. 재 그의 손자 알랭

베르트하이머(Alain Wertheimer)와 제라드 베르트하이머(Gerard

Wertheimer)가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우아하면서 활동성을

잃지 않은 기능주의 패션은 특히 미국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1910년

샤넬의 지로 만든 의상 디자인을 소개한 것은 미국 보그(vogue)와

바자(Harper’sBazaar)288)이었다.1926년 샤넬의 ‘리틀 블랙 드 스(Little

BlackDress)’을 ‘샤넬 포드(TheChanelFord)’라 부르며 찬양한 것도 미

국 보그(Vogue) 다.샤넬의 기능주의 철학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요

하게 여기는 미국 여성들을 만족시켜 사업 인 성공으로 이어졌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성공에 한 강한 야

망의 소유자 는데,동료 디자이 들과의 경쟁은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

하 다.1910년 에는 이국 취향의 장식 인 의상과 성 한 리로

리 패션계를 이끌던 폴 푸아 (PaulPoiret)와 립각을 나타냈다.샤넬

의 “불편한 패션은 스타일이 아니다.”289)라는 기능주의 철학과 폴 푸아

의 “옷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워야 한다.”는 술의지는 상충되는 것

이었다.샤넬은 폴 푸아 의 속물 이고 과시 인 의상에 반발해 비장식

이고 활동성이 가미된 의상을 발표해 신가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1930년 에는 등장한 엘자 스키아 리(ElsaSchiaparelli)는 샤넬의 최

라이벌이었다.귀족 출신의 스키아 리는 이탈리아인 특유의 트

286)최경원,op.cit.,p.97.

287)KarenKarbo,이 래,op.cit.,pp.176-177.

288)이 ,“가 리엘 ”코코“샤넬.”

289)KarenKarbo,이 래,op.cit.,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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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은 장식 이면서 우아한 실주의 의상을 선보이면서 최상류층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다.스키아 리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은 내게

직업이 아니라 술이다.”290)라고 밝히며 자신의 미 취향과 술 의지

표 에 힘을 썼다.샤넬은 스키아 리를 “옷을 만드는 이탈리아의

술가”라고 비난하기도 하 다.스키아 리의 장식 이고 유희 인

실주의 의상과 샤넬의 단순한 형태의 기능주의 패션은 서로 조를 이

루며 자신의 옷에 한 철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패션의 화에 가

장 큰 공헌을 한 디자이 로 꼽히며 수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미국

의 패션디자이 클 어 맥카델(ClaireMcCardell)은 샤넬과 같이 남성

스포츠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아메리칸 캐주얼웨어라는 새로운 장르

를 탄생시켰다.1968년 샤넬은 랑스 TV 쇼 ‘Dim Dam Dom’에 나와

정신 인 계승자(SpiritualHeir)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을 지

목하 다.291)입 생 로랑은 샤넬과 같이 남성복인 턱시도를 차용한 ‘르

스모킹’을 선보 고,비 습 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 패션을 풍요롭

게 하 다.독일출신 패션디자이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가 1982

년부터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를 이끌고 있다.라거

펠트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유산인 리틀 블

랙 드 스(LittleBlackDress),퀼 백(quiltingbag),트 드 샤넬 슈트

[그림 3-2-i],투톤 펌 스(two-tonepumps),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동백 꽃 등에 인 감각을 가미해 ‘하우스 오 샤넬(The

HouseofChanel)’의 명성을 잇고 있다.앞서 고찰한 가 리엘 코코 샤

넬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290)송수원,“엘사 스키아 리,”네이버캐스트,September16,2011,accessedDecember21,

201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6201&leafId=135.

291)JeromineSavignon,BernardBlistene,FlorenceMullerandFaridChenoune,Yves

SaintLaurent,(New York:Abrams,2010),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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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가 리엘 코코 샤넬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아서 보이 카펠

지지자

미시아 세르와 예술가 집단

(장 콕도, 디아길레프,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등)

상류층 애인들

(에티엔 발장, 제2대 웨스트민스터공작, 드미트리 파블로비

치, 폴 이리브 등)

비즈니스 파트너: 피에르 베르트하이머

미국의 패션에디터와 바이어

경쟁자
폴 푸아레

엘자 스키아파렐리

추종자

클레어 맥카델 : 아메리칸 캐주얼

입 생 로랑 

칼 라거펠트(1982년~)

(2)종합 논의

패션에서 가장 한 디자이 하나로 손꼽히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19세기 말 탄생하 다.20세기

격변기 속에 시 의 요구를 읽고 착용자에게 우아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선사하는 ‘기능주의 패션’을 선보 다.샤넬은 응 지능,언어 지능과 같

은 사회성 련 인지 능력과 입체 표 (3D)지능 기술 련 인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샤넬의 성격 특성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겠다

는 굳은 의지의 야망성과 다른 쿠튀리에와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독립성

이다.하층민 출신의 샤넬을 성공 으로 이끈 것은 매력 자본이라는 비

인지 능력으로 개성 있는 외모와 옷차림은 그녀를 20년 래퍼의 패

션 리더로 자리 잡게 하 으며,이성을 매혹시키는 성 매력으로 상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샤넬이 어린 시 부모와 헤어져서 성장한

은 그녀가 가정교육을 비롯해 모든 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 고,오트

쿠튀르의 오랜 습에 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미혼으로 자

유연애를 즐긴 은 샤넬에게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샤넬의 멘토는 사업가 아서 보이 카펠(ArthurBoy

Capel)로 단순한 형태의 모자,남자 승마바지,남자 셔츠 등을 착용하는

샤넬의 격 인 옷차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샤넬의 다른 애인들도 감을 주어 다채로운 디자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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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사업의 다각화를 가능 했다.천민 출신 샤넬이 패션디자이 로서

의 카리스마와 패션 선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 의 아방가르드

술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은 술가 집

단과 미국의 바이어,에디터들의 호응을 얻어 사업 인 성공을 거두었다.

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의 신성은 남성복의 차용, 지(jersey),트 드

(tweed)와 같은 비 습 인 소재의 사용에서 드러나고 있으며,샤넬의

패션은 단순하고 활동이 편한 의상의 형을 제시하 다.앞서 고

찰한 가 리엘 코코 샤넬 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1]와 같다.

[그림 3-1]가 리엘 코코 샤넬의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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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a] 1936년 가브리엘 

코코 샤넬

[그림 3-2-b] 1910년 보우터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가브리

엘 코코 샤넬

[그림 3-2-c] 남성용 승마바지, 

조드퍼를 입고 말을 타고 있

는 샤넬과 아서 보이 카펠

[그림 3-2-d] 1913년 저지 소재로 

만든 도빌 룩을 입은 가브리엘 코코 

샤넬

[그림 3-2-e] 1920년대 샤넬의 

진주 목걸이, 투톤 펌프스와 함께 

스타일링한  카디건 슈트

[그림 3-2-f] 샤넬의 1926년 

리틀 블랙 드레스를 복구해 

2006년 새롭게 제작한 리틀 

블랙 드레스

[그림 3-2-g] 1930년 신 빅토

리아풍의 향을 받은 샤넬의 

이브닝드레스

[그림 3-2-h] 1921년에 출시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샤넬의 향수 N˚5

[그림 3-2-i] 1959년 샤넬 

트위드 슈트

[그림 3-2]가 리엘 코코 샤넬과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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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리 패션계의 거장,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 이다.발 시아가는 생계를 해 바느질을 했던

어머니의 향으로 일 부터 옷에 한 흥미와 재능을 키웠다.발 시아

가는 스페인 내 이 발발하기 에는 스페인의 궁 과 귀족에게 우아하

고 아름다운 의상을 제공하 다.1938년 패션의 본고장 리로 망명하여

리의 오트쿠튀르 패션을 이끌었다.발 시아가는 디자인 스 치,재단,

바느질,시침바느질,끝마무리까지 과정을 완벽한 기술력의 소유자

다.신실한 가톨릭 신자로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아,평

생 완벽한 실루엣을 구 을 해 노력하 다.그에게 패션은 부를 축

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건한 창조 활동으로 최상의 품질의 완벽한 의상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발 시아가는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와 함께 1950년 리 오트쿠튀르 시 를 이끌었으며,

패션의 주요한 실루엣의 부분을 창조하 다.발 시아가의 완벽

한 형태미의 의상들은 편안한 착용감으로 술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겸

비해,후 디자이 의 작품 활동에 감을 주고 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그림

3-4-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은 인지 능력의 강 은

입체표 (3D)지능이고 약 은 응 지능과 언어 지능이다.발 시아가는

재 사인 어머니의 향으로 어린 시 부터 옷에 한 흥미를 느 다.부

친의 사망 후 11살이 되던 해부터 바느질로 생계를 부양하는 어머니를

도와 재단,다림질,바느질 실력을 쌓았다.그 후,여러 쿠튀르 하우스에

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재단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발

시아가는 타고난 민첩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양손잡이 던 그는

왼쪽 손과 오른쪽 손 모두 완벽하게 재단할 수 있었다.292)다른 쿠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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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기술 인 작업을 재 사와 재단사들에게 일임하는 것과 달리 발

시아가는 항상 재 틀을 곁에 두고 직 드 스 제작에도 참여하 다.매

컬 션마다 그는 디자인부터 시작하여,재단,가 ,본 바느질,끝처리

까지 혼자 작업해서 완성한 드 스를 한 벌씩 발표하기도 하 다.293)발

시아가가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을 바탕으로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소매,네크라인 등은 다른 쿠튀리에들의 작품 활동에도 향을 미쳤다.

발 시아가는 완벽한 형태를 구 하기 해서 아틀리에에서 고립되어

원단,드 이퍼리(drapery),비율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험을 계속하 다.

따라서 세상과 패션계의 변화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 다.동료 디자이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오트쿠튀르 산업의 쇠퇴라는 패션 시

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타포르테 라인을 런칭하거나 라이선스 사업

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등 응 지능이라는 인지 능력을

발휘한 것에 반해,발 시아가는 최고 의 소재와 섬세한 재단의 완벽한

형태미 구 에만 치우치는 취약한 응 지능을 보 다.이에 따라 발

시아가 하우스는 1968년에 폐 을 하게 되었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비인지 능력 성

격 특성을 살펴보면 성실성과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발

시아가는 매우 내향 인 사람으로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부분의 시간을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는 일 독자의 모습을 보 다.그

의 디자인하우스는 수도원과 같이 매우 조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고요함

속에서 훈육과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발 시아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어린 시 신부님인 삼 을 도와 성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폴

존슨(PaulJohnson)은 “발 시아가는 옷 만드는 일을 성직과 같은 천직이

자 배처럼 생각했다.하느님이 창조한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 사한다는 느낌을 가졌다.”294)라고 밝혔는데,발 시아가는 종

교에 헌신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창조 활동에 매진하

다.발 시아가는 “훌륭한 쿠튀리에라면 설계할 때는 건축가,형을 만들

어낼 때는 조각가,색을 다룰 때는 화가, 체 인 하모니를 창조할 때는

음악가가 되어야 하면,철학자처럼, 제된 품격을 빚어낼 수 있어야 한

292)PaulJohnson,『셰익스피어에서 월트 디즈니까지, 한 술가 17인의 창조 략:

창조자들』,이창신 옮김 (서울:민음인,2009),p.385.

293)Ibid.,p.407.

294)Ibid.,p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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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5)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이에 따라 그는 스 치,재단,가 ,

바느질,끝처리까지 과정에 여하 고,심지어는 제품이 고객에게

해지기 에 검수까지 손수 진행하는 등 과제집착 인 면모를 보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간결하고 구조 인

패션 디자인은 당 의 다른 쿠튀리에에게 큰 향을 미쳐 1950년 오트

쿠튀르 패션을 이끌었다.그러나 발 시아가는 상업 인 성공을 거두기

해 패션 언론과 리 오트쿠튀르 조합(LaChambreSyndicaledela

CoutureParisienne)과 긴 한 계를 유지해야 하는 패션계의 례에는

비동조 인 태도를 보 다.발 시아가는 고객과 바이어의 구매 결정에

막 한 향력을 행사하는 패션 언론에 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그

는 1956년 베르 드 지방시(HubertdeGivenchy)와 함께 컬 션에 패

션 리스트를 하지 않았다.296)두 디자이 는 리 오트쿠튀르

조합(LaChambreSyndicaledelaCoutureParisienne)이 정한 날짜에

패션쇼를 하지 않고 다른 날짜에 컬 션을 발표하는 등 독립 인 행보를

계속하 다.제 2차 세계 후 랑스 정부는 자국산 원단의 사용을

장려하기 해서 랑스산 원단을 사용하는 업체에 보조 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297)발 시아가는 창작 작업에 어떠한 제약도 원치 않았

기 때문에 이 보조 을 거 하 다.발 시아가는 경제 이익,명성에

연한 작품 활동은 다른 동료 디자이 들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다.

평소 다른 디자이 들에 해 독설을 아끼지 않는 가 리엘 코코 샤넬도

“발 시아가는 쿠튀리에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유일한 쿠튀리

에이다.발 시아가는 의복 구성,재단,바느질까지 과정을 손으로 다

해낼 수 있다.다른 사람들은 그 패션디자이 들이다.”298)라며 발 시

아가의 함을 찬양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매력 자본을 살펴보

면,아름다운 외모,사회 표 력,사회 기술이 고찰되었다.발 시아

가는 좌우 칭의 얼굴과 훤칠한 키의 아름다움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패션 리스트 이트 베츠(KateBetts)는 발 시아가를 “미남 패션디

295)송수원,“크리스토발 발 시아가,”네이버캐스트,November11,2011,accessedDecember21,

201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6774&leafId=135.

296)Marie-FrancePochna,Christian Dior:the biography,(New York:Overlook

Duckworth,2008),p.212.

297)Marie-AndréeJouve,Balenciaga,(New York:UniversePublishing,1997),p.9.

298)LesleyEllisMiller,Balenciaga,(London:V&A Publications,2007),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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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299)라고 소개하고 있으며,실제로 1971년 발 시아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르던스 린(PrudenceGlynn)는 “발 시아가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아름다운 매력 인 사람”이라 밝히기도 했다.300)

발 시아가는 외부의 노출을 피해 호기심과 신비감을 유지하는 독특

한 사회 기술을 발휘하 다.그는 내향 인 사람으로 언론의 노출을

극도로 꺼려 1950년 에는 발 시아가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 다.홍보 활동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미스터리 속

에 쌓여있었지만 오히려 역설 으로 디자이 의 자기 홍보가 치는 패

션계에 이것이 최고의 홍보가 되었다.301)패션 언론들은 항상 발 시아

가의 컬 션에 깊은 심을 보이고 그의 창의 인 작품을 찬양하는 기사

들을 실었다.발 시아가는 독특한 사회 표 력을 가지고 있었는데,항

상 흰색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디자인하우스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

다.그의 디자인하우스는 호화로운 다른 디자인하우스와는 달리 간결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막하여 수도원 같은 느낌을 주었다.발 시아가의

흰 색 작업복 차림[그림 3-4-b]은 이런 분 기와 어우러져 수도자와 같

은 느낌과 함께 신비감과 경외감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사회·심리

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발 시아가는 뱃사람인 아버지와 솜씨 있는 재 사이

면서 마을의 산 던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하 다.302)발 시아가 가족

은 빈궁한 살림이었지만 마을에서 존경을 받았다.303)아버지가 11살이

되던 해 사망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를 도와 일 본격 으로

직업 선에 나서게 되었다.발 시아가는 1920년에 스페인의 휴양도시

산 세바스찬(San Sebastían)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에이사(Eisa)’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내고 활동하 는데,스페인의 발 시아가 디자인하우

스는 형제와 조카들이 운 하 다.

299)KateBetts,“Let'sPlayBalenciaga,”Timemagazine,July10,2006,accessed

December21,2012,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211590,00.html.

300)MaryBlume,TheMasterofUsAll:Balenciaga,HisWorkrooms,HisWorld,

(New York:Farrar,StrausandGiroux,2013),p.202.

301)Marie-AndréeJouve,op.cit.,p.11.

302)Myra Walker,Balenciaga and hislegacy :haute couture from the Texas

FashionCollection,(New Haven:YaleUniversityPress,2006),p.13.

303)국제교육개발,『크리스토발 발 시아가』(서울:국제패션문화사,1991),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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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일체 사교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디자인하우스에서 작업하는 시간 이외의 부분의 시간을 성당

에서 보냈다.따라서 그의 사생활에 해서는 별로 밝 진 바가 없다. 기

작가 메리 블럼(MaryBlume)에 따르면 발 시아가는 동성애자로 비즈니

스 트 인 블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Wladzio Jaworowski

d’Attainville)와 1948년 그가 사망하기 까지 오랜 기간 연인 계를 유지

하 다고 한다.304)다탕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발 시아가는 실의에 빠

져 은퇴를 결심하기도 하 으나 동료 쿠튀리에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와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의 간곡한 설득으로 계속 운 하 다.

발 시아가의 건강상의 특성은 오랜 격무로 등과 손가락에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었으며,87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 다. 에서 고찰한 크리

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입체표현(3D)

약점 적응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성실성, 독립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사회적 기술(전혀 노출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경외감 

불러일으킴)

사회적 표현력(흰색의 작업복. 수도자)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뱃사람 아버지, 재봉사 어머니

11살 아버지 사망으로 재봉사 어머니 도움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밝히지는 않음)

결혼

여부
미혼, 동성애자 애인 블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

건강 심장마비로 사망

304)MaryBlume,op.cit.,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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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domain)

스페인 출신 패션디자이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는 1936년 스페인 내 이 발생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 리로 망명하 다.1937년 니콜라스 비즈카론도(NicolasBizcarrondo)

와 블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WladzioJaworowskid’Attainville)의 도

움을 받아 발 시아가 쿠튀르 하우스를 설립하고 같은 해 8월 첫 번째

리 컬 션을 발표하 다.발 시아가는 신 빅토리아풍의 복고주의 트

드(VictorianRevivalism)를 받아들 는데,1930년 후반 그의 호화스럽

고 화려한 이 닝드 스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특히 1939년 가을/겨울

컬 션에 발표한 아이보리 새틴 원단에 소용돌이 모양의 벨벳 장식이 박

힌 인 타 드 스(InfantaDress)[그림 3-4-c]는 명작으로 꼽힌다.

1939년 제2차 세계 을 발발하자 발 시아가는 시에 맞는 디자인

을 고객들에게 발표하 다.1940년에 발표한 버슬 스타일의 작은 블랙드

스는 스커트의 착탈식이 가능한 스타일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일상복과

이 닝웨어를 모두 연출할 수 있는 옷이었다.305)물자 부족으로 자 거를

타고 이동하게 된 여성들을 해서는 코트,스포츠 재킷(sportsjacket),

짧은 치마,몸에 꼭 맞는 지 블루머,스타킹으로 구성된 자 거용 의상

을 발표하기도 하 다.306)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뉴룩(New Look)’을 발표하

며 리 오트쿠튀르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후,1950년 의 리 오트

쿠튀르 패션은 발 시아가와 디오르가 두 디자이 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갔다.특히 발 시아가의 선택과 결정은 패션 시장에 큰 향을 끼쳤다.

발 시아가 하우스는 최고의 소재,완벽한 재단과 제, 제되고 품 있

는 우아함으로 명성을 얻었다.쿠리에 드 라 모드(theCourrierdela

Mode)지는 “명백한 단순함 아래,이 드 스들은 하나하나가 오트쿠튀르의

명작이다.각각을 자세히 찰해 보면,당신은 재단의 묘함과 독창성을

발견할 것이며,왜 발 시아가에서는 6,000 랑보다 렴한 드 스를 찾을

수 없는지 알 수 있다.”307)라며 그의 작품의 우수성을 찬양하 다.발 시

아가는 최상류층에게 단순하고 입기 편한 실용 인 일상복과 화려한 로맨

305)국제교육개발,op.cit.,pp.27-28.

306)Ibid.

307)Marie-AndréeJouve,op.cit.,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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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한 이 닝웨어를 제공하 다.발 시아가는 1950년 오트쿠튀르의 성

기를 이끌었다. 리 오트쿠튀르 산업은 작은 디테일,재단,의복 구성,색

채감,트리 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고 완벽한 형태를 구 하기 해 실

험을 계속한 발 시아가의 장인정신과 노력으로 더욱 발 하게 되었다.

발 시아가 쿠튀르 하우스는 설립 이래,꾸 히 상업 인 성공을 거두

었다.1937년 리 데뷔 컬 션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고객들

의 주문이 쇄도해,한 달 만에 19만 3,200 랑의 수입을 올렸다.발 시아

가 쿠튀르 하우스의 명성이 미국으로 해져,미국 주요 백화 인 블루

데일즈(Bloomingdale’s),색스(Sak’s Fifth Avenue),헨리 벤델(Henry

Bendel)등의 주문으로 사업이 번창하 다.그는 1946년 2,500만 랑의

매출에 이어 1947년에는 3,500만 랑의 매출을 올렸다.308)

사업 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는 상업주의에 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크리스찬 디

오르(ChristianDior)가 1년에 두 차례씩 H라인,A 라인,Y라인과 같이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하고 최신 유행을 탄생시켜 매를 진하는 략

을 사용하 다.발 시아가는 이런 끊임없는 스타일 변화에 반 하며 패

션의 속성을 꾀했다.그는 최신 유행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

데,최상류층인 그의 고객들과 시도 때도 없이 빨리 변화하는 트 드에

맞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발 시아가는 신 유행을 타지 않아

를 물려 입을 수 있는 최고 의 옷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 다.309)

발 시아가는 한,다른 디자이 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해 향수,라

이선스,기성복 사업에 매진하는 것에 반해,오트쿠튀르 사업외의 부가

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꺼렸다.구색을 갖추기 해 마지못해 ‘르 딕스

(LeDix)’와 ‘라 퓌이트 데 외르(LaFuitedesHeures)’등 두 종의 향수를

출시하 다.310)발 시아가의 옷들은 1950년 기성복 업체에 의해 많이

복제되어 렴한 가격에 매되었다.그 역시 디오르처럼 극 인 라이

선스 계약으로 패션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미국의 공장

을 시찰한 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발 시아

가는 평생 패션 언론에 노출을 피하고,어떠한 고,홍보활동을 하지 않

았으며,엄격한 기 의 오트쿠튀르 의상 제작에만 집 하 다.

308)국제교육개발,op.cit.,p.34.

309)NoëlPalomo-Lovinski,op.cit.,p.94.

310)PaulJohnson,이창신,op.cit.,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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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창의성 발 의 사회

구조 요인을 살펴보면,그는 엄격한 장인 정신에 입각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소수의 최상류층 고객들을 해 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창조

했다는 에서 리 오트쿠튀르 통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발 시

아가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 는데,어린 시

부터 뛰어난 솜씨의 재 사 던 어머니로부터 바느질을 익혔고,12세에

는 카사 토 후작 부인(MarquesadeCasaTorres)의 후원으로 산 세

바스찬(SanSebastían)에 치한 고메즈 하우스(CasaGomez)에서 도제

훈련을 받았다.왕실과 부유층의 여름 휴양 도시 던 산 세바스찬에서

발 시아가는 스페인 상류 계층의 문화와 취향,엄격한 국식 테일러링

을 배웠고 이는 발 시아가의 작품 세계에서 요한 기반을 형성하 다.

1920년 와 1930년 스페인에서 디자인하우스를 운 할 시기에는 주

기 으로 리의 쿠튀리에의 패션쇼에 참가하고 샘 을 구입하여 참고하

다.그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마들 비오네

(MadeleineVionnet),에드워드 몰리뉴(EdwardMolyneux),뤼시앵 를롱

(Lucien Lelong,잔느 캥(Jeanne Paquin),엘자 스키아 리(Elsa

Schiaparelli)등 리 쿠튀리에의 작품들을 분해하고 연구하면서 실력을

쌓았다.311)발 시아가의 창의 인 작품 활동은 41세에 리로 망명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발 시아가는 “ 리는 패션을 한 특별한 환

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단추,꽃 장식,깃털,각종 고 트리 장식을 만

들어내는 수백 명의 헌신 인 장인들이 상주해 있었는데,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312)이었다며 리의 패션산업의 인 라의

요성을 지 하 다.

페르난도 헤 로스(FernandoM.Herreros)는 “자신이 직 창안해낸

매우 정교한 기술로 무장한 발 시아가는 자신의 스타일을 구성하는 규범

인 근엄함,부단한 노력,우아함,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했다.”313)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발

시아가의 작품 활동을 설명하 다.다른 패션디자이 들이 사업의 다각

화,홍보,사교 활동 등에 힘을 쏟을 때,발 시아가는 머릿속에 있는 형태

를 완벽하게 구 하기 해서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 다. 당

311)PamelaGolbin,FashionDesigners,(New York:Watson-Guptill,2001),p.22.

312)LesleyEllisMiller,op.cit.,p.19.

313)DianaCrane,서미석 옮김,op.cit.,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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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께 감의 소재에 신 인 의복 구성법과 재단법,바느질 솜씨가 더해

서 구조 인 형태의 아름다운 의상을 완성하 다.그는 착용자가 어떤 동작

을 해도 편안하게 맞으며,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완벽한 소매’314)제작을

해서 노력하 다.그 결과 래 런 소매(raglan sleeve),기모노 소매

(kimonosleeve),퍼 소매(puffsleeve),배트윙 소매(batwingsleeve),벌

룬 소매(balloonsleeve),멜론 소매(melonsleeve)[그림 3-4-d]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를 개발되었다.

머릿속의 형태를 완벽하게 구 할 수 있는 두께감 있는 소재 개발에도

힘썼는데,직물과 이스 제조업자,자수 문가,거즈 천과 염료 문가

등 새롭고 복합 인 원단 개발에 극 이었다.1958년 원단 회사 아 라

함(Abraham)과 함께 실크 가자(Silkgazar)를 개발하 다.실크 가자는

두께감이 있는 직물로 그의 아무런 구조물 없이 그의 건축 인 실루엣을

구 해 수 있는 원단이었다.1960년에 발 시아가는 실크 가자를 이용

해서 다양한 실루엣의 작품들을 발표하 다.[그림 3-4-e],[그림 3-4-f]마

스콧(Marescot)사와 업하여 투명한 얇은 라스틱 실을 이용하고 투

명한 이스 개발하기도 하 다.315)

1950년 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의 카멜 스노우(CarmelSnow)는

“패션계의 가장 한 이름”이라고 그를 찬양하 고 유명한 사진작가 세

실 비튼(CecilBeaton)은 그를 “패션계의 피카소(PicassonofFashion)”316)

이라고 칭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크리스찬

디오르와 함께 1950년 와 1960년 주요한 모든 실루엣의 창조에 공헌하

다.발 시아가는 신 인 실루엣과 패션 아이템을 제안했는데,‘코쿤

(TheCocoon)’이라고도 알려진 ‘배럴 라인(BarrelLine)’을 비롯하여,벌룬

드 스(balloondress)[그림 3-4-g],튜닉 드 스(TunicDress),색 드

스(SackDress),베이비 돌 드 스(Babydolldress),원 심 재킷(One

seam jacket)[그림 3-4-h]등을 소개하 다.목선에서 떨어져 서 있는 스

탠드 어웨이 칼라(stand-awaycollar),317)짧은 기장으로 팔 와 시계를

노출시켜 ‘팔 소매(braceletsleeve)’라는 별명이 붙어 있은 7부 소매는

미학 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값비싼 원단이 주얼리나 보석에 의

314)CharlotteSeeling,op.cit.,p.131.

315)Marie-AndréeJouve,op.cit.,p.9.

316)BonnieEnglish(2007),op.cit.,p.57.

317)CharlotteSeeling,op.cit.,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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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하거나 올이 뜯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318)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디자인은 몸에 꼭 맞

지 않으면서,부드럽게 감싸는 건축 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따라서 발

시아가의 의상들은 완벽하지 못한 몸매의 소유자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었는데, 베르 드 지방시(HurbertdeGivenchy)는 이것을 “발 시

아가의 기 (BalenciagaMiracle)”이라고 불 다.319)발 시아가는 고객

이었던 여성을 사랑하고 그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해,의복 구성에

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완벽하고 조화로운 비율에 우아하

면서도 입기 편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발 시아가는 1958년 리 패션계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옹 도

뇌르 훈장(ChevalierdelaLégiond’Honneur)을 수여받았으며,2011년에

는 그의 고향 스페인 게타리아(Guetaria)에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뮤지

엄(TheCristóbalBalenciagaMuseoa)’오 되었다.320)발 시아가의 순

수한 형태미의 구조 인 패션 디자인과 신 인 형태의 의복 구성법은

후 디자이 들에게 많은 감을 주고 있다. 에서 고찰한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창의성 발 의 역 요인을 정리하면

[표 3-6]와 같다.

318)Ibid.

319)Marie-AndréeJouve,op.cit.,p.7.

320) “Cristobal Balenciaga,”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Cristobal_Balenci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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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오트쿠튀르 전통 발전 

1930년대 신 빅토리아 풍 지지

1950, 60년대 오트쿠튀르의 리더

최신 유행 무시, 패션의 속성 추구

극단적인 상업주의에 반대

라이선스, 기성복, 패션 언론 노출 피함

사회 

구조

11세부터 재단, 다림질, 바느질 등 어머니에게 익힘

스페인 디자인하우스 수습

41세에 파리 진출, 파리 트리밍, 직물, 장인과 협업

기술적 

측면

혁신적인 의복 구성 형태 개발

래글런 소매, 스탠드 어뭬이 칼라, 7부 소매

새롭고 복합적인 원단개발

1958년 가자(Gazar), 1964년 자가(Zagar)

패러

다임

패러

다임

"쿠튀리에의 쿠튀리에“

1950년대, 60년대 주요한 모든 실루엣의 창조

최고의 소재, 완벽한 재단, 형태의 순수미 구현

증거

카멜 스노우는 “패션계의 가장 위대한 이름”

세실 비튼 “패션계의 피카소“, “발렌시아가는 패션을 위한 미

래를 창조했다.”

1958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수여

2011년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뮤지엄(The Cristóbal 

Balenciaga Museoa)’ 오픈

③ 장(field)

“패션을 한 미래를 창조했다.”321)라고 추앙받는 크리스토발 발 시아

가(CristóbalBalenciaga)는 스페인의 작은 어 마을에서 탄생하 다.어

려운 집안 환경을 돕기 해서 패션계에 입문한 이래,패션 장의 지원

과 인정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패션에 한 업 을 남길 수

있었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창의성 발 에는 두

명의 멘토가 존재하 는데 모친인 마르티나 에이자귀르 언비(Martina

EizaguirreEmbi)와 패션디자이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이었

다.발 시아가는 어머니로부터 재단,다림질,바느질 실력을 수받았다.

어머니는 패션에 한 문 기술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 희생하는 근면

321)CharlotteSeeling,op.cit.,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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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을 물려받았다.어머니로부터 노동의 가치를 배운 발 시아가는 평

생을 걸쳐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작품 활동을 지속했다.발 시아

가는 어머니가 가족을 건사하듯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 고 발 시아가

하우스의 부분 스텝들은 20~30년간 근무하 다.1968년 발 시아가가

폐 을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직원들의 생계로 그는 동료 쿠

튀리에들에게 직원들의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다른 멘토는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 다.비오네는 발 시아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12살 때부터 삯바느질 일을 시작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322)비오네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엘자 스키아 리(ElsaSchiaparelli)와 같은 다른 여성 패션디자이 들

이 술가 집단과의 활발한 교류와 화려한 사교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하

우스를 홍보하는 것과 달리 작업실에 작품 활동에 매진하 다.발 시아

가는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과 입체 재단 기법으로 완성된 드 스들에

감을 받았으며,그녀의 장인 정신도 이어받았다. 리의 오트쿠튀르 디

자이 발 시아가와 비오네는 정교한 구성,재단,재 ,끝손질 기술

의 소유자323)이면서,트 드에 개의치 않고 고객들과 자신만의 미 념

에만 충실했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324)발 시아가가 평소 존경하던

두 여성 디자이 비오네,샤넬 등과 친분을 쌓았는데,특히 병으로 거동

이 불편해진 비오네에게 직 만든 실내복을 선물하기도 하 다.325)비오

네는 은퇴할 때 “자신의 옷 발 시아가의 핑크 드 스를 가장 좋아한

다.”고 화답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에게는 창의성 발 을

돕는 지지자들이 존재하 다.발 시아가의 요한 지지자는 최상류층의

고객과 패션 에디터 다.폴 존슨(PaulJohnson)은 “디오르는 부자들의

드 스를 만들었고,발 시아가는 그보다 더 부자들의 드 스를 만들었

다.”326)라고 하 는데 발 시아가의 고객들은 최상류층이었다.발 시아

가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 기 때문에 그의 드 스는 6,000 랑

이 호가하 다.327)따라서 그의 고객층은 왕족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

322)Ibid.,p.52.

323)BonnieEnglish(2007),op.cit.,p.57.

324)NoëlPalomo-Lovinski,op.cit.,p.96.

325)국제교육개발,op.cit.,p.67.

326)PaulJohnson,이창신,op.cit.,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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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이 주를 이루었다.1930년 스페인에서 디자인하우스를 운 할 때에

는 빅토리아 유제니아 왕비(VictoriaEugenia),왕비의 모친인 마리아 크리

스티나(QueenMaríaCristina)등과 같은 스페인의 왕가와 귀족이 그의 주

고객이었다. 리 패션계에 진출한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공작부인(The

DuchessofWestminster),모나 폰 비스마르크(MonavonBismarck), 로

리아 기네스(GloriaGuiness),폴린 드 로스차일드(PaulinedeRothschild),

공작부인(TheDuchessofWinsor,심 슨 부인),마 라 아넬리

(MarellaAgnelli),마를 네 디트리히(MarleneDietrich),잉그리드 버그먼

(IngridBergman)등 세계 최고의 베스트 드 서들이 그의 고객이 되었

다.328)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창의성 발 의 요한

지지자들은 패션 에디터들이었다.발 시아가는 고를 비롯해 어떠한 홍

보활동을 하지 않았고,심지어 1950년 반에는 패션 에디터들을 컬

션에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작품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꺼렸다.하지만 그의 작품에 매료된 패션 리스트들은 그의 컬

션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싣기 시작하 다.1939년 데일리 익스 스

(DailyExpress)는 패션에 명을 일으키고 있는 ‘은 스페인 청년’에

해 소개하면서,“그의 패션쇼를 구경하기 해서 바이어들과 언론들이 꼭

미식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몸싸움을 벌 다.”329)고 밝히며 발 시아가

에 한 궁 증을 불러일으켰다.1950년 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의

카멜 스노우(CarmelSnow)는 “패션계의 가장 한 이름”이라고 그를

찬양하 다.그녀는 한 “내가 발 시아가의 첫 리 컬 션을 보았을

때 커다란 빛이 리 패션계에 등장한 것과 같았다.짧은 경험이었지만,

엄격한 우아미의 그의 작품들은 그의 발 을 계속 지켜보고 싶게 하

다.”330)라고 발 시아가의 데뷔를 회상하기도 하 다.다이애나 릴랜드

(DianaVreeland)는 “발 시아가를 입으면 당신은 그 방안에서 유일한

여성이 된다,”라며 발 시아가 드 스의 월등한 아름다움을 찬양하

다.331)발 시아가는 묵묵히 작업실에서 최상의 품질의 드 스를 만들기

327)Marie-AndréeJouve,op.cit.,pp.5-6.

328)CharlotteSeeling,op.cit.,p.131.

329)Marie-AndréeJouve,op.cit.,pp.5-6.

330)“CristobalBalenciaga,”Vogue.

331)DeborahBee,Coutureinthe21stcentury,(London:HarrodsPublishing,2010),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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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실험을 계속한 것은 패션 에디터들에게 경외감과 존경심을 자아

내게 하여,오히려 끊임없이 회자되게 하는 효과를 나았다.

크리스찬 디오르는 “오트쿠튀르는 지휘자가 발 시아가인 오 스트라

와 같다.다른 쿠튀리에들은 연주가들이고 우리는 그 그의 지시를 따

를 뿐이다.”라며 발 시아가가 세계 패션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

다.발 시아가에게는 월등한 기술과 독창 인 작품세계로 많은 추종

자가 있었다. 베르 드 지방시(HubertdeGivenchy)는 은 시 발

시아가 디자인하우스의 수습생으로 지원했다가 거 한 력이 있다.발

시아가는 후배 쿠튀리에 지방시에게 “5개의 다리가 달린 양을 만들려

고 하지 말아라.언론과 고객을 놀라게 하기 해서 다른 디자이 가 할

만한 짓이다.항상 양심을 지키고 조심하는 것이 요하다.”332)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발 시아가 디자인하우스는 20세기 후반을 이끈 패션디자이 들의 산

실이었다.1950년에 앙드 쿠 주(AndréCourrège)가,1958년에는 엠마

엘 웅가로(EmanuelUngaro)가 재단사로 근무하 고 오스카 드 라

타(OscardelaRenta)는 패션 일러스트 이터로 근무하 다.발 시아가

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은이들을 고용해 기술을 수했을 뿐만 아니라

1961년 앙드 쿠 주(AndréCourrège)에게 디자인하우스를 열 수 있도

록 사업자 을 빌려주며 자립을 돕기도 하 다.발 시아가의 신 인

실루엣의 의상과 완벽성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은 디자이 들에게

풍부한 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발 시아가의 디자인하우스는 구

(Gucci)그룹이 인수하 으며, 1997년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가 2012년까지 크리에이티 디 터로 활동하면서 발 시아

가의 유산에 성을 가미했다.[그림 3-4-i]2012년부터는 미국 출신의

패션디자이 알 산더 왕(AlexanderWang)이 크리에이티 디 터로

잇고 있다. 에서 고찰한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창의성 발 의 장 요인을 정리하면 [표 3-7]와 같다.

332)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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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어머니, 마들렌 비오네

지지자

최상류층 고객

(스페인의 왕족과 귀족,  모나 폰 비스마르크, 글로리아 기네

스, 폴린 드 로스차일드, 윈저 공작 부인, 마렐라 아넬리, 마

를레네 디트리히, 잉그리드 버그먼 등 )

동업자: 니콜라스 비즈카론도, 블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

패션 에디터: 카멜 스노우, 다이애나 브릴랜드, 베티나 발라

드 등. 

경쟁자 -

추종자
위베르 드 지방시

앙드레 쿠레주, 오스카 드 라 렌타, 엠마누엘 웅가로

(2)종합 논의

스페인 출신의 패션디자이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는 최고 원단으로 완벽한 형태미를 구 하는 작품 활동으

로 리 오트쿠튀르 통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발 시아가는

타고난 손재주에,어린 시 부터 시작한 오랜 수습생활을 통해 익힌 재

단,재 기술로 다른 디자이 들에 비해 월등한 입체표 (3D)지능을

가지고 있다.이런 인지 능력에 성실함이라는 성격 특성이 합해져

패션의 근 를 이루는 부분의 실루엣을 창조하 다.

양 이후 라이 스타일의 변화로 오트쿠튀르 고객수가 감에도

불구하고 발 시아가는 상업주의와 타 하지 않고 최고 의 오트쿠튀르

의상 제작에만 몰두하 다. 리에 상주하고 있는 원단,트리 ,자수,비

딩(beading),염색 등 기술자들과 력하여 구상한 형태를 완벽하게 표

할 수 있는 신소재와 디테일 기법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패

션계에 진보를 가져왔다.

발 시아가의 창의성 발 에는 두 멘토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처음 패

션에 흥미를 가지게 해주고 직 기술을 수해 어머니와 입체 재단

법,바이어스 재단을 개발해낸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이다.

가족을 해 희생하고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두 여성들은 기술

인 측면뿐만 아니라 발 시아가의 최상류층 고객을 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에도 향을 미쳤다.발 시아가는 패션 언론과의 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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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일체의 사교활동도 하지 않았다.그의 끊임없는 실험의 결과는 래

런 소매,스탠드 어웨이 칼라,7부 소매 등과 같은 신 인 의복 구성

형태와 복합 인 신 소재 는데,이를 이용한 완벽한 형태미의 발 시가

아의 건축 인 디자인은 경외감을 자아냈다.패션 에디터,동료 디자이

에게 열렬한 지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발 시아가의

신 인 창조물은 후 디자이 들의 디자인 발상에 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으며,최상의 품질을 구 하려는 숭고한 장인 정신은 귀감이 되

고 있다.앞서 고찰한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창의

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3]와 같다.

[그림 3-3]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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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a] 32세의 크리스토

발 발렌시아가, 1927년 

[그림 3-4-b] 흰색 작업복을 

입고 아틀리에에서 피팅을 보

고 있는 발렌시아가

[그림 3-4-c] 1939년 가을/겨

울 컬렉션 아이보리 새틴에 

검정색 벨벳 장식의 인판타

(Infanta) 드레스

[그림 3-4-d] 1950년 크리스토

발 발렌시아가의 멜론 소매

(Melon Sleeve)

[그림 3-4-e] 크리스토발 발렌

시아가의 검은 색 가자(Gazar) 

원단으로 완성한 칵테일 드레

스, 1967년 

[그림 3-4-f]크리스토발 발렌시

아가의 아이보리 가자(gazar)원

단으로 완성한 웨딩 드레스, 

1967년 

[그림 3-4-g] 1950년 벌룬

(balloon) 드레스

[그림 3-4-h] 1957년 발렌시아

가의 소매와 몸판이 연결된 

원심 코트.

[그림 3-4-i] 니콜라스 게스키

에르의 2008년 봄/여름 컬렉

션 발렌시아가 디자인

[그림 3-4]크리스토발 발 시아가와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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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

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장 콕토(JeanCocteau)는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는 신(dieu)과 (or)이라는 마술과 같은 이름의 우리 시

의 리한 천재이다,”333)라고 패션디자이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를 소개하 다.디오르는 제 2차 세계 의 여 로 사라진 우아하

고 화려한 랑스의 복식 문화를 부활시키며 1950년 라인의 시 를 이

끈 랑스의 패션디자이 다.디오르는 좋은 취향과 술성,시 를 읽은

정확한 감각,뛰어난 사업 인 수완으로 1947년 리 패션계 데뷔와 동시

에 세계 패션의 리더로 떠올랐다.흰 색 짚모자,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흰색 재킷,검은 색 어스커트,짧은 흰색 장갑으로 구성된

‘뉴룩(New Look)’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성의 시 의 도래를 고했

다. 후 빈공과 궁핍의 시 에 디오르가 제시한 실도피 인 로맨티시

즘 의상은 여성을 다시 꽃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돌려놓았다.디오르는 진

정 우아한 여성을 한 최고 품질의 의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구조물을 이용하여 여성미를 표 하는 통 복식 문화와 자수,비

딩과 같은 수공 기술을 부활시켜 패션의 발 을 가져왔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그림 3-6-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

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인 계 지능, 응 지능,문화·

술 지능,시각표 (2D)지능,입체표 (3D)지능 등 다양한 인지 능력

을 고르게 보이고 있다.디오르는 특히 뛰어난 인 계 지능을 보이고

있는데,그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태도로 사

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334)디자인하우스를 오 한 후에

는 인 계 지능을 바탕으로 랑스 최고의 남녀 기술자를 고용해 디오

르 하우스의 드 스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해서 노력하

333)Marie-FrancePochna,op.cit.,p.15.

334)Ibid.,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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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5) 한 디오르는 사회 변화를 감지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응 지능을 이용해 격변기에 사회의 요구에 맞는 빠른 패션의 변

화를 제안하 다.디오르는 “패션은 이제 여러 해가 아니라 몇 달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되었다.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달라졌고,패션은

그 속도와 함께 변화해왔다.”336)라고 주장하 는데,매 시즌 새로운 라인

들을 발표하면서 패션의 변화를 진시켰고 결과 으로 다양한 패션 스

타일의 창조로 패션에 기여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

터 다양한 문화와 술에 노출되어 성장하 다.1911년 가족들과 리로

이주한 이래,그는 리의 술 인 분 기에 고취되었고 리에서의 생

활은 그의 술 소양의 요한 자산이 되었다.그는 장 콕토(Jean

Cocteau),막스 야곱(MaxJacob),이고르 스트라빈스티(IgorStravinsky),

블로 피카소(PabloPiccaso),크리스티안 베라르(ChristianBérard)등과

같은 은 술가 집단들과 친분을 쌓았다.1927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친구와 함께 ‘갤러리 자크 장(GalérieJacquesBonjean)’을 오 하기도

하 는데, 조르주 라크(Georges Braque), 블로 피카소(Pablo

Picasso),페르낭 제(FernandLéger)와 같은 큐비즘 작품들과 장 콕토

(JeanCocteau),살바도르 달리(SalvadorDalí)등의 실주의 작품들과

같은 신 인 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사회성,교양에 련된 지능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 기술과 련된 인지 능력인 시각표 (2D)지능,

입체표 (3D)지능도 보유하고 있었다.그는 특히 뛰어난 그림 솜씨의

소유자로 뛰어난 시각표 (2D)지능을 가지고 있었다.그는 1935년 패션

일러스트를 리 유수의 디자인하우스에 매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자신의 컬 션을 비하기 해서는 2-3일간 방에 틀어 박 수없이

스 치를 하 다.며칠간 수백 장의 스 치를 할 정도로 펜과 붓놀림이

빨라 한 컬 션에 다양한 스타일을 발표할 수 있었다.337)패션 일러스트

이터로 데뷔한 디오르는 이후 로베르 피게(RobertPiguet),뤼시앵 를

롱(LucienLelong)의 디자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천을 다루는 법,재

단 등과 같은 쿠튀리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들을 성실하게 익 입체표

335)PaulJohnson,이창신,op.cit.,p.395.

336)CarolineRennoldsMilbank,op.cit.,p.232.

337)PaulJohnson,이창신,op.cit.,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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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지능을 익혔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비인지 능력을 분석한 결과 성

격 특성으로 개방성과 감수성이 발견되었고,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

력 자본이 확인되었다.디오르는 벨 에포크(theBelleÉpoque)시 말기

리에서 성장하 다.화려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리의 자유분방한 분

기는 그가 다양한 경험을 기꺼이 시도하려는 개방성의 성격을 가지게

하 다.그는 1925년에는 리에서 개최된 ‘국제 장식 술 박람회(the

ExpositionInternationaledesArtsDécoratifs)’의 개막식에 참석하 고,

매직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동성애자 티에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

화· 술 활동을 통해 술계의 인맥과 교양을 쌓았다.이때 만난 문화계

인사들은 디오르가 패션하우스를 오 한 이래 다방면에 한 경험을 사

회 변화에 심을 가지고 라이선스 사업,기성복 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

를 꾀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14살이 되던 해 카니발에서 만난

술가로부터 “ 는 매우 가난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여성들이 에게 행운

과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는 여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 것이며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다.”338)이라는 언을 들었는데,실제로 집안이 몰락하고

여성을 고객으로 하는 패션디자이 의 길을 걷게 되었다.이런 경험과 개

방 인 성격은 그를 성술,부 ,카드 등과 같은 미신을 수용하는 태

도를 가지게 하 고,그의 성공 스토리에 신비로움을 추가하 다.

디오르는 홍보의 귀재이며 사업가로서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술가들

에게 나타나는 민한 감수성을 보이고 있다.소년 디오르는 정원 가꾸기

를 즐기는 어머니를 도와 꽃을 돌보기도 하고 공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서 시간을 보내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다.양 세계 ,세계 공황

은 부유한 디오르가의 몰락을 가져왔다.부모님의 죽음,형제들의 정신 질

환,빈곤 등은 그의 민한 감수성을 자극하여,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게

하 다.제 1차 세계 의 좋았던 시 로의 회귀하고자 했던 그의 바

람은 ‘뉴룩’이라는 여성성을 강조한 복고주의 의상으로 재탄생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매력 자본을 살펴보면 그는 빼어난

용모의 소유자는 아니었다.폴 존슨(PaulJohnson)은 “40세의 크리스찬

디오르는 통통하고 발그스 한 볼이 아기 같은 인상을 주고 빙 크로즈비

338)Marie-FrancePochna,op.cit.,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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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Crosby)처럼 귀까지 툭 튀어나온 외모 때문이 많은 사람들이 꺼렸

다.”339)고 밝히기도 하 다.그러나 디오르는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면서

매 가 몸에 밴 사람으로,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뛰어난 사회 기술이 있

었다.디오르는 매력 자본을 바탕으로 요한 시기마다 술가 인맥,친

구들,패션 언론 등의 도움을 받아서 창의성을 발 한 기회를 얻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독립을 비할 때,이 소식은 삽시

간에 퍼져 고향 친구인 조르주 비구르(GeorgesVigouroux)에게 닿았다.

비구르는 마르셀 부삭(MarcelBoussac)340)에게 디오르를 소개하 다.“면

화의 왕(KingCotton)”341)이라는 별명을 가진 랑스 직물업계의 거물인

마르셀 부삭에게 신뢰감을 것도 디오르의 매력 자본이었다.디오르의

오랜 친구인 수잔느 르무안느(SuzanneLemoine)는 “크리스찬 디오르가

‘이제 나의 의상실로 독립해야겠다.’라고 말한 순간,나는 그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그는 결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342)라며 디오르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

고 도움을 얻어내는 사회 기술을 설명하 다. 국 가디언지의 필리스

히스코트(PhyllisHeathcote)는 “크리스찬 디오르는 친 한 사람이다.하

이패션 세계에서 애정을 품고 있는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디오르는

외 인 사람이다.그는 친 하고 단순하고 다정하며,패션업계가 그를 아

첨해도 거만해지지 않았다.그는 본래 로 다정했다.”343)라고 밝혔

다.디오르의 매력 자본은 열정 인 투자자,재능 있는 기술자, 은 디자

이 들을 디오르 하우스[그림 3-6-b]에 불러들 고 그 결과 디오르 디자

인하우스는 리 오트쿠튀르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살펴보면 가

족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

다.디오르는 1905년 1월 21일에 랑스의 해변 휴양지 그랑빌(Granvill)

에서 탄생하 다.그의 부친인 알 산드르 루이 모리스 디오르(Alexandre

LouisMauriceDior)는 화학 비료 사업을 운 하는 성공한 사업가 고,

모친인 마리마들 쥘리에트(Marie-MadelenJulietteMartin)는 상류층의

허세를 즐기는 사회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한 여성이었다.344) 한 살

339)PaulJohnson,이창신,op.cit.,p.395.

340)Marie-FrancePochna,op.cit.,p.99.

341)Ibid.

342)Ibid.,pp.97-98.

343)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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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높은 교육열의 부모님을 둔 탓에 디오르는 어린 시 부터 문화

혜택을 릴 수 있었다.패셔 블한 어머니는 옷차림을 매우 요시하

는데,디오르는 항상 옷을 잘 차려입었으며,카니발 때는 여동생을 해

무도회 의상을 디자인하기도 했다.디오르는 청년기에는 부모님의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술가들과 사교 활동을 즐기는 한량의 삶을 하

다.그러나 형제들의 정신 질환,아버지 사업 실패,어머니의 사망,여동

생의 지스탕스 활동 등 갖은 악재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크리스찬 디오

르는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패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20세기 사회

격변기에 닥친 디오르가의 극 인 스토리는 개인 으로 고난과 시련이

되었지만,패션 언론을 비롯한 패션 업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 다.그의 흥미로운 개인사는 디오르의 창작품에 신비감을 더하는

역할을 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성 정체성은 동성애자 는데 그

는 1920년 리 동성연애자 사교계의 인사 다.그는 리 뮤직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동성애자 티에도 출몰하 고,다른 은 술가들과

가장 무도회를 열어 변장을 즐기며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 다.디오르

는 1947년 리 패션계에 데뷔한 후,수많은 매력 인 은이들에게 구

애를 하며 화려한 독신 생활을 하 다.345)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1950년 반 이래 신경 민과 폭

식으로 인해 건강이 격히 나빠지면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

과 같은 은 디자이 들에게 하우스를 일임한 후 더 이상 작품 활동하

지 않았다.디오르는 1956년 북 아 리카 출신의 미남 청년 자크 베니타

(JacqueBenita)와 교제를 시작하 는데,그에게 매력 으로 보이기 해

서 체 조 을 해서 이탈리아의 온천도시를 방문하 다가 심장마비를

얻어 1957년 10월 23일 52세의 나이로 사망하 다.346) 에서 고찰한 크

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

면 [표 3-8]와 같다.

344)PaulJohnson,이창신,op.cit.,p.390.

345)CharlotteSeeling,op.cit.,p.125.

346)PaulJohnson,이창신,op.cit.,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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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크리스찬 디오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대인관계, 적응, 문화·예술, 시각표현(2D), 입체표현(3D)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개방성, 감수성

매력 

자본
사회적 기술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패셔너블한 어머니

높은 교육열

1930년 도산, 부모님 사망, 형제 정신질환 등 곤경에 

처함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

결혼

여부
미혼, 동성애자 애인 자크 베니타

건강 신경 예민, 폭식, 52세 심장마비로 사망

② 역(domain)

폴 푸아 (PaulPoiret)이래로 패션은 복잡한 의복 양식과 통

인 여성의 역할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발 하 다.그 결

과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기능주의 패션과 마

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의 고 주의 드 이퍼리 의상 등,단순

한 선과 우아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930년

말 화려한 장식에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신 빅토리아풍 패션

(VictorianRevivalism)이 잠시 등장하 지만 제 2차 세계 이 발발하

면서 물자 약과 기능성을 강조한 유틸리티 룩(utilitylook)이 등장하

다. 시의 패션은 부자재와 원단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장식을

배제한 검소하고 실용 인 의상이었다.

쟁이 끝난 후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코롤 라인

(Corolleline,꽃부리 라인)’과 ‘8라인’이라 이름 아래 90벌의 의상으로

구성된 데뷔 컬 션을 발표하 다.그는 “우리는 쟁과 유니폼의 시 에

있었다.여성들은 복싱선수의 어깨를 가진 군인 같았다.부드러운 어깨와

풍만한 가슴,리아나(liana:열 삼림의 덩굴식물)처럼 가는 허리,코롤라

(corolla:꽃부리)와 같은 스커트,나는 꽃 같은 여성들을 디자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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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라며 작품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 다.둥근 어깨,가녀린 허리 라인,

뻣뻣한 페 럼이 엉덩이의 곡선을 강조하는 흰색의 재킷과 폭이 넓은

종아리 길이의 검은 색 주름 스커트,하얀색 짚모자와 짧은 흰색 장갑

으로 구성된 ‘바 슈트(BarSuit)’[그림 3-6-c]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넓은 폭의 치마는 걸을 때마다 흔들렸는데,꼭 꽃이 뒤집어 있는 것과 같

았다.이 한 벌의 의상은 1950년 리 오트쿠튀르 패션의 부활을 알렸

다.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의 카멜 스노우(CarmelSnow)는 “이것

은 명 그 자체입니다.디오르,당신의 작품들은 완 히 새로운 룩(뉴룩:

New Look)입니다.작품들이 무 경이롭습니다.”348)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이 후,디오르의 ‘바 슈트(BarSuit)’는 ‘뉴룩(New Look)’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배 받은 원단으로 만든 짧은 스

커트와 각진 어께를 입던 여성들에게 걱정 없던 두 세계 의 시

의 옷을 제공하 다.그는 1차 이 발생하기 ,행복하고 부유하던

그의 유년기에 어머니가 입던 가는 허리에 풍성한 스커트를 재 했다.

사실 로맨티시즘 스타일은 1930년 반부터 여러 디자이 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쟁 후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던 민감한 시기에 이 닝웨

어가 아니라 일상복으로 화려한 스타일을 제안했다는 이 뉴룩(New

Look)의 차별 이다.349)잘록한 허리를 강조하기 해 뻣뻣한 소재의 심

지와 안감, 등을 이용하여 여성 인체의 곡선을 구축한 의복 구성법

은 코르셋,크리놀린 등을 구조물을 사용한 오트쿠튀르의 오랜 통을

되살린 것이었다.

뉴룩(New Look)은 한 당시 시 가 원하고 있는 통 인 여성

상을 잘 표 한 것이었다. 쟁 여성들은 군수 공장,농장, 산 등

에서 일하면서 참 한 남성들의 인력을 신하 다. 쟁이 끝난 후

정부는 제 한 남성들을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 여성들을 다시

사랑스러운 아내와 엄마로 돌려보내기를 원했다. 한 여성들은 가난

하고 곤궁한 시기에 비참한 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디오르의 뉴룩은 여성들에게 쟁 후에 피폐한 실에서의 탈

출구를 선사하 으며,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 인 희망을 주었

347)이즘패션산업연구소,『크리스띠앙 디오르』(서울:도서출 이즘,1993),p.26.

348)Marie-FrancePochna,op.cit.,p.148.

349)CarolineRennoldsMilbank,op.cit.,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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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디오르는 비참한 실을 있는 그 로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는 여

성들의 심리를 간 하고 그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려하고 우아한

스타일들을 차례로 발표하 다.뉴룩(New Look)과 디오르의 다르 여

성미가 넘치는 의상들은 “패션은 꿈에서 비롯되고,꿈은 실로부터

도피이다.”350)라는 그의 패션 철학이 잘 드러났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뉴룩의 성공은 리 오트쿠튀르 패

션이 세계의 패션리더십을 되찾게 되는 요한 계기가 되었다.디오르

는 “이제 쿠튀르는 패션의 본래의 기능,즉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351)라고 밝혔다.여성들은 배 받은 원단으로

한 기성복이 아니라 아틀리에의 장인들이 창조하는 화려하고 우아한

오트쿠튀르 의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디오르는 크리스토발 발 시아

가(CristóbalBalenciaga),피에르 발망(PierreBalmain)와 함께 1950년

리 오트쿠튀르 산업의 번 을 가져왔다.

버그도 굿맨(Bergdorf Goodman)의 사장 앤드류 굿맨(Andrew

Goodman)은 “디오르?독특해요.창의 인 재능뿐만 아니라 아주 매력

이고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입니다.폭풍우 내리치는 바다의 한 개의 닻과

같은 사람입니다.”352)라고 평하기도 하 는데,디오르는 자신의 술의지

를 표 하는 디자이 면서 훌륭한 사업가 다.그는 1년에 두 차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여 패션산업을 활성화하 다.디오르는 1948년 /

여름 ‘지그재그 라인(ZigzagLine)’과 ‘비행기(EnvolLine)’라인에 이어 가

을/겨울 컬 션에서는 ‘사이클론(Cyclone)’,‘날개(WingedLine)’발표하는

등,매 시즌 스커트의 기장과 실루엣의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라인을 발

표하 다.디오르의 신작들은 패션 언론들에 의해 A 라인,H 라인,Y라

인 등[그림 3-6-d]의 이름과 함께 으로 홍보되면서 바로 시즌

의 옷을 유행에 뒤쳐진 것으로 만들고 끊임없는 소비를 진시켰다.

1947년 뉴룩의 성공 이후 미국을 방문하게 된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는 미국 여성들의 소비 취향을 간 하고 새로운 시장 가

능성을 발견하 다.미국 여성들은 높은 구매력의 소유자로,고가의 의상

을 한 벌보다는 렴한 의상을 여러 벌 사 입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 패

턴을 가지고 있었다.디오르는 미국 여성을 겨냥해 고가의 쿠튀르 의상도

350)Ibid.,p.236.

351)Marie-FrancePochna,op.cit.,p.158.

352)Ibid.,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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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뉴욕 7번가의 렴한 기성복도 아닌 고 기성복 라인의 런칭을

결심하 다.1948년 디오르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고 기성복 라인을 발

표하 다.353)디오르의 기성복 라인의 런칭은 “내 재능을 팔아먹지 않겠

다.”라고 밝히며 기성복 산업을 거부한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와 조를 이루는 것이었다.354)

같은 해 향수 회사를 뉴욕에서 건립하고 이듬해 향수 ‘디오라마

(Diorama)’를 출시하 다.355)1949년 스타킹 회사와 첫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 1950년에는 모자,모피,스카 ,장갑,주얼리,가방,란제리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차례차례 체결하 다.356)라이선스 디자인이 제품이 매

될 때마다 30~40%의 로얄티 시스템(royalty)으로 디오르 사는 막 한 수

입을 거둘 수 있었다.357)크리스찬 디오르는 패션계를 표하는 얼굴이 되

었고,1957년 미국 ‘타임(Time)’지의 표지를 장식하 다.타임지는 “디오르

는 훌륭한 고인이다. 패션계의 흥행사이다.”라고 그의 사업 수완을

칭찬하 다.358)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살

펴보면,그는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리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는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 부터 오트쿠튀르 패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디오르가 본격 으로 패션계에서 입문하게 된 것은 1935년

집안의 부도로 가장이 된 이후이다.그는 친구에게 패션 일러스트 이션

을 익 패션 스 치를 니나 리치(Nina Ricci), 스키아 리

(Schiaparelli), 몰리뉴(Molyneux), 발 시아가(Balenciaga), 투(Pato

u)359)등과 같은 패션 하우스와 기업들에게 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1938년부터 로베르 피게(RobertPiguet)의 쿠튀르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하면서 디자인,재단,가 등을 익혔다.360)1941년부터는 뤼시앵 를롱

(LucienLelong)의 디자인하우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361)이때 디오르는

공연의상과 화의상을 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쟁 독일 감찰

353) “Christian Dior,”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Christian_Dior.

354)PaulJohnson,이창신,op.cit.,p.410.

355)Marie-FrancePochna,op.cit.,pp.190-191.

356)“ChristianDior,”Vogue.

357)CharlotteSeeling,op.cit.,p.125.

358)Marie-FrancePochna,op.cit.,p.212.

359)Ibid.,p.69.

360)Ibid.,pp.56-58.

361)Ibid.,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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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랑스의 화 산업에 한 규제가 심했는데,정치 인 뉘앙스가 없

는 시 극의 제작은 허가해주었다.디오르는 박물 기록 보 소에서 18

세기와 19세기의 복식의 구조에 한 공부를 하며 화 의상을 디자인하

다.362)이때 크리놀린,버슬, 니에 등과 같은 의복의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물들을 익히게 되었고,이런 연구들은 그의 복고주의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철학의 감이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창의성 발 의 기술 요인을 살펴

보면,인체를 재구성하는 구조물들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본래 건축가를

꿈꾸던 디오르는 건축의 골조와 형태에 흥미를 느 다.그는 고래수염으

로 만든 ,패딩,코르셋과 같은 구조물[그림 3-6-e]을 이용하여 바람

직한 실루엣을 구 을 해 노력하 다.그는 여성의 몸을 조각 술 작

품으로 이해하고 독특한 행태와 비율,구조의 건축 이고 구조 인 디자

인[그림 3-6-g]을 발표하 다.디오르는 “여성의 인체의 곡선들을 본뜨고,

그 곡선을 고정하고,허리와 엉덩이의 넓이와 가슴을 강조하면서 나는 옷

을 ‘건설(construct)’하고 싶었다.나의 작품에 좋은 매무새를 주기 해서

나는 임 릭(cambric)이나 타 타(Taffeta)을 안감으로 사용했는데,이

것은 오래 에 잊 진 오트쿠튀르의 통을 되살린 것이다.”363)라고 밝

혔다.의복에 의한 여성의 인체의 재구성은 벨 에포크 시 (LaBelle

Époque)의 S-실루엣 드 스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디오르의 가는 허리

가 강조된 패션이 유행하면서 코르셋 제조업자들은 호황을 맞았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랑스의 화려한 수공 기술과 장

인정신을 계승한 쿠튀르 하우스을 열어 진정 우아한 여성들을 고객을

상으로 낭만 인 의상을 발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그는 제 2차

세계 직후 실도피 인 로맨티시즘 의상[그림 3-6-a]으로 발표하

다.디오르의 데뷔 컬 션은 사치,화려함에 갈증을 느끼던 여성을 만족시

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미국 보그(Vogue)의 베티나 발라드(Bettina

Ballard)는 “우리는 어떤 쿠튀르 하우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련되면서

극 인 쇼를 보았다.우리는 패션의 명뿐만 아니라 동시에 패션쇼의

명을 목격하 다.”라고 극찬하 다.364)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의 카

멜 스노우(CarmelSnow)는 “ 리가 마르느 쟁(theBattleoftheMarne)

362)이즘패션산업연구소,『크리스띠앙 디오르』(서울:도서출 이즘,1993),pp.14-15.

363)Marie-FrancePochna,op.cit.,p.138.

364)Ibid.,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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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난 것처럼,디오르가 리를 구원했다.”365)라고 평하 고,42세의

내향 인 패션디자이 디오르는 리 패션의 수호자로 떠올랐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흰 색의 재킷과 넓은 폭의 치마로

구성된 뉴룩(New Look)은 한 벌의 의상이었지만 기아와 빈곤으로 고생

하던 시기에 발표되어 사회 인 논란을 가져왔다. 국의 ‘픽처 포스트

(PicturePost)’지의 메조리 베킷(MajorieBecket)은 “올해 가장 많이 회

자되고 있는 리 패션은 바로 1914년 쟁 이 의 나태하고 부유한 시

로부터 온 것이다.이 옷들을 복제할 소재도 부족하고,여성들은 살 돈

도,즐길 여유도,심지어는 어떤 디자인들은 정교한 소재 뭉치로 만든 옷

을 입고 지탱할 힘도 없다.”366)라며 사치스러운 뉴룩(New Look)을 강력

히 비난하 다.심지어 18구의 픽 거리(RueLepic)시장의 주부들은 뉴

룩(New Look)을 입은 여성에 욕설을 가하고 옷을 찢는 해 닝이 발생하

기도 하 다.367)1947년 디오르의 시카고 방문에는 “디오르,집으로 돌아

가라(ChristianDior,GoHome!)”라는 랫카드를 든 시 가 등장하기

도 하 다.패션의 역사상 하나의 패션이 이 게 인 여론을 형성한

것은 처음이었다.

결과 으로 뉴룩(New Look)은 수없이 복제가 되어 서민들에게까지도

되었다.1947년 가을/겨울 컬 션에 발표된 “디오라마(Diorama)”드

스도 뉴룩(New Look)과 같은 인기를 끌었는데,깊게 인 데콜타주

(décolletage)라인,잘록한 허리,스커트 단 둘 가 20m가 넘는 풍성

한 스커트는 1950년 를 표하는 실루엣으로 재에도 등장하는 패션

클래식 아이템이 되었다.368)1949년 말 랑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크

리스찬 디오르사의 수출액이 랑스 체 의류 수출의 75%, 랑스

외 수출액의 5% 차지하 다.369)디오르는 랑스 직물 산업을 비롯하여,

자수 공방,비딩 공방,단추 공방,염색 공방 등 각종 수공 공방,등

리 패션 업계의 부흥에 기여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20세기 기능주의와 쟁의 여

로 기능성,활동성의 강조로 단순화의 일로를 걷고 있던 패션에

제동을 걸었다.그는 쟁 기시 되었던 새틴(satin),태피터(taffeta),

365)CharlotteSeeling,op.cit.,p.115.

366)이즘패션산업연구소,『크리스띠앙 디오르』,op.cit.,p.38.

367)Marie-FrancePochna,op.cit.,p.153.

368)Ibid.,p.158.

369)Ibid.,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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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velvet)등과 같은 고 소재,자수,비딩(beading)등과 같은 화려

한 수공 장식,드 이퍼리(drapery),개더(gather),리본(ribbon),고어

(gore)등 과 같은 장식을 풍족하게 사용하여 사치스럽고 화려한 오트쿠

튀르 패션[그림 3-6-g],[그림 3-6-h]을 부활시켰다.370)여성들에게 화려

한 옷을 착용해 여성미를 과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었다.디오르

는 1947년 9월 패션계에 지 한 공로를 끼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니먼

마커스 상(NeimanMarcusAward)’의 수상하 다.371)1950년 리 패션

계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delaLégion

d’Honneur)을 수여받았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최상의 품질로 우아한 상류층 여

성들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을 한 상

품을 제공하 다.그는 고 기성복 라인을 런칭해 에게 리의 최

신 패션을 렴한 가격으로 공 하 고,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디오르의

상표의 스타킹,넥타이와 같은 패션 액세서리를 매하 다.디오르는 라

이선스 사업을 시작한 최 의 디자이 372)로,패션 시스템에 새로운 패

러다임을 제공하 다.앞서 고찰한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창

의성 발 의 역 요인을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

370)GerdaBuxbaum,『20세기 패션 아이콘』, 기숙 외 3인 옮김 (서울:미술문화,

2009),p.111.

371)“ChristianDior,”Vogue.

372)이재정,박신미,『패션,문화를 말하다』(서울: 경,2011),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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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크리스찬 디오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전후 검소함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발

A라인, Y라인, H라인 등 라인의 시대

상업주의

매 시즌 새로운 라인 발표하여 패션의 변화 가속화

고급 기성복 라인, 라이선스 도입

사회 

구조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오트쿠튀르 하우스 수습

기술적 

측면

구조물 이용한 구조적인 디자인 개발

(고래수염으로 만든 뼈대, 패딩, 코르셋 등)

코르셋 제조업자, 원단 업체 호황 일으킴

패러

다임

패러

다임

패션계의 흥행사

현실도피적인 로맨티시즘 의상

화려한 오트쿠튀르의 전통 부활

프랑스의 화려한 수공예 기술과 장인정신을 계승

라이선스/ 기성복 도입

증거

미국 보그 베티나 발라드 “패션쇼의 혁명”

1947년 카멜 스노우 “완전히 새로운 룩(뉴룩: New Look).”

1947년 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Neiman Marcus  Fashion 

Award)

1950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Remise de la Légion 

d’Honneur) 수여

1957년 자서전 “Dior by Dior” 발표

1956년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공로상

1957년에는 미국 ‘타임(Time)’지의 표지를 장식

“디오르는 훌륭한 광고인이다. 또 패션계의 흥행사”

③ 장(field)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다른 디자이 들에 비해 패션 장

에 한 이해가 높았다.그는 유행을 결정하는 사람을 잡지,편집자, 형

거래처,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고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패션

장과 긴 할 계를 유지하 다.373)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어린 시 부터 외할머니의 향으로

카드 , 성술, 언들을 맹신하게 하 는데,그의 멘토는 술가 들라에

373)PaulJohnson,이창신,op.cit.,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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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MadameDelahaye)이었다.디오르는 “나의 이야기의 서두에 ‘행운

(LUCK)’을 문자로 써놓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배은망덕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행운이 낳은 결과들을 볼 때,나는 술가들을 신뢰하

지 않을 수 없다.”374)라고 밝히기도 하 는데, 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들

라에 부인의 충고를 따랐다.그녀는 독립을 고민하고 있는 디오르에게 마

르셀 부삭(MarcelBoussac)의 투자를 받으라고 조언해주었으며,항상 방에

신선한 꽃들을 가득 채우라고 충고하 다.375)디오르는 그녀의 충고에 따

라 패션쇼장과 아틀리에를 항상 꽃으로 채워두었는데,이런 연출은 호사스

러운 여성미를 추구하는 디오르 디자인하우스의 이미지를 강화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에게는 행운이라고 표 할 수 있는 수

많은 지지자가 있었다. 리 쿠튀리에 로베르 피게(RobertPiguet),뤼시앵

를롱(LucienLelong)은 패션 일러스트 이터로 활동하던 디오르를 고용하

여 패션디자이 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함께 패션산업에 한 식견을

수하 다.디오르는 1938년 로베르 피게(RobertPiguet)의 쿠튀르 하우스

에 모델리스트(modelist)로 고용되었다.패션 드로잉만 할 수 있었던 디오

르는 이때 원단을 고르는 법,재단하는 법,가 하는 법 등 스 치를 입체

로 구 하는 기술을 수받았다.디오르는 1941년부터 뤼시앵 를롱(Lucien

Lelong)의 디자인하우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를롱은 술 감각과 뛰어

난 재단 기술을 지닌 쿠튀리에라기 보다는 사업수완이 좋은 비즈니스맨에

가까웠다.그는 재능 있는 은 인재들을 뽑아 디자인 작업을 맡겼다.디

오르는 를롱 하우스에서 다른 은 디자이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

과 함께 근무하며 우정을 나 었다.를롱은 당시에 리 오트쿠튀르 조합

(LaChambreSyndicaledelaCoutureParisienne)의회의 의장직을 맡아

리의 쿠튀르 산업을 독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다.디오

르는 를롱 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리 패션산업 반에 한 식견을 얻

게 되었고,디자이 로서 리 패션계 부흥의 책임감도 통감하게 되었다.

디오르 하우스의 성공에는 마르셀 부삭(MarcelBoussac)의 역할이 컸

다.투자자 마르셀 부삭은 랑스 직물업계의 거물로 랑스에서 손꼽히

는 부자 다.376)그는 필립 & 가스통(PhilippeetGaston)를 책임질 디자

이 를 찾고 있던 디오르를 소개받게 되었다.부삭은 디오르의 재능

374)Marie-FrancePochna,op.cit.,p.97.

375)CharlotteSeeling,op.cit.,p.125.

376)Marie-FrancePochna,op.cit.,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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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 디오르 하우스에 거 을 투자하 다.피에르 발망(Pierre

Balmain)은 60만 랑의 자본 으로 사업을 시작하 는데,마르셀 부삭

은 디오르에게 기 사업 자본 600만 랑을 시작으로 총 6,000만

랑을 투자하 다.377)안정 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디오르는 랑스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하고,최고 원단을 사용하며 마음껏 창조 활동

에 몰두할 수 있었다.신인 디자이 에게 유능한 사업가인 마르셀 부삭

이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디오르 하우스는 데뷔 부터 호기심을

자아냈으며,첫 컬 션의 성공으로 랑스 최고의 오트쿠튀르 하우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은 시 리의 은 술가 집

단과 친교를 쌓았다.디오르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인심이 좋고 성격이

온화하여 많은 술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장 콕토(Jean

Cocteau),시인 막스 야곱(MaxJacob), 블로 피카소(PabloPicasso),작

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Stravinsky),크리스찬 베라르(Christian

Bérard),인테리어 장식가 조르주 제 로이(GeorgeGeffroy)등과 어울려

서 각종 술 행사에 참여하 다. 리에 상주하고 있던 아방가르드 술

가 집단은 디오르에게 술 감을 주었다. 한,디오르가 1930년 집

안의 산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구직

활동을 돕는 등 경제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크리스찬 베라르

(ChristianBérard)은 디오르에게 사 을 소개해 패션 드로잉을 배우도록

해주었고, 랑스 보그(Vogue)의 편집장 미쉘 드 뢰노 (Michelde

Brunhoff),인테리어 장식가 조르주 제 로이(GeorgeGeffroy)와 같은 친

구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디오르의 창조 활동을 지원하 다.

랑스와 미국의 패션 에디터들은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성공 신화에 요한 역할을 하 다.미국 보그(Vogue)의 베티나 발라드

(BettinaBallard)는 를롱의 디자인 하우스시 부터 그를 여겨보고 있었

다.378)그녀는 디오르의 오랜 친구인 랑스 보그(Vogue)의 미쉘 드

뤤호 (MicheldeBrunhoff)를 만나 디오르에 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새

로운 스타 디자이 탄생을 도왔다.디오르의 첫 컬 션을 보고 베티나

발라드(BettinaBallard)는 “우리는 어떤 쿠튀르 하우스에서도 볼 수 없었

던 세련되면서 극 인 쇼를 보았다.우리는 패션의 명뿐만 아니라 동시

377)Ibid.,p.111.

378)Ibid.,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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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패션쇼의 명을 목격하 다.”379)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하퍼스

바자(Harper'sBazaar)의 카멜 스노우(CarmelSnow)는 디오르의 ‘바 슈

트(BarSuit)’에 ‘뉴룩(New Look)’이라는 이름을 주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를 도왔다.

유럽 국가에 비해 쟁의 피해가 었던 미국은 리 오트쿠튀르의 요

한 고객이었다.미국의 주요 백화 버그도 굿맨(BergdorfGoodman),니

먼 마커스(NeimanMarcus)은 디오르의 우아하고 고 스러운 여성복들을

주문하여 디오르의 사업 성공을 도왔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창의성 발 에는 다음과 같은 추종

자들이 존재한다.디오르는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명민함을 가졌다.디

오르의 고용인들은 진정 우아한 여성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품질의 옷을

제공을 목표로 하는 디오르 하우스의 성공 신화를 도왔다.디오르는 고향

친구인 수잔느 르랭(SuzanneLuling)에게 디오르 디자인 하우스의 쇼와

매 리를 맡겼다.그녀는 홍보의 귀재로 쟁 후 향력이 더욱 높아지

고 있는 미국의 언론에 주목하고,기지를 발휘해 ‘우먼스 웨어 데일리

(WWD)’의 1946년 11월 17일자에 디오르의 사진과 디자인 하우스의 개업

소식이 실리도록 하 다.380)이 후,디오르의 기사가 ‘라이 (Life)’잡지에

도 실리게 되면서 성공 인 데뷔를 도왔다.디오르의 비즈니스 트 자

크 루에(JacquesRouët)는 라이선스 계약을 담당하 다. 상에 능했던

자크 루에는 라이선스 제품의 30~40%의 로얄티(royalty)를 디오르 사에

게 내도록 하는 로얄티 시스템을 확립하여,디자인하우스에 안정 인 수

입원을 제공하 다.381)1955년 디오르는 19세의 입 생 로랑(YvesSaint

Laurent)을 보조 디자이 로 채용하 다.디오르는 당시 신경 민과 폭

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디자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입 생 로랑의 디자

인이 체 컬 션의 60% 정도를 차지했다.382)입 생 로랑은 1957년 디오

르 사후,후계자로 디오르 하우스를 계승해 1960년까지 이끌었다.이후

디오르 하우스는 마르크 보앙(Marc Bohan), 지안 랑코 페

(Gianfranco Ferré),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라 시몬스(Raf

Simons)등 재능 있는 디자이 들에 의해 계승되어 리 최고의 디자인

379)Ibid.,p.148

380)Ibid.,pp.119-120.

381)CharlotteSeeling,op.cit.,p.125.

382)BonnieEnglish(2009),op.cit.,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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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로서 명성을 잇고 있다. 에서 고찰한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0]와 같다.

[표 3-10]크리스찬 디오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들라에 부인

지지자

고용인: 피게, 를롱

투자자: 마르셀 부삭

예술가 집단 : 장 콕토,크리스찬 베라르, 조르주 제프로이 등 

패션 에디터 : 미쉘 드 브뤤호프, 베티나 발라드, 카멜 스노

우

바이어: 버그도프 굿맨, 니만 마커스

패션선도자 : 왕족, 귀족 상류층, 미국 부유층, 화배우 마를

렌 디트리히

경쟁자 -

추종자

고용인 : 수잔느 르랭, 자크 루에, 입 생 로랑

계승자 : 마크 보앙, 지안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

몬스

(2)종합 논의

패션디자이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제 2차 세계

엄격한 의복 규제로 침체기를 겪던 패션계에 사치스럽고 화려한 로맨티

시즘 패션을 발표해 리 오트쿠튀르의 성기를 가져왔다.둥근 곡선의

가슴과 엉덩이,코르셋으로 조인 가는 허리,폭 넓은 치마로 구성된 ‘뉴

룩’은 우아한 여성미의 고 패션을 원하던 세계 각국의 여성들을 흥분

시켰고,결과 으로 리 오트쿠튀르의 통을 부활시켰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인 계 지능, 응 지능,문화·

술 지능,시각표 (2D)지능,입체표 (3D)지능과 같은 인지 능력 소

유하고 있었다.디오르의 성격 특성은 개방성과 감수성이었다.다양한

경험에 한 개방성은 오트쿠튀르 사업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사업,기성

복 사업 등에 진출해 사업 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었다.디오르

의 민한 감수성은 행복했던 어린 시 로의 회귀를 꿈꾸게 하여, 실

도피 인 복고주의 의상의 탄생을 도왔다.디오르는 온화하고 겸손하며,

교양이 넘치는 신사로,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자본의 소유자 다.20세

기 격변하는 시 상에 따른 불우한 가정사는 호기심과 신비감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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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을 증가시켰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나의 진정한 목표는 ‘훌륭한 쿠튀

르의 장인’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진정성과 높은 품질을 의미 한다.”383)

라고 밝혔는데 최고 원단,자수,비딩과 같은 수공 장식 기법,19세

기 의상 제작 기술 등 리 통의 복식 문화의 기술들을 복원하여 사치

스럽고 화려한 오트쿠튀르 패션의 통을 발 시켰다.매 시즌마다 어깨

의 폭과 스커트 넓이에 변화를 주면서 A 라인,튤립 라인,Y 라인,H

라인 등 다양한 실루엣을 개발하고 패션의 변화를 진시켰다.고 기

성복 사업,라이선스 사업,향수 사업 등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인 성공을 거두어 ‘패션의 흥행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창의성 발 을 해 여러 패션 장

의 도움을 받았다.1920년 ,30년 함께 사교 생활을 즐겼던 술가 집

단은 훌륭한 인 자원이 되어,고용주,투자자,패션 언론을 소개시켜주었

다.카멜 스노우(CarmelSnow)를 비롯한 패션 언론과 미국의 바이어들의

열렬한 지지로 디오르의 호사스러운 낭만주의 의상은 1950년 를 이끄는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5]와 같다.

383)Marie-FrancePochna,op.cit.,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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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크리스찬 디오르 창의성 연구 모형



[그림 3-6-a] 패션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오르 

[그림 3-6-b] 디오르 하우스의 

직원들과 크리스찬 디오르

[그림 3-6-c]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룩’

[그림 3-4-d] 크리스찬 디오르가 고안한 새로운 실루엣들 [그림 3-4-e] 크리스찬 디오르

의 화려한 드레스의 실루엣을 

지탱해주는 구조적인 이너웨어

[그림 3-4-f]1952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라 시갈(La Cigael)’ 

드레스

[그림 3-6-g] 1949년 가을/겨울 

컬렉션 시퀸즈 장식의 ‘유논

(Junon)’ 이브닝 드레스

[그림 3-6-h] 1957년 크리스찬 

디오르 사후 사진작가 루미스 

딘(Loomis Dean)이 찍은 사진

[그림 3-6]크리스찬 디오르와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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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타포르테 시 (1960년 ~1980년 )

1. 타포르테 시 의 일반 고찰

1950년 후반 유럽은 쟁의 여 와 후의 물자 부족에서 회복세에

들어섰으며,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국으로 떠올랐다.경제 호황으

로 일반 의 가처분 여유 소득이 증가하고, 량 기술의 발달도 다양

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등장한 베이비붐 세

(BabyBoom Generation)가 인구통계학 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은이 세 가 변화의 주도체가 되었다.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1950년 경제 인 번 의 수혜자로 쟁의 폐허에서 경제 성장의 기

을 이룬 근면한 부모님 세 와 갈등을 빚었다. 은이들은 부모,교회,

정부와 같은 기존의 권 에 도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의 패션,

음악,철학,삶의 방식을 개발하 다.1)1960년 이래 일류 디자이 들보

다 길거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매체의 를

탐으로써 리의 오트쿠튀르 패션에서 시작되는 유행 스타일의 향력이

감소하 다.2)패션은 이제 더 이상 부유한 년의 구매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직장에서 일하는 은 여성이 이끄는 시기가 되었다.

1960년 오트쿠튀르 의상의 수익이 감소되기 시작하자 리의 쿠튀

리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 다.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고,고

기성복인 타포르테(Prêt-à-Porter)라인을 런칭하 다.1960년 에 크

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와 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을 제외한 부분의 쿠튀리에들은 타포르

테 라인을 운 하 고,결과 으로 기존의 오트쿠튀르 고객들도 렴하

고 좀 더 은 감각의 타포르테 라인으로 이동하 다.3)따라서 최상

류층 고객을 한 주문 맞춤복인 오트쿠튀르의 시 가 막을 내리고,고

품질의 기성복인 타포르테 패션이 첨단 유행을 이끄는 타포

르테 시 가 시작되었다.시장 상황을 발 빠르게 악한 사업가들은

은 인재를 입해 거 기업과 디자이 의 공조 사례를 만들어내었다.

‘스틸리스트(styliste)’라 불리는 은 디자이 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

1)CharlotteSeeling,op.cit.,p.142.

2)DianaCrane,op.cit.,p.230.

3)GillesLipovetsky,op.cit.,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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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지 않고 창의 인 컬 션을 기성복 랜드에서 발표하 다.4)끌로에

(Chloé)와 펜디(Fendi)에서 활약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가 표

인 스틸리스트로 타포르테 패션의 번 을 이끌었다.1960년 부터

1980년 에 이르는 타포르테 시 는 기존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의

타포르테 라인,거 기업의 고 기성복 랜드,부티크 패션 등 패

션의 발산지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패션의 공존하는 패션의 화를

이루었다.

“흔들리는 60년 (SwingingSixties)”라고도 불리는 1960년 는 기존

의 도덕,권 , 습,규율이 무 진 시기이다.5)흑인들의 인종 인 차별

에 반 하는 시 ,베트남 반 시 ,여성 해방 운동 등 개인의 자유

를 확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1961년 피임약의 발명과 함께 시작

된 성의 명은 여성들을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6)

자유가 확 되는 사회 인 움직임 속에서 패션계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소비의 주체가 된 은이들은 더 이

상 “메이드 인 리(MadeinParis)”의 우아한 오트쿠튀르 패션을 매력

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트 드를 발산하기를 원했다.이에

따라 스트리트 패션을 이끄는 ‘부티크 패션(boutiquefashion)’이 유행하

는데,런던에서 남편과 함께 부티크를 운 하던 메리 트(MaryQuant),

독일의 질 샌더(JilSander), 랑스의 도로시 비스(DorothéeBis)샵 등이

요한 패션 트 드세터가 되었다.7)1960년 를 이끌던 주요 트 드는

국 출신의 메리 트(MaryQuant)의 ‘미니 스커트’,다양한 하 문화

들이 선보이는 스트리트 패션,앙드 쿠 주(AndréCourrèges),피에르

가르뎅(PierreCardin), 코 라반(PacoRabanne)등의 우주시 패션,

술사조에 감을 받은 팝 아트(PopArt)패션과,옵아트(OpArt)패션,

에 리오 푸치(EmilioPucci)의 사이키델릭(Psychedelic) 린트를 이용한

웨어 등이 있다.

1960년 가 “ 음의 명기”라고 불린다면 1970년 는 여러 가지의 가

치가 공존하는 시 다.8)베트남 쟁이 끝난 후 1973년 석유 동이

일어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락하여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9)

4)이재정,박신미,op.cit.,p.24.

5)CharlotteSeeling,op.cit.,p.137.

6)Ibid.,p.142.

7)Ibid.,p.147.

8)Ibid.,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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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일어났던 경제 변 은 1970년 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

다.인종 폭동,미국과 유럽에서 학생들의 시 ,그리고 세계에서 테

러리스트의 공격이 증 되었다.10)1971년에 환경보호를 한 국제기구

그린피스(Greenpeace)가 설립되면서 일반인들의 환경에 한 심이 높

아졌다.11)경제 인 기,폭력과 갈등,환경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문화 이고 평등한,모두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한 바람

이 충주의 스타일로 나타났다.12)1970년 를 이끌던 주요 트 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히피들의 패션,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와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의 펑크 룩

(Punklook), 표 인 유니섹스 룩이 청바지,폴리에스테르 셔츠,라이

크라 보디 스타킹,홀터넥톱(halterneck top),반짝이 소재의 핫팬츠

(hotpants)등과 같은 디스코 패션(Discofashion),각국의 통의상에서

착안한 에스닉 룩(ethniclook)등이 있다.

1980년 69세의 로날드 이건(RonaldReagan)이 미국 통령으로 당

선되면서 보수 이고 강경한 국내외정책을 펼쳤다.13)서구 사회는 보수

성이 강조되면서 귀족 인 화려함이 돌아왔다.1981년 다이애나 스펜서

(DianaSpencer)는 찰스 왕세자(CharlesWindsor)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

린 이래 16년간 우아하고 화려한 하이패션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

다.14)1980년 는 다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시 로 복귀했던 시기로 과

도한 소비가 미덕으로 받아들여졌다.1980년 를 이끌던 주요 트 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Armani)가 이끄는 여피 룩,아제딘 알라이야

(AzzedineAlaïa)의 보디 컨셔스 룩(Body Conscious),티에리 뮈 러

(ThierryMugler)의 미래주의 패션,지아니 베르사체(GianniVersace)

와 장 폴 고티에(JeanPaulGaultier)의 능미가 넘치는 패션,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

캘빈 클라인(CalvinKlein),랄 로 (RalphLauren),도나 캐런(Donna

Karen)의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이 가와쿠보(ReiKawakubo)와 요지

9)Ibid.

10)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210.

11)CharlotteSeeling,op.cit.,p.197.

12)Ibid.

13) 두산백과, s.v. “로 드 이건,” accessed June 21, 201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87807&mobile&categoryId=200001171.

14)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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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트(YohjiYamamoto)등 일본 디자이 들의 비구축 인 디자인

등이 있었다.

20세기 후반 패션은 량화,기계화로 인한 타포르테

(Prêt-à-Porter)의 시 이다.15) 량 소비문화와 경제 여유소득을 갖는

들이 주체가 되면서 상류층의 오트쿠튀르 패션이 아니라 고 기성

복 타포르테 패션이 권력을 획득하 다.신 디자이 들이 거 등

장하여 공통의 가치나 미 취향을 공유하는 하 문화 집단을 상으로

다양한 기성복 패션을 제안하 으며,거리의 패션이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에게 감을 주어 하이패션으로 재탄생되기도 하 다.극소수의 고

객으로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던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은 고 기성복

타포르테 사업과 향수,화장품,액세서리 등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으

로 수익을 창출하 다.

타포르테 시 에는 다양해진 패션만큼 패션의 발산지도 다양해졌

다.패션의 본고장 리뿐만 아니라 뉴욕, 라노,런던이 새로운 패션의

도시로 부상하 다.뉴욕은 1970년 뉴욕이 팝 아트와 미니멀리즘

술 등 모던 아트의 심지16)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문화의 심지로

떠올랐다.미국은 20세기 반 리 오트쿠튀르 패션의 주요 소비국으로

패션계에서 요한 상을 차지하고 있었다.1962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CouncilofFashionDesignersofAmericia)를 설립하면서

자국의 패션을 육성하고 발 시키는 기반을 다졌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 부터 유래되는 고 텍스타일과 장인 기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패션의 산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 이후 1947년 마샬 랜(MarshallPlan)의 원조가

시작된 이후이다.1951년 피 체에서 열린 알타 모다 론타(AltaModa

Pronta)쇼는 이태리의 쿠튀르 패션이 세계 언론의 흥미를 끌었지만,

리의 오트쿠튀르의 아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이탈리아인들은 라노

를 패션의 도시로 정하고 1975년부터 라노 패션 크(MilanFashion

Week)를 개최하 다.17) 라노 패션은 고 텍스타일,제조 기술,디자

인, 랜드를 결합하여,패셔 블하면서 동시에 착용이 간편한 우아한 기

15)고윤정,“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뉴미디어 사회의 문화권력주체와 패션체계,”p.

118.

16)이재정,박신미,op.cit.,p.230.

17)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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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패션의 명성을 구축하고 있다.18)

런던은 1960년 “ 은이의 반란(Youthquake)”이후 주요 패션의 발상

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런던의 패션디자이 들은 메리 트(Mary

Quant)와 같이 아트 스쿨 출신이 많으며,19) 은 감각의 독창 인 패션

을 빠르고 렴하게 제공하면서 스트리트 패션을 이끌어 나갔다. 국의

패션은 비틀즈(TheBeatles),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보이 조지

(BoyGeorge),스 이스 걸즈(SpiceGirls)와 같은 뮤지션의 음악과 함께

세계의 은이들에게 되었다.런던은 국 다채로운 스트리트 문

화,새빌 로(SavileRow)의 유서 깊은 테일러링 기술,양질의 아트 스쿨

의 교육이 시 지를 일으켜서 통과 성을 결합한 진 인 디자이

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

1970년 리 패션계는 잃어버린 패션 리더십을 찾기 한 자구책을

마련하 다.1971년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1972

년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1975년 마들 비오네

(MadeleineVionnet)등 제 1세 쿠튀리에들이 사망하고,고 기성복

타포르테의 흥행으로 오트쿠튀르 업계는 패션 선도력을 상실하 다.

리 패션계는 고 기성복 시장의 요성을 인식하고 1973년 쿠튀리에

패션디자이 들의 타포르테 조합(La Chambre Syndicale du

Pret-aPorterdesCouturieretdesCreateursdeMode)을 창설하 다.

쿠튀리에의 기성복 라인에 독자 인 기성복 라인을 진행하는 외부 인재

들을 극 으로 입해 타포르테(Prêt-à-porter)컬 션을 개최하

다.이후, 리는 오트쿠튀르 뿐만 아니라 고 기성복의 도를 이끌게

되었다.1980년 부터는 일본, 국,벨기에 등 리를 근거로 창작활동

을 하는 여러 나라의 창의 인 디자이 들을 포함시켜 세계 패션의 심

지로 지 를 유지하고 있다.21)

타포르테 시 의 새로운 창조 작품들 에 무엇이 패션이 될지

결정하는 문지기들은 패션 언론들과 은 세 를 비롯한 패션 선도자이

었다. 주요 패션 에디터들은 미국 보그(Vogue)의 다이애나 릴랜드

(DianaVreeland),미국 보그(Vogue)의 안나 투어,이탈리아 보그

18)송수원,“ 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한 연구,”pp.44-45.

19)Ibid.,p.42.

20)Ibid.,pp.42-43.

21)송수원,“ 국·미국 패션의 문화 정체성에 한 연구,”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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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ue)의 랑카 소짜니(Franca Sozzani),인터내셔날 헤럴드트리뷴

(InternationalHeraldTribune)의 수지 멩 스(SuzyMenkes),미국 보

그(Vogue)의 앙드 온 탈리(AndreLeonTalley)등이 있었다.이들

은 패션디자이 와 바이어들과 긴 히 력하면서 패션 트 드를 이끌어

가고,신 디자이 를 발굴하는 데 힘썼다.

타포르테 시 의 주 고객은 통 인 패션 선도자인

유럽의 왕족과 귀족,여배우,부유한 상류층 여성에 패션모델,

팝 가수, 은 세 가 추가되었다.재클린 네디 오나시스

(Jacqueline Kennedy Onasis),다이애나 왕세자비(Diana,the

PrincessofWales)와 같은 유럽 왕실과 정치가들은 오트쿠튀

르 패션과 타포르테 패션의 패션 리더의 역할을 하 다.

1970년 오일 쇼크 이 후 아랍인들이 오트쿠튀르 패션의

요한 고객으로 떠올랐다.1980년 리 오트쿠튀르 조합

에 속하는 23개의 디자인하우스 총 2,400만 달러의 반은 아

랍 여성들로부터의 매출이었다.22) 타포르테 시 의 주요

한 패션 선도자들은 은 세 로,패션모델 트 기(Twiggy),

비틀즈(The Beatles)가 1960년 스트리트 패션을 이끌었다.

1970년 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섹

스 피스톨즈(Sex Pistols)가 하 문화 패션인 펑크 패션을 주

도하 고,모델이며 젯셋족 비앙카 재거(BiancaJagger),할리

우드 배우 존 트라볼타(John Travolta)가 디스코 패션을 이끌

었다. 이 밖에 1980년 는 MTV가 개국되면서 마돈나

(Madonna),마이클 잭슨(MichaelJackson)과 같은 팝 가수의

뮤직 비디오가 방 되고 그들의 패션이 유행하 다.앞서 고

찰한 타포르테 시 의 창의성 발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22)TerryAgins,『패션디자이 의 세계』,박문성 옮김 (서울:씨엔씨미디어,2001),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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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타포르테 시 의 창의 발 요인 고찰

시대

1960년 1970년 1980년

베이비붐 세대

젊은이의 반란 절충주의 패션 성공을 위한 옷차림

패
션 
영
역

이
데
올
로
기

미니 스커트

스트리트 패션

우주시대 패션

팝 아트, 옵아트

사이키델릭 프린트

스트리트 패션

히피

펑크

청바지

디스코 의상

에스닉 패션

글램 락

여피

바디 컨셔스룩

미래주의 패션

관능미 패션

뉴 로맨티시즘

일본 디자이너의 비구축적 

디자인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사
회
구
조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튀르

부티크 패션

저급기성복사업

향수

라이선스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튀르

부티크 패션

저급기성복사업

향수

라이선스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튀르

부티크 패션

저급기성복사업

향수

라이선스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교육

1962년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 (CFDA) 

설립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교육

1973 쿠튀리에 및 

패션디자이너들의 

프레타포르테 조합

1975 라노 패션 위크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교육

1983년 영국 패션 협회( 

British Fashion Council)

1984년 런던 패션 위크

1993년 뉴욕 패션 위크 

기
술

1960 피임약발명

1969 달착륙

투명비닐소재

　 1981 MTV개국

1983 애플매킨토시컴퓨터

패
션
현
장

패
션  
에
디
터

다이애나 브릴랜드 다이애나 브릴랜드 안나 윈투어

프랑카 소짜니

수지 멩케스

앙드레 레온 탈리

패
션 
선
도
자

유럽 왕실과 정치가

(재클린 케네디)

젊은 세대

패션모델(트위기)

브릿팝 가수(비틀즈)

젊은 세대

(비비안 웨스트우드)

할리우드 배우

(존 트라볼타)

팝가수

(데이비드 보위, 제인 버킨)

젯셋족(비앙카 재거)

아랍인

유럽 왕실과 정치가

(다이애나 비)
부유한 미국인

할리우드 배우

팝가수(마돈나, 마이클 

잭슨)

대중

아랍인

패션
디자
이너

입 생 로랑

메리 퀀트

앙드레 쿠레주

피에르 가르뎅

엠마누엘 웅가로

파코 라반

발렌티노 카라바니

루디 건릭

에 리오 푸치

비비안 웨스트우드

칼 라거펠트

소니아 리키엘

다카다 겐조

미쏘니

잔드라 로즈

제프리 빈

로이 홀스턴

조지오 아르마니

아제딘 알라이아

레이 카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클로드 몽타나

티에리 뮈글러

장-폴 고티에

크리스티앙 라크루아

랄프 로렌

도나 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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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포르테 시 의 패션디자이

1)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

패션디자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36년 랑스령 알

제리 오란(Oran)에서 탄생하 다.1957년 21세의 나이에 리 최고 오트

쿠튀르 하우스인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수석 디자이 를 맡

아 리 “패션계의 황태자”23)로 등장하 다.1962년 자신의 쿠튀르 하우

스를 오 한 이래, 패션을 선도하 다.그는 술 천재성을 바탕

으로 남성복,팝 아트(popart),옵 아트(opart)등의 20세기 술작품,

히피(hippie),비트족 등 다양한 하 문화,아 리카,러시아 등 통 의

상에서 감을 받은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복을 창조하 다.24)그의 작품

활동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연애편지”25)로 묘사되는데,여성의 해방이라

는 사회 움직임에 박자를 맞추어 여성용 바지 슈트 “르 스모킹(Le

Smocking)”를 발표하 다.밸러리 스틸(ValerieSteele)은 “입 생 로랑은

오랜 기간 동안 쿠튀르에 스트리트 패션을 결합시킨 가장 성공 인 디자

이 ”26)라고 평가하 는데,생 로랑은 뛰어난 동시 의 취향을 읽어

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을 작품세계에 담아냈다.생 로랑은 40년간 꾸

히 작품 활동을 통해 트 드를 이끌었으며 패션의 부분의 스타일

의 창시자로 추앙받고 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그림 3-8-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

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시각표 (2D)지능, 응 지능,

인 계 지능,문화· 술 지능 등의 인지 능력을 소유했다.생 로랑은

23)이재정,박신미,op.cit.,p.204.

24)BonnieEnglish(2007),op.cit.,pp.86-90.

25)AliciaDrake,op.cit.,p.330

26)BonnieEnglish(2007),op.cit.,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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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인 성격의 소유자 는데,밖에 나가서 래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집에서 무 의상 디자인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그는 뛰어난 패션 드로잉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1953년 권 있는 ‘국

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

Competition)’에서 3등상을 차지하 고27),이듬해는 드 스 부분 1등을 수

상하 다. 리의상조합학교(theEcoledelaChambreSyndicaledela

CoutureParisienne)재학 당시 놀라운 스 치 실력으로 스타 학생으로

주목받기도 하 다.28)

타고난 술 재능뿐만 아니라 디오르는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응해 나가는 응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생 로랑은 1955년 크리스찬 디

오르(ChristianDior)의 보조 디자이 패션 커리어를 시작하 다.1950년

후반에는 우아한 년여성을 한 쿠튀르 패션을 제시하 고,1960년

새로운 패션 선도층으로 떠오른 은 여성을 한 스트리트 패션과

문화를 가미한 쿠튀르 의상을 제공하 다.1966년 독립 이고 활동

인 여성들을 해 ‘생 로랑 리 고쉬(SaintLaurentRiveGauche)’기성

복 라인 런칭하는 등,사회의 요구를 읽고 응하 다.생 로랑은 디오르

와 같이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픙부한 문화자본

속에서 성장하 다.생 로랑은 12살이 되던 해, 랑스의 명한 술가

크리스티안 베라르(ChristianBérard)의 연극 ‘아내들의 학교(L'Ecoledes

Femmes)’를 람하게 되었다.29)이때부터 술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

었는데,부모님의 극 인 지원 하에 여러 문화· 술에 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이런 문화 소양이 다채로운 컬 션으로 탄생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비인지 능력을 살펴보면 그의

주요 성격 특성은 감수성과 개방성이 드러냈다.생 로랑은 신경 과민

증,자기 심 이며,자아도취,감정 으로 나약하면서 동시에 교양이 있

고 박식하며 매력 이며 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다.30)

그는 모든 일을 감정 으로 받아들이는 민한 감수성이 작품 활동에 반

되었다.생 로랑은 평생 여성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

서 컬 션 비를 한다고 고백하 는데,이런 불안감과 노력이 매 시즌

27)AliciaDrake,op.cit.,p.11.

28)Ibid.,pp.12-13.

29)이민선,“이 생 로랑,”네이버캐스트,December16,2011,accessedDecember21,

201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7071&leafId=135.

30)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119.



- 151 -

독창 인 디자인으로 승화되었다.31)생 로랑은 랑스령이었던 북부 아

리카의 알제리(Algeria)에서 출생하고 성장하 다.아랍인,유 인,

랑스인,스페인인,이탈리아인 등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사는 국제도시

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이국 인 문화를 수용하는데 더욱 개방 이었

다.32)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여행을 즐기고 다양한 술을 향유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극 받아들이는 개방성으로 에스닉 룩(ethniclook),

술을 합 패션 등을 선보일 수 있었다.그는 패션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고,발 ,오페라,연극의 무 와 무 의상 디자인, 화의상,동화책

제작 등으로 활동을 확 하기도 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에게는 매력 자본이 잘 드러나고 있

다.생 로랑은 쁘장한 얼굴,큰 키,마른 몸매로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

하고 있다.어린 시 소심한 성격에 여성스러운 외모는 래 남자 아이

들의 표 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 다.그러나 패션디자이 로 데

뷔한 이 후에는 이런 나약해 보이는 외모가 오히려 여성 패션 에디터에

게 어필되어 인기를 끌었다.그는 자신의 성 매력을 극 이용하 는

데,1971년 입 생 로랑 남성 향수 ‘뿌르 옴므(PourHomme)’를 런칭하면

서 라의 사진을 어 포스터[그림 3-8-b]로 사용하 다.입생 로랑은

자신의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첫 디자이 33)이며,게이들의 아이콘

으로 떠올랐다.소심하고 민한 성격의 생 로랑은 어린 시 래 소년

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회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그의 오랜 친구이자 뮤즈인 루루 드 라 팔래즈

(LouloudelaFalaise)은 “입 생 로랑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타 으며 항

상 그들 사랑하고 돌 주는 사람들 속에 둘러 쌓여있었다.”34)다고 회상하

다.생 로랑은 1957년 단정한 머리,안경,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크리스

찬 디오르의 후계자로 리 오트쿠튀르 패션계에 등장했다.1970년 히

피들의 시 에는 긴 머리,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탈롱 차림을 하기도

하 으며,1980년 보타이(bow tie)의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하 다.그는

시 와 분 기에 따라 옷차림을 바꾸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지했다.

31)LaurenceBenaim,『이 생 로랑 下』,민혜련,우종길 옮김 (서울:㈜포텍스,1994),

p.412.

32)AliciaDrake,op.cit.,p.6.

33) “Yves Saint Lauren,”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Yves_Saint_Laurent

34)AliciaDrake,op.cit.,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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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

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입 생

로랑의 아버지 찰스(CharlesMathieu-Saint-Laurent)는 보험사업체를 소

유하고 몇 개의 화 로덕션을 운 하는 성공한 사업가 다.35)어머니

루시엔(Lucienne)여사는 아름다움 외모의 소유자로 부유한 남편을 둔 덕

분에 화려한 의복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그녀는 재 사를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불러 가 을 하며 옷을 해 입었고,패션 잡지들을 구독해 보

는 등 패션에 심이 많았다.패셔 블한 어머니를 둔 탓에 생 로랑은 어

린 시 부터 하이패션을 할 수 있었다.그의 부모님은 생 로랑의 패션

디자이 의 꿈을 극 으로 지원하 는데,인맥을 동원해 입 생 로랑이

랑스 보그(Vogue)의 편집장 미쉘 드 뢰노 (MicheldeBrunhoff)를

만나게 해주기도 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자 다.동성

애가 터부시 되던 1940년 쁘장한 외모와 여성스러운 몸짓의 소심한

소년 생 로랑은 따돌림의 상이 되었다.생 로랑의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은 자기 오,수치심,죄책감이 되어 일생동안 지속되는 신경

쇠약과 고립감의 원인이 되었다.36)그는 이런 성 인 에 지,노이로제,

물 등 감정 불안감을 창조 활동으로 승화시켰는데,2002년에 한 인

터뷰에서 그는 “나의 성정체성은 창의성의 요한 역할을 하 다.”37)라

고 고백하 다.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피에르 베르게(PierreBerge)

와 1961년부터 1976년까지 연인 계를 유지하 다. 민한 사업가 던

베르게의 도움으로 입 생 로랑 패션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60년 디오르의 소유주 던 마르

셀 부삭(MarcelBoussac)의 권유로 군에 입 하 다.나약한 성격의 생

로랑은 군 생활에 큰 충격을 받고 이때부터 약물과 알코올 의존하는 삶

을 살게 되었다.신경 쇠약,약물 독 등은 그의 작품 경향에도 향을

미쳤다.1976년 생 로랑은 재활원에서 생활하며 재충 의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후 다채로운 칼라,과장된 실루엣,화려한 장식 디테일의 극 인

의상을 선보이기 시작하 다.그는 평생 약물 독,알코올 독,신경

쇠약,우울증에 시달렸으며 2008년 6월 1일 지병인 뇌종양으로 면하

35)이즘패션산업연구소,『입 생 로랑』(서울:도서출 이즘,1993),p.7.

36)AliciaDrake,op.cit.,p.11.

37)AliciaDrake,op.cit.,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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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서 고찰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입 생 로랑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시각 표현(2D), 적응, 문화·예술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감수성, 개방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사회적 기술

사회적 표현력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패셔너블한 어머니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

결혼

여부
미혼, 동성애자 연인 피에르 베르게

건강

우울증, 신경쇠약,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재활치료 

1976, 1990)

71세 뇌종양 사망

② 역(domain)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회·문화 맥

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이 유년기를 보낸 1940년 후반은

제 2차 세계 에서 벗어나 경제 부흥이 시작되던 시기 다.1947년 크

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뉴룩(New Look)은 리 오트쿠튀르 패

션의 부활을 고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 베르 드 지방시(HubertdeGivenchy)

등 쿠튀리에들이 장인 정신과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리 오트 쿠튀트

패션의 성기를 이끌었다.

1955년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당시 리 최고의 디자인

하우스인 크리스찬 디오르(ChirstianDior)에서 보조 디자이 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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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다.디오르 하우스가 발표한 80벌의 드 스 50벌이 그의

디자인이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 다.1957년 디오르가 갑자기 타

계하면서 21살의 입 생 로랑이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수석

디자이 가 되었다.생 로랑은 1958년 트라페즈(Trapez)라인[그림 3-8-c]

을 발표했는데,“ 한 디오르의 통이 계승될 것이다.”38)라는 기 감

을 낳으며 리 쿠튀르의 황태자로 등극하 다.

1950년 말, 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은이들이들은 자신들만

의 스트리트 패션을 즐기기 시작하 다.당시 20 반이었던 입 생 로

랑(YvesSaintLaurent)은 고 신선한 감각의 스트리트 패션에 매료되

었는데, 1960년 스트리트 패션을 오트쿠튀르 컬 션에 목시킨

‘Souplesse,Légèreté,Vie’컬 션을 발표하 다.이 컬 션은 크 트림

의 악어가죽 재킷,터틀넥 스웨터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는데,비트족

의 패션 아이템을 오트쿠튀르의 기술력과 최고 의 소재로 구 하

다.39)생 로랑의 신 인 시도는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을 기 하던

년 고객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이 인 컬 션을 마지막으

로 그는 디오르 하우스를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동성 연인 피에르 베르게(Pierre

Berge)와 함께 1961년 12월 입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Yves Saint

LaurentCoutureHouse)를 설립하 다.40)입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는

통 인 여성미를 강조하는 기존의 오트쿠튀르 패션과 달리,새 시 의

요구를 받아들여 활동성과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신 개념의 오트쿠튀르

의상을 제공하 다.1960년 여성 해방 운동과 함께 활발한 사회 활동

을 하는 여성을 뮤즈로 삼아,우아한 세련미와 함께 편안한 활

동성을 주는 스타일을 제안하 다.착용자인 여성에게 편안함을 것은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기능주의 패션을 계승한

것이었다.생 로랑은 피 재킷(Peajacket),스목 셔츠(Smock),사 리 재

킷(SafariJacket),튜닉,트 치코트(TrenchCoat), 슈트(Jumpsuit),

리터리 패션(Militaryfashion)등 여성들의 옷장을 차지하는

부분의 클래식 패션 아이템을 제시하 다.

1966년 남성의 턱시도(tuxedo)에서 감을 받아 새로운 이 닝웨어 ‘르

38)CharlotteSeeling,op.cit.,p.148.

39)이민선,“이 생 로랑.”

40)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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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LeSmocking)’[그림 3-8-d]은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표작 하나이다.당시 여성은 이 닝웨어로 화려한 소재의 장식 인

칵테일 드 스(cocktaildress)를 착용하는 것이 례 다.1960년 ‘성의

명 시 (theSexualRevolution)’를 맞아 여성의 몸의 곡선을 따라 잘

맞는 재킷,날씬하게 떨어지는 바지,새틴 벨트(satinbelt),러 장식의

흰 색 블라우스,보타이(bow tie)를 신한 자보(jabot)로 구성된 신 개념

의 이 닝웨어를 제안하 다.41)1947년 디오르의 ‘뉴룩(New look)’이 꽃

같은 여성상을 지지한 것처럼, 1966년 생 로랑의 ‘르 스모킹(Le

Smocking)’은 독립 이고 당당한 여성상을 지지하 다.생 로랑은 이듬해

블 이 재킷과 팬츠로 구성된 핀 스트라이 의 팬츠 슈트(pantsuit)를

발표하 다.팬츠 슈트는 직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되

었고,1980년 여성의 워를 드러내는 여피 패션의 시 가 되었다.생

로랑은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을 뮤즈로 삼아 스트리트 패션,남성복

등에서 감을 받은 간결한 베이식 라인의 의상을 선사하 다.그는 더

많은 은 여성들이 그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생 로랑 리 고슈(Saint

LaurentRiveGauche)’이라는 타포르테 라인을 런칭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베이식하고 실용 인 스타일을 제

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과 각국의 문화에 한 심과 조 를 바

탕으로 다채로운 컬 션을 선보 다.1965년 가을에 몬드리안 드 스

(Mondrian)드 스[그림 3-8-e]를 시작으로,팝 아트(PopArt),피카소

(PabloPicasso),마티스(HenriMatisse),반 고호(VanGogh),장 콕토

(JeanCocteau)등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드 스에 표 하

다.생 로랑의 술과 패션을 결합한 것은 1930년 엘자 스키아 리

(ElsaSchiaparelli)의 트가 넘치는 실주의 패션의 계보를 잇는다.

생 로랑은 랑스 최고의 수공 장인들과 함께 한 벌의 옷을 술 작품

으로 승화시켰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북부 아 리카 알제리(Algeria)출

신으로 다른 리지엔 디자이 보다 비서구권문화에 한 이해가 깊었

다.그는 각국의 통의상에 감을 받아 천부 인 컬러감을 바탕으로

에스닉 룩(EthnicLook)을 발표하 다.1970년 해외여행이 화되면

서 세계 각국의 문화에 한 심이 높아진 사회 분 기를 반 하고 있

41)JeromineSavignon,BernardBlistene,FlorenceMullerandFaridChenoune,Yves

SaintLaurent,(New York:Abrams,2010),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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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러시아,스페인,고 국,페루,모로코, 앙아 리카,몽고,터키,

베니스의 통 의상 등 각국의 의상이 쿠튀르 장인의 기술력과 신 인

디자인과 만나 첨단 패션으로 재탄생되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55년 디오르의 보조 디자이 로

시작하여 2002년 은퇴할 때까지 반세기 동안 타고난 술 재능과 열정

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다이애나 릴랜드(Diana

Vreeland)는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는 거장들이고,생 로랑은 천

재이다.왜냐하면 그는 여성에 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42)라

고 평했는데,입 생 로랑은 변화하는 여성의 요구를 읽고 패션의

트 드를 리드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살

펴보면,그는 패셔 블한 어머니를 통해서 오트쿠튀르 패션을 하게 되었

다.뛰어난 디자인 능력으로 1953년,1954년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

스트(InternationalWoolSecretariatCompetition)’에서 수상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랑스 보그(Vogue)의 편집장 미쉘 드 뢰노 (Michelde

Brunhoff)의 충고에 따라 리의상조합학교(theEcoledelaChambre

SyndicaledelaCoutureParisienne)에 입학하 지만,학교 커리큘럼이

무 구식이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불평을 하며 곧 그만두었다.43)1955

년 디오르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하고 1957년 디오르 사후,수석 디자이

로서 활약하 다.1961년 독립하여 입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를 설립하

다.1966년 타포르테 라인을 런칭하고,향수,구두,액세서리,모피,

화장품 등 라이선스 사업을 운 해 사업 인 성공을 거두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최상의

품질 구 을 목표로 하는 리 오트쿠튀르 통을 수호하여 완벽한 재단,

수공 장식 디테일 개발 노력을 기울 다.장인 정신을 가지고 리의 수

공 공방 기술자들과 력하여 술작품과 같은 의상을 제작하 다.1988

년 반 고호(VanGogh)의 해바라기 그림을 모티 로 앙상블[그림 3-8-f]은

랑스 자수 가 장- 랑수아 르사주(Jean-FrancoisLesage)와의 업을

통해 완성되었다.해바라기 문양은 35만개의 스팽 과 10만 개의 튜 자개

가 사용되었고,600여 시간이 걸려 완성된 것으로 화제에 올랐다.44)이 밖

42)DeborahBee,op.cit.,p.105.

43)AliciaDrake,op.cit.,p.12-13

44)이민선,“이 생 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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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 로랑은 비 습 인 소재를 사용해 신 인 의상을 발효하 다.1969

년에는 조각가와 업을 통해 청동 ‘가슴’조각을 단 드 스와 ‘허리’조각

을 단 드 스를 발표하 고 1967년 아 리칸 컬 션(African)[그림 3-8-g]

은 조개껍질,나무구슬,동물의 이빨 모양의 비즈(beads)등을 사용하여 신선

함을 더했다.이밖에 비치는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를 노출하는 시스루

룩(see-throughlook)[그림 3-8-h]을 발표해 여성의 음과 능미를 드러

낼 수 있도록 하 다.비 습 인 소재의 사용은 “오트쿠튀르는 하나의 탐

구이다.”45)라는 그의 술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스스로 “나는 여성의 모든 옷

을 창조하 다,”라고 밝혔는데, 존하는 부분의 스타일을 완성하 다.

생 로랑은 “가장 감을 주는 것은 거리의 패션”46)이라고 밝혔는데, 리

최고의 엘리트 디자이 면서 시 의 흐름을 읽고 거리의 패션을 오트쿠

튀르 패션에 처음으로 목시켰다.1960년 은이의 명 이후,독립

이고 당당한 여성들을 뮤즈로 삼아 턱시도와 페도라(fedora)모자와 같이

남성 패션의 유물을 여성복으로 소개하 다.각국의 통의상을 일상복

으로 탈바꿈시키고, 리터리 룩(militarylook),피 코트(peajacket),피

트 블라우스(peasantblouse),트 치코트(trenchcoat)등과 같이 하류

계층의 옷을 고 소재의 오트쿠튀르 패션으로 소개하 다.

패션디자이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Lacroix)는 “입 생 로랑은

폭넓은 작업을 했고,꼭 이 모든 디자이 들을 종합한 것과 같았다.그가

샤넬의 형태에 디오르의 화려함 그리고 스키아 리의 트를 갖고 있

다고 생각한다.”47)라며 입 생 로랑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찬양하 다.

생 로랑은 시 의 변화에 민감하게 응하면서 반 세기동안 패션 트 드

를 이끌었다.1960년 에는 “나는 심드 한 백만장자들을 한 옷을 만드

는 것에 질렸다.”48)라며 과장되고 사치스러운 차림에 반 해 활동 이고

독립 인 여성들을 해 간결하고 실용 인 은이들의 패션을 주도하

다.1970년 후반 이후에는 술과 각국의 민속 의상에서 감을 받은

극 이고 장식 인 의상으로 실도피 인 미학을 선보이며 술작품과

같은 오트쿠튀르 의상의 진수를 보여주었다.1980년 랜드와 로고를

45)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12.

46)CarolineEvansandMinnaThornton,op.cit.,p.208.

47)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120.

48)JeromineSavignon,BernardBlistene,FlorenceMullerandFaridChenoune,op.

cit.,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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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시 49)가 도래하자,향수,패션 액세서리 등의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하면서 유연하게 응하 다.그는 한 1973년 처음으로 마리 헬빈

(MarieHelvin),이만(Iman),티나 차우(TinaChow),Mounia(모니아)등

과 같은 아시아와 아 리칸 모델들을 런웨이(runway)에 세운 패션디자이

이기도 하 다.50)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폭넓은 작품 세계는 술성을 높

이 인정받아 1983년 살아있는 패션디자이 에게는 처음으로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에서 ‘입 생 로랑:25

년간의 디자인(YvesSaintLaurent,TwentyFiveYearsofDesign)’라

는 제목의 회고 이 열렸다.이 시는 인기를 끌어 100만 명의 람객

을 끌었다.51)생 로랑은 1981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의 해외

디자이 상을 수상하 으며,1985년 랑스 정부로부터 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delaLégiond’Honneur)을 수여받았다. 에서 고찰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을 정리

하면 [표 3-13]와 같다.

49)CharlotteSeeling,op.cit.,p.269.

50)“YvesSaintLauren,”Vogue.

51)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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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입 생 로랑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20세기 후반 트렌드 주도

젊은이의 시대를 읽고 새로운 여성상에 맞는 혁명적인 옷.

남성복, 스트리트 패션, 대중문화, 예술 도입

상업주의: 프레타포르테 라인 런칭, 향수 런칭

사회 

구조

파리의상조합학교 1학기 수료

1955년 크리스찬 디오르 디자인하우스

1961년 YSL 디자인하우스

1966년 생 로랑 리브 고슈

기술적 

측면

청동조각, 조개껍질, 동물 이빨 등 비관습적인 소재 사용

프랑스 자수, 비딩 수공예 기술 사용

패러

다임

패러

다임

현대 패션의 대부분의 스타일 창조

“나는 현대 여성의 모든 옷을 창조하였다.”

르 스모킹, 몬드리안 룩, 팝아트 룩, 에스닉 룩, 씨 쓰루

(See-through), 사파리 룩, 리터리 패션 등

1980년대 흑인과 동양인 모델 등 비서구권 모델 처음 기용.

증거

미국 잡지 라이프(Life) “입 생 로랑은 샤넬 이후에 최고의 

슈트 메이커(Suit Maker)”

우먼즈웨어데일리(WWD) ‘패션의 왕‘

뉴요커지:  “쿠튀르의 황태자가 리어왕이 되었다.”

다이애나 브릴랜드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오르는 거장들

이고, 생 로랑은 천재이다.”

“입 생 로랑은 코코 샤넬의 독창적인 모더니티와 크리스찬 

디오르의 감각적인 서정성을 종합”

1953년 국제 양모 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3등

1954년 국제 양모 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드레스 부분 1등

1958년 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

1981년 CFDA 해외 디자이너 상 수상

1982-1984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Yves Saint Laurent: 

25 years of Design’

1985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여

1998-1999년 미국 CFDA ‘제프리 빈 평생 공로상’

2002년 피에르 베르게-입 생 로랑 재단

다큐멘터리 영화 : 2002년 "Yves Saint Laurent: His Life and 

Times", "Yves Saint Laurent: 5 Avenue Marceau 75116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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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창의성 발 에는 패션 장의 극

인 지지가 있었다.생 로랑의 멘토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Chanel)이다.생 로랑은 “샤넬은 여성을 해방시켰고 나는 여성에게

힘을 부여했다.”52)다고 밝혔다.두 거장 디자이 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활동 인 여성을 뮤즈로 삼았는데,남성복에서 감을

얻어 활동 이면 우아하면서 허례허식이 없는 여성복을 제시하 다.실제

로 1968년 샤넬은 생 로랑의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여 랑스의 TV 쇼

“Dim Dam Dom”에 나와 정신 인 계승자(SpiritualHeir)로 그를 지목하

고,53)생 로랑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 인물을 샤넬로 꼽았다.54)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제 1의 지지자는 오랜 연인이자 비

즈니스 트 인 피에르 베르게(PierreBergé) 다.베르게는 군생활로 얻

은 신경 쇠약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생 로랑을 보살펴주고,투자자를

찾아오는 등,입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를 설립의 공로자이다.그는 생 로

랑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서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사

업 수완을 발휘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쿠튀르 하우스의 사

업 인 성공을 이 냈다.2002년 생 로랑의 사후에는 피에르 베르게-입

생 로랑 재단(theFoundationofPierreBergeandYvesSaintLaurent)

을 설립해 5,000여 벌의 입 생 로랑의 오트쿠튀르 의상과 150,000장의 그

림,스 치,액세서리,그 밖의 잡화 용품들과,‘생 로랑 리 고슈(Saint

LaurentRiveGauche)’의 디자인 1,000 을 리55)하고 있다.피에르 베르

게-입 생 로랑 재단은 다큐멘터리 제작, 시회 기획,서 발간 등을 통

해 입 생 로랑의 신화를 잇고 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디오르는 내게 나의 천직을 가르

쳐 주었다,”56)라고 밝혔다.생 로랑은 1955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보조 디자이 로 패션계에 입문하여.디오르 하우스의 아틀리에

에서 리 오트쿠튀르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52) “Yves Saint Lauren(Brand),”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Yves_Saint_Laurent_(Brand).

53)JeromineSavignon,BernardBlistene,FlorenceMullerandFaridChenoune,op.

cit.,p.67.

54)Ibid.

55)이민선,“이 생 로랑.”

56)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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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58년 데뷔한 이래 수많은 패션

에디터들의 지지를 받았다.1958년 트라페즈(Trapez)라인의 성공으로

“생 로랑이 랑스를 구했다.”57)라는 극찬을 받았다.1965년 몬드리안 룩

(Mondrianlook)을 발표했을 당시,우먼스 웨어 데일리(WWD)는 그를

“패션의 왕”이라고 칭했다.58)패션 에디터들의 끊임없는 심을 그를 반

세기 동안 패션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주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술가와 고 부유한 젯셋 족과

어울렸다.앤디 워홀(Andy Warhol),발 무용수 루돌

(RudolfNureyev),까뜨린느 드뇌 (CatherineDeneuve),팝 스타 믹 재

거(MickJagger),비앙카 재거(BiancaJagger),폴 게티 주니어(J.Paul

Getty,Jr.),탈리타 게티(TalithaGetty),팔로마 피카소(PalomaPicasso)

등과 리의 진(Régine)이나 뉴욕의 스튜디오 54(Studion54)와 같은

유명 클럽을 하 다.이들은 당 의 패션 선도자들로 입 생 로랑의

옷을 즐겨 착용해 입 생 로랑의 디자인의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우아하고 고루한 형 인 미인이

아니라,아름답지만 습 이지 않은 여성들을 뮤즈로 삼았다.그의 뮤즈

는 까뜨린느 드뇌 (CatherineDeneuve),베티 카트루스(BettyCatroux),

루루 드 라 팔래즈(LouloudeLaFalaise)[그림 3-8-i]이었다.베티 카트루

스(BettyCatroux)는 양성 인 매력의 소유자로 생 로랑의 뮤즈이자 분신

이었으며,루루 드 라 팔래즈(LouloudeLaFalaise)가 1972년 생 로랑의

디자인하우스에 합류하여,기성복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패션디자이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톰 포드(Tom Ford),빅터 앤

롤 (Viktor& Rolf),랄 로 (RalphLauren),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의

멘토로 생 로랑을 꼽고 있다.59)생 로랑은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크리스

찬 디오르(ChristianDior)와는 달리 따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따라

서 그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고 그의 비법을 수하지 않았다.엘리시아

드 이크(AliciaDrake)에 따르면 그 자신이 마지막 쿠튀리에가 되는 것

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60)입 생 로랑 디자인하우스는 알버 엘바즈

57)CarolineEvansandMinnaThornton,op.cit.,p.208.

58)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05.

59)AliciaDrake,op.cit.,p.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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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Elbaz),톰 포트(Tom Ford),스테 노 필라티(StefanoPilati)에 이

어 재는 에디 슬리먼(HediSlimane)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에서 고

찰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입 생 로랑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가브리엘 코코 샤넬

지지자

비즈니스 파트너: 피에르 베르게

고용인: 크리스찬 디오르

패션 에디터

예술가 집단과 젯셋족

(앤디 워홀, 믹 재거, 탈리타 게티, 루돌프 누레예브, 폴 게티 

주니어 등)

뮤즈 : 까뜨린느 드뇌브, 베트 카트루, 루루 드 라 팔래즈

패션 큐레이터 : 다이애나 브릴랜드

경쟁자 -

추종자

후배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빅터 앤 롤프, 랄프 로렌, 미우치아 프라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계승자 : 알버 엘바즈, 톰 포드, 스테파노 필라티, 에디 슬리

먼

(2)종합 논의

패션디자이 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은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의 수석 디자이 로 1958년 패션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

래 트 드를 이끌었다. 랑스 ‘캉디드(Candide)’지의 트릭 데 농

(PatrickTevenan)는 그를 “오늘날의 여성을 생각한 쿠튀리에”61)라고 칭했

는데,시 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작품들을 선보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시각 표 (2D)지능, 응 지능,

문화· 술 지능 등 기술,사회성,교양에 련된 인지 능력을 두루 갖

추었다.생 로랑의 성격 특성은 감수성으로 풍부한 상상력,폭넓은 감

정의 깊이가 창조활동의 술 깊이를 더했으나,평생 노이로제,불안,

60)Ibid.,p.358.

61)LaurenceBenaim,민혜련,우종길,op.cit.,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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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고생하 다.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개방성

으로 다양한 주제의 컬 션을 발표하 다.생 로랑는 아름다운 외모,성

매력,사회 기술,사회 표 력을 갖추어 뛰어난 매력 자본을 가지

고 있었다.직 고 모델로 활약하고,말끔한 정장,긴 머리에 탈롱

등 시 의 유행에 따라 다른 옷차림으로 선보이는 등 매력 자본을 극

으로 활용하 다.생 로랑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부모의 극 인

지원하에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Competition)’1등상 수상, 리의상조합학교 수학,디오르 하

우스 근무 등 패션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샤넬의 단순한 선과 형태에서

감을 받았으며 블 이 재킷,팬츠 슈트,트 치코트,사 리 재킷 등,

남성복을 차용한 여성복으로 시 에 뒤떨어진 성에 한 념을 타 하

려고 노력하 다.62) 술 작품,스트리트 패션,비서구권의 통의상에서

감을 받은 다양한 컬 션을 발표하여 패션의 모든 스타일을 창조

하 다는 평가와 함께 술 천재성을 인정받았다.패션 시스템의 변화

에 따라,기성복 라인의 런칭,향수,액세서리 라이선스 사업의 강화 등

빠르게 처하여 상업 인 성공도 거두었다.마크 제이콥스 톰 포드,빅

터 앤 롤 ,랄 로 , 라다,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후배 디자이 들

에게 큰 향력을 끼쳤다.앞서 고찰한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

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7]와 같다.

62)BonnieEnglish(2009),op.cit.,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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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입 생 로랑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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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a] 1958년 트라페즈

(Trapez) 컬렉션을 발표한 날 

취재진에게 둘러 쌓인 입 생 

로랑

[그림 3-8-b] 1971년 남성 향수 

‘뿌르 옴므(Pour Homme)’의 홍

보용 광고를 위해 포즈를 취한 

입 생 로랑 

[그림 3-8-c] 1958년 크리스찬 

디오르 아뜰리에에서 트라페

즈(Trapez) 컬렉션을 입은 모

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입 생 로랑

[그림 3-8-d] 1966년 

입 생 로랑과 ‘르 스모킹’을 

입고 있는 그의 뮤즈 까뜨린

느 드뇌브

[그림 3-8-e] 1965년 프랑스 

보그 표지를 장식한 몬드리안 

룩

[그림 3-8-f] 1988년 봄/여름 

쿠튀르 컬렉션의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비즈 자수로 

놓은 재킷

[그림 3-8-g] 1967년 봄/여름 

‘아프리카’ 컬렉션의 아프리카 

밤바라족에서 영감을 받은 미

니드레스

[그림 3-8-h] 1968년  시스루 

룩의 시초가 된 입 생 로랑의 

검정색 쉬폰 드레스

[그림 3-8-i] 1966년 런던의 

‘생 로랑 리브 고쉬’ 매장 앞

에서 뮤즈인 베티 카트루스, 

루루 드 라 팔래즈와 함께 포

즈를 취한 입 생 로랑

[그림 3-8]입 생 로랑과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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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칼 라거펠트(KarlLagerfeld)

패션계의 카멜 온으로 불리는 패션디자이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1933년 9월 10일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탄생하 다.

라거펠트는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패셔 블한 어머니의 극 인 지

원으로 패션디자이 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독일인 어머니의 만족을

모르는 성격과 엄격한 훈육은 다른 패션디자이 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제력과 성실성을 주었다.라거펠트는 자신의 오트쿠튀르 하우스를 세

우겠다는 꿈을 품고 쿠튀리에로 패션계에 입문하 지만,시 의 변화에

따라 기성복 업체 리랜서 디자이 , 타포르테 랜드의 스타 스틸

리스트로,유명 디자인하우스의 오트쿠튀르 디자이 ,패스트패션과의

업을 진행한 최 의 디자이 등 성공 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거

펠트는 패션에서 표 해야할 가장 요한 것은 시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1960,1970년 타포르테 패션산업에 부흥을 가져오고,1980

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사조를 선두에서 이끌었다.라거펠트의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성공 신화는 기본 랜드의 고유성

에 새로움을 더해 부활시킨 좋은 사례가 되어 로벌 패션 시 에 구

(Gucci),발 시아가(Balenciaga),지방시(Givenchy),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등 유서 깊은 패션하우스들의 소생을 가져왔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그림 3-10-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

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은 응 지능,문화· 술 지능, 인 계

지능,학문 지능,언어 지능,시각표 (2D)지능 등의 인지 능력을 고

르게 소유했다.라거펠트는 1955년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의 디자

인하우스의 쿠튀리에로 시작하여,끌로에(Chloé)하우스의 스틸리스트

(Styliste),‘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수석 디자이 ,

스웨덴의 패스트패션 랜드 에이치앤앰(H&M)과의 콜래보 이션 등

재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사회의 변화 특히,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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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시 가 요구에 극 으로 처하는 뛰어난 응

지능을 보여주고 있다.엘리시아 드 이크(AliciaDrake)는 “칼 라거펠트

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채는 동물 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

다.”63)라며 그의 뛰어난 응 지능을 설명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호기심이 많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그는 패션디자이 본업뿐만 아니라 사진작가,CF감독,

일러스트 이터,무 의상 디자이 ,다이어트 문가,서 운 등 다방

면으로 활동하면서 높은 문화· 술 지능을 보이고 있다.라거펠트에게 두

드러지게 드러나는 인지 능력으로 인 계 지능이 있다.라거펠트의

오랜 친구 페르난도 산체스(FernandoSanchez)는 “칼은 그에게 정보와 도

움을 멋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놀라운 재능이 있었다.”64)라고 밝혔다.

라거펠트는 항상 시 정신을 표하는 은이 무리에 둘러 싸여 있다.그

는 인 계 지능을 이용해 감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내

고 끊임없이 재충 을 하며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끌로에(Chloé)하우스의 설립자,가비 아기옹(Gaby Aghion)은 “칼은

내가 함께 일했던 모든 디자이 를 통틀어서 가장 지 인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하 다.65)라거펠트는 1998년 인터뷰에서 “나는 뭐든 것을 알

고 싶다.”66)라고 밝히기도 하 는데,높은 학문 지능을 가지고 있다.그

는 어린 시 부터 품었던 역사에 한 심이 복식사로 이어졌다.그는

시 별,디자이 별 의상의 디테일,실루엣,칼라까지 모두 기억할 정도

로 민하 다.67)라거펠트는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 술 반에 한

지식으로 “살아있는 도서 ”68)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뛰어난 언어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독일어,불어, 어,이탈리

어를 모두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런 언어 재능은 그가 리,

라노,뉴욕 등 여러 도시에서 활약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마지막으로

라거펠트는 시각표 (2D)지능의 인지 능력을 갖추었다.뛰어난 스

치 실력으로 1954년 21세의 칼 라거펠트는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

63)AliciaDrake,op.cit.,p.129.

64)Ibid.,p.330.

65)Ibid.,p.76.

66)Ibid.,p.179.

67)문은 ,『칼 라거펠트 변화가 두려울 게 뭐야』(서울:토토북,2013),pp.34-35.

68)AliciaDrake,op.cit.,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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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InternationalWoolSecretariatCompetition)’에서 코트 부분 1등상

을 받았다.69)12시간 안에 200개의 스 치를 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이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비인지 능력은 성격 특성과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거펠트의 주요 성격 특성은 개방성과 야망

성이다.라거펠트는 끝없는 에 지,근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

하는 것을 즐겼다.장 투(JeanPatou)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기성복 업계에 진출하 다.마리오 발 티노

(Mario Valentino), 페토(Repetto), 크리지아(Krizia),찰스 주르당

(Charles Jourdan),슈퍼마켓 체인 모노 리(Monoprix),티지아니

(Tiziani)70)등 다양한 랜드에서 옷뿐만 아니라 신발,각종 액세서리,

생활 용품 디자인 작업까지 진행하 다. 부분의 디자이 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하우스를 세우고 주력하는 것과 달리 라거펠트는 다양

한 이블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여 “패션 용병”이라는 별명

을 얻었다.오트쿠튀르 사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80년 샤

넬 쿠튀르 하우스를 맡는 등 새로운 도 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이 밖에

사진을 배워,패션 고 사진을 직 고 시회를 열거나,그림 동화책

을 내는 등 새로운 역에 끊임없이 도 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야망성의 성격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

다.그는 성공을 향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기회를 찾아서

이동하 다. 한,라거펠트는 다른 사람들의 특기와 장 을 자신의 것으

로 흡수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계를 끊는 등,주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 다.1975년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뱀 이어이다.”라고 밝히기도 하 다.71)라거펠트는 자신을 매력

이게 보이기 신상정보를 꾸며내기도 했는데,상업 인 느낌을 주기

해 본래 ‘Lagerfeldt’라고 쓰는 그의 성(姓)에서 ‘t’를 제거해 ‘Lagerfeld’로

변경하 고,72)1933년 출생이면서 1938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 다.1973

69)Ibid.,p.15.

70)송수원,“칼 라거펠트,”네이버캐스트,May18,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8583&leafId=135.

71)AliciaDrake,op.cit.,p.130.

72) Wikipedia, s.v. “Karl Lagerfeld,” last modified 8 July, 2013,

http://en.wikipedia.org/wiki/Karl_Lager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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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신이 직 구입한 샤토 펜오트(ChâteaudePenhoët)는 귀족 출신에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귀족 이고 화

려한 이미지를 창조하기 해서 과거를 마음 로 각색했다.73)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매력 자본이라는 비인지 능력을 가

지고 있는데 사회 기술,활력,사회 표 력을 보이고 있다.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인 라거펠트는 아버지의 경제 지원으로 항상 부유하

고 풍족한 생활을 하 다.라거펠트는 부유한 집안 배경, 술과 문

화에 한 깊은 조 ,남들에게 후한 이로 독특한 매력과 오라(aura)

를 선사하 다.이런 독특한 매력들로 라거펠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1975년 향수 런칭 행사를 해 미국을 방문하게 된 라거펠트는

35개의 트 크를 가지고 LA공항에 도착하 다.74)특유의 귀족 인 차림

새와 함께 해박한 역사와 문학에 한 지식으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아 패

션계의 인사로 세계 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거펠트는 독특한 패션

센스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패션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말끔한

맞춤 남성복을 즐겨 입었다.1989년 동성 연인이자 뮤즈 던 자크 드 바

셰(JacquedeBascher)의 죽음 이후 그는 요지 야마모토의 헐 한 슈트

를 입기 시작하 는데,하얗게 우더를 바른 포니테일(ponytail)의 헤어

스타일,부채를 들고 다니며 로코코 시 의 분 기를 연출했다.2001년

라거펠트는 13개월 동안 42kg감량하여 나타났다.“나는 갑자기 옷을 다

르게 입고 싶었는데,에디 슬리먼(HediSlimane)의 옷을 입고 싶었다.그

러나 이 패션은 내 나이 래가 아니라 아주 마른 은이들을 상으로

한 것들로 어도 40kg은 감량해야 했다.딱 13개월이 걸렸다.”75)라고

밝히며,손가락 없는 가죽 장갑,무거운 목걸이,19세기 국의 디 보

루멜(BeauBrumell)에게 감을 얻은 흰색의 하이넥 칼라를 착용하기

시작하 다.검은 색 선 라스,흰색 포니테일(ponytail),하얀색 빳빳한

칼라는 칼 라거펠트의 트 이드마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칼

라거펠트(Karl-Otto Lagerfeldt)는 1933년 9월 10일 독일 함부르크

(Hamburg)에서 스웨덴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지 사이에서 출생했다.칼

73)AliciaDrake,op.cit.,p.307.

74)AliciaDrake,op.cit.,p.190.

75)Wikipedia,s.v.“KarlLager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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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버지 오토 라거펠트는 부유한 은행가 집안 출신으로 독일 함부르크

(Hamburg)에서 낙농 회사(Glücksklee-MilchGmbH)를 운 하 다.76)칼은

자신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를 교양이 넘치는 귀부인으로 소개하 는데,

기 작가 엘리시아 드 이크(AliciaDrake)에 따르면 그녀는 베를린에서 란

제리 매장의 세일즈 우먼이었다고 한다.77)엘리자베스는 다른 부유층의

부인들과 같이 패션에 심이 많았으며,‘랑방(Lanvin)’,‘비오네(Vionnet)’

등과 같은 리 패션을 즐겨 입었다.78)패셔 블한 어머니의 향으로 칼

도 어린 시 부터 옷에 심이 많아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드 스를 오리

면서 놀기를 즐겼다.그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부모님은 재정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라거

펠트는 어린 시 부터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하 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동성애자로 어린 시 당시의 보통 소

년들과 다른 깔끔한 차림새와 다소 여성스러운 성향으로 따돌림의 상

이 되었다.79)라거펠트는 미혼으로 자크 드 바셰(JacquedeBascher)와

교제하 다.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청년 드 바셰(JacquedeBascher)는

라거펠트에게 랑스 상류사회의 귀족 인 취향을 수해주었다.엘리시

아 드 이크(AliciaDrake)는 라거펠트는 죽음에 한 공포를 가지고 있

으며,아 것도 참지 못한다고 밝혔는데80)라거펠트의 건강 염려증은

꾸 한 건강 리로 이어져,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76)Ibid.

77)Ibid.

78)문은 ,op.cit.,p.20.

79)AliciaDrake,op.cit.,p.5.

80)Ibid.,p.267.



- 171 -

[표 3-15]칼 라거펠트 창의성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적응, 문화·예술, 언어, 대인관계, 학문, 시각 표현(2D)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개방성, 야망성

매력 

자본

사회적 기술

활력

사회적 표현력(끊임없는 이미지 변신)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와 패셔너블한 어머니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

결혼

여부
미혼. 동성애자 애인 자크 드 바셰 뮤즈로 삼음

건강 2001년 13개월 40kg 감량, 꾸준한 건강 관리

② 역(domain)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

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디오르 하우스와 발 시아가 하우스가 세를 떨치고 있던 1950년

칼 라거펠트는 1955년부터 피에르 발망(PierreBalmain)의 디자인 하우

스에서 수습생활을 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당시 리 오트쿠튀르

업계는 디오르나 발 시아가 하우스가 세를 떨치고 있었다.발망 하우

스에서 그는 스 치,재단, 제 등 쿠튀리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을 익혔

다.1958년 라거펠트는 장 투(JeanPatou)디자인하우스의 수석 디자

이 로 발탁되어 5년간 근무하 다.라거펠트는 엄격한 규칙과 습이

존재하며,상류층의 년 부인을 해 보수 인 디자인을 해야 하는 오

트쿠튀르 업계에 싫증을 느끼고 투 디자인하우스를 떠났다.

1950년 말에는 생산기술의 발달로 기성복 산업에도 많은 발 이 있

었다.베이비붐 세 의 성장으로 은 층이 요한 소비자 계층으로 떠오

르면서 은 세 를 한 패션의 요성이 두되었다.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곧 타포르테의 시 가 올 것이라는 선견을 가지고

타포르테 디자이 로서의 길을 개척하 다.그는 이탈리아,독일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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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성복 랜드에서 리랜서 디자이 로 근무하 고,이때 의상뿐만

아니라 신발,각종 액세서리,생활 용품 디자인 작업까지 진행하 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64년 리의 고 기성복 랜드인

끌로에(Chloé)에서 리랜서로 근무하게 되었다.끌로에(Chloé)의 창업자

가비 아기옹(GabyAghion)을 찾아갔다.아기옹 여사는 1952년 끌로에 하

우스를 열어,장식 이고 화려한 오트쿠튀르 의상과 오트쿠튀르 패션의 조

악한 복제품인 기성복만이 존재하던 리 패션계에 세련되고 우아한 기성

복[그림 3-10-b]을 제공하 다.라거펠트는 아기옹 여사로부터 복잡한 디

자인을 간결하고 세련되게 다듬는 법과 잘 팔리는 옷에 한 감각을 익혔

다.1960~70년 라거펠트는 끌로에(Chloé)를 리의 주요 타포르테

랜드로 이끌었으며,끌로에 랜드의 성공은 리 타포르테 패션계

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그는 1965년부터 이탈리아 랜드 펜디(Fendi)

와 함께 일했는데,그들의 업은 지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거펠트는

신 인 모피 디자인을 선보 고,1966년에는 ‘FunFur’을 여 ‘F’자가

맞물린 펜디(Fendi)의 로고를 개발하기도 하 다.81)끌로에(Chloé)하우스

는 1975년 미국의 엘리자베스 아덴과 함께 향수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

다.82)칼은 창업자인 가비 아기옹 부부와 함께 향수의 수익을 반씩 가

져가는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 인 수입원을 가지게 되었다.쿠튀리에로

패션계에 입문한 칼 라거펠트는 시 에 흐름에 따라 톱 타포르테

랜드인 끌로에(Chloé)와 펜디(Fendi)를 이끄는 스틸리스트로,향수 계약을

체결한 상업 인 디자이 로 성공 인 행보를 계속하 고,무명의 기성복

디자이 가 아니라 스타 디자이 로 세계 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79년 촬 된 TV 다큐멘터리에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새로운 실루엣이나 모던한 요소에 해 얘기할 것이 더는 없다.이젠

라인보다 시 분 기와 정신이 더 요한 요소가 되었다.지 은 A

라인이나 H라인이 지배했던 1950년 가 아니기 때문이다.시 분

기와 정신은 모두 액세서리를 통해 만들어진다.옷은 매우 심 하고 만

들기 쉽다.”83)라며,패션 액세서리의 요성을 역설하 다.1980년 하

이패션과 거리 패션과 묘한 조합과,액세서리를 이용한 다양한 스타일

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이끌었다.

81)문은 ,op.cit.,p.75.

82)Ibid.,pp.78-79.

83)Ibid.,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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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샤넬의 소유주 알랭 베르트하이머(AlainWertheimer)의 제안

으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

Chanel)’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84)칼 라거펠트는 평소 오트쿠튀르 산

업을 “조잡하고 유행에 뒤쳐진,1950년 에 나온 먼지 낀 유물”85)이라고

맹비난하 던 것을 고려할 때 모순 인 행보 지만 1년에 100만 달러라

는 격 인 연 계약을 체결하고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

Chanel)’에 입성하 다.칼의 략은 샤넬의 통 유산에 인 감각

을 입히는 것이었다.그는 트 드 소재의 샤넬 슈트,‘C’가 겹쳐진 샤넬

의 로고,블랙과 화이트 컬러 콤비,동백꽃 까 리아(Camellia),리틀 블

랙드 스,체인벨트와 퀼 백(quiltingbag),커스텀 주얼리,진주 목걸

이,투톤 펌 스(two-tonepumps),1930년 의 이 닝 드 스 등 구나

알아볼 수 있는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오래된 유

산에 재의 새로운 트 드를 섞는 기법을 통해서 ‘하우스 오 샤넬

(TheHouseofChanel)’을 부활시켰다.

샤넬 컬 션에 스트리트 패션을 도입한 격 인 컬 션은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고상함과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혹평

을 받기도 하 으나,결국 샤넬을 은 세 가 열 하는 랜드로 변신

시키는데 성공하 다.재능 있는 은 디자이 가 소멸해가는 오래된 패

션 하우스에 입하여 다시 패션 선도력을 갖는 랜드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사례를 낳았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살펴보

면,그는 부유층 출신으로 패셔 블한 어머니를 통해서 패션에 한 흥미

를 갖게 되었다.패션디자이 의 청운을 품고 1952년 리로 이주하고,

리의상조합학교(theEcoledelaChambreSyndicaledelaCouture

Parisienne)에 진학하 다. 1954년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InternationalWoolSecretariatCompetition)’에서 코트 부분 1등을 수상

하면서 패션계에 주목을 받았다.1955년 발망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하

며 재단,재 등의 기술을 익혔다.1958년부터는 투 하우스에서 수석

디자이 로서 활약하 다.1962년 이후에는 다수의 기성복 회사에서 리

랜서로 활약했으며,톱 타포르테 랜드인 끌로에(Chloé)의 수석 디

84) “Karl Lagerfeld,”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Karl_Lagerfeld.

85)문은 ,op.cit.,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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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로 활약하 다.라거펠트는 다양한 경력을 통해,쿠튀리에의 기술

력과 타포르테 디자이 의 이고 상업 인 디자인 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과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수공 기

술을 높이 사고 신 기술의 사용에 극 이었다.라거펠트는 1965년부

터 시작된 펜디(Fendi)에서 모피 디자인을 맡았다.그는 모피를 안감으

로 사용하기,모피로 니트웨어를 만들기,모피에 구멍을 뚫기,모피 에

그림을 그리기86)등과 같이 에 시도되지 않았던 기법을 개발하여 통해

서 모피 패션에 신을 가져왔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랜드의 신성은 최상 의 품질에 있

다고 믿었다.따라서 깃털 공방 르마리에(Lemarie),자수 공방 르사주

(Lesage),단추 공방 데뤼(Desrues),구두 공방 마사로(Massaro)등 리

최고의 공방들과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가 독 인

력 계를 맺도록 하고 최고 품질의 컬 션을 선보이고 있다.87)칼 라

거펠트는 디지털 시 에 첨단 기술의 활용에도 극 이다.그는 소셜네

트워크서비스매체(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들과 소통하

고 있다.디지털 시 를 선도하는 디자이 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패러다임은 작업 그 자체라기보다는 패

션에 새로 제시한 방향이다.라거펠트는 타포르테 업계의 첫 스타 디

자이 다. 부분의 타포르테 업체에 고용된 디자이 들이 에

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무명으로 활약하는 것에 반해 독특한 외모와 타고난

쇼맨십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한,여러 디자인하우스와 동시에 작업하는

선례를 낳기도 하 다.칼 라거펠트는 샤넬 쿠튀르 하우스를 맡아 샤넬

랜드의 고유성에 감각을 가미해 부활시키는 새로운 청사진을 낳았

다.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 ,사진, 고까지 모든 부분을 직

장하면서 크리에이티 디 터(creativedirector)의 인재상을 제시하기도

하 다.라거펠트의 성공은 거 로벌 명품 기업들이 유서 깊은 디자인

하우스을 사들이고 고 유능한 디자이 들을 입하는 “패션용병”의 신

호탄이 되었다.그를 이어 톰 포드(Tom Ford),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등이 성공을 거두었다.88)2004년 하이패션디자이 로서는 처

86)“KarlLagerfeld,”Vogue.

87)송수원,“칼 라거펠트.”



- 175 -

음으로 스웨덴의 SPA 랜드 에이치앤앰(H&M)과 업을 하여 캡슐 컬

션을 발표하 는데,이틀 만에 모두 품 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 가 무엇이 좋은 취향이고 무엇이 나

쁜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때로는 나쁜 취향이 좋은 취향보다 창의

이다.”89)라고 주장하면서 1980년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이 조합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이끌었다.그는 한 “패션은 바로 그 순간을 반

해야 한다. 무 빠르거나 무 늦으면 소용없다,”90)라고 밝히며 시 정신

의 요성을 역설하 다.시 정신을 표 하는 효과 인 패션 아이템으로

패션 액세서리의 요성을 강조하 다.이는 이 요한 주체가 되는

로벌 패션 시 에는 의상보다는 핸드백,선 라스,구두 등 패션 액세서

리가 디자인하우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측한 것이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55년에 패션계에 입문하여 재에

이르기까지 선두에서 다양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그는 1982년 미국 패

션디자이 회(CFDA)의 특별상,1991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

(CFDA)의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 상,2002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의 제 리 빈 공로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 고, 2010년

랑스 정부로부터 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을 수여받았다.높은 스타성으로 2007년에는 그의 일상을 다

룬 다큐멘터리 화 ‘라거펠트 컨피덴셜(LagerfledConfidential)’가 제작

되기도 하 다.패션 사진작가로도 왕성히 활동하면서 2011년 ‘workin

progress,’2012년 ‘TheLittleBlackJacket’등 여러 사진 을 기획 개최

하 다.앞서 고찰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6]와 같다.

88)AliciaDrake,op.cit.,p.377.

89) “KarlLagerfeld,”Vogue.

90)문은 ,op.cit.,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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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칼 라거펠트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오트쿠튀르의 쇠퇴, 프레타포르테 부상 등 패션시스템 변화

에 민감

1960, 1970년 프레타포르테 패션 부흥에 기여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사조 선두

실루엣이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와 정신에 주목

사회 

구조

파리의상조합학교

오트쿠튀르 하우스 수습.

끌로에 프레타포르테 디자이너

기술적 

측면

모피 패션에 혁신 기술

깃털, 자수, 단추, 구두 공방 등 최고의 프랑스 수공예 공방 

등 협력관계

트위터 등 SNS 매체 통해 홍보

패러다

임

패러

다임

프레타포르테 업계의 첫 스타 디자이너, 패션계의 카멜레온

패션 용병 : 브랜드의 고유성에 새로움 가미

패션 디자인, 마케팅, 사진, 광고 등 스타일링

패스트패션 브랜드 H&M과 협업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하이패션과 거리 패션과 절묘한 조합

패션 액세서리 중요성 강조

"패션 기회주의"

"패션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소용없다."

증거

1954년 국제 양모 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코트 부분 1등

1980년 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

1982년 CFDA 특별상

1986년 ‘Karl Lagerfeld’라인으로 황금 골무상

1988년 CFDA 특별상 Karl Lagerfeld for House of Chanel 

1991년 CFDA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2002년 CFDA 제프리 빈 공로상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Lagerfled Confidential’

2008년 건축가 자하 하디드와 (샤넬 "모바일 아트"전을 기획

2011년 ‘work in progress’ 사진전 개최

2010년 뉴욕 FIT ‘The Couture Council Fashion Visionary 

Award’ 수상

2010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수여

2012년 카린 로이펠드와＇The Little Black Jacket＇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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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은 뛰어난 인 계 지능으로 노련하게

패션 장을 이용하면서 창의성을 발 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멘토는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Chanel)이다.라거펠트는 오트쿠튀르 업계를 떠나 타포르테

디자이 로 진출하면서 패션계의 이단아로 불렸다.여러 랜드와 함께

일하면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라거펠트의 디자이 인생의 성기는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수석 디자이 를 맡은 후이

다.샤넬은 라거펠트에게 무한한 감을 주었다.샤넬 슈트,동백꽃,코스

튬 주얼리,리틀 블랙 드 스(LittleBlackDress),등과 같은 스타일에

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비즈니스 감각,자기 리 능력도 물려주었

다.샤넬은 “패션은 지나가고,스타일은 남는다.패션은 몇몇의 좋은 아

이디어로 만들어졌고,곧 다 사용된 후 새로운 컬 션에서 다른 것으로

체된다.스타일은 새로 고쳐지고 진화하더라고 보존된다.”91)라는 말을

남겼는데,라거펠트는 그녀가 남긴 스타일이라는 유산에 하 문화,랩뮤

직과 같은 고 모험 인 이미지를 가미해 샤넬 패션의 속성을 가져왔

다.라거펠트는 샤넬과 같이 성공에 한 강한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녀가 그랬듯이 개인 인 신화를 허구로 창조하 다.샤넬은 평생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와 미천한 출신을 숨겨왔다.아버지를 성공한 경마 딜러라

고 소개하거나 부유한 와인 상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 다.라거펠트는 샤넬과 같이 1973년 자신이 직 구입한 샤토 펜오

트(Château dePenhoët)를 귀족 출신에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귀족 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창조해 패션디자

이 로서 카리스마를 더했다.92)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에게는 창의성 발 을 돕는 지지자들이

존재하 다.피에르 발망(PierreBalmain),가비 아기옹(Gaby Aghion)

등과 같은 선배 디자이 들은 그를 고용해 기술과 비즈니스 감각을 수

해주었다.

1954년 21세의 칼 라거펠트는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InternationalWoolSecretariatCompetition)’에서 코트 부분 1등상을 받

91)NoëlPalomo-Lovinski,op.cit.,p.18.

92)AliciaDrake,op.cit.,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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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93) 패션업계에 양모의 사용을 장려하기 해서 국제양모사무국

(InternationalWoolSecretariat)에서 개최한 콘테스트는 지방시(Hubert

deGivenchy),피에르 발망(PierreBalmain)과 같은 명한 쿠튀리에들

이 심사하는 패션계의 등용문이었다.라거펠트는 이 콘테스트에서 피에

르 발망(PierreBalmain)에게 발탁되어 3년간 발망의 디자인 하우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그는 발망 하우스에서 오트쿠튀르 업계의 생리와 스

치,재단, 제 등 쿠튀리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을 익혔다.라거펠트는

1964년부터 리의 타포르테 랜드 끌로에(Chloé)에서 근무하 다.

끌로에(Chloé)의 창업자 가비 아기옹(GabyAghion)은 오트쿠튀르 출신

의 라거펠트가 지나치게 장식 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었다.라거펠트는 끌로에 하우스에 있는 다른 리랜서 디자이

들의 특기와 장 을 여겨보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디자인 실력

을 발 시켰다.라거펠트가 매가 잘 되는 컬 션에 한 리한 감각

을 갖출 수 있던 것은 아기옹 여사의 도움이 컸다.94)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해 디자인에 감을 주고,최신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사람

들을 곁에 두고 창조활동을 하 다.그는 담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

제로는 제된 생활을 하는 지독한 일벌 로 주변에 격 이고 자유분

방한 술가들을 곁에 두고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감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그의 작업 방식이었다.

라거펠트에게는 감을 주는 여러 명의 뮤즈들이 있었다.라거펠트는

1972년에 자크 드 바셰(JacquedeBascher)라는 21세의 아름다운 외모의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그는 “자크는 내가 될 수 없었던,하지만 되고 싶

었던,되어야 했던 모든 것이었다.”95)라고 회상하 는데,1989년 자크 드

바셰는 39세의 나이로 요 할 때까지 칼의 작품 활동과 개인사에 향을

끼치는 요한 인물이 되었다.드 바셰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정부 고

리의 자제로 태어났다.그는 19세기 말의 디(dandy)가 환생한 것 같

은 귀족 인 용모와 세련된 매 의 소유자 다.96)드 바셰는 라거펠트가

닮고 싶은 랑스 상류층의 문화를 그에게 해주었고,1973년 라거펠트

93)Ibid.,p.15.

94)Ibid.,p.77.

95)문은 ,op.cit.,pp.134-135.

96)AliciaDrake,op.cit.,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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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입한 고성인 샤토 펜오트(ChâteaudePenhoët)의 인테리어를 맡기

도 하 다.이탈리아 보그(Vogue)의 패션 에디터 안나 피아기(Anna

Piaggi)는 1970년 반 라거펠트의 디자인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그녀

의 독창 이고 자유분방한 옷차림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에 좋은 감이 되었다.97)1983년 ‘하우스 오 샤넬(The

HouseofChanel)’를 맡은 라거펠트는 랑스 귀족 출신 이네스 드 라

상쥬(InèsdelaFressange)를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

Chanel)’를 표하는 모델로 발탁하 다.이네스는 은 시 의 샤넬의

모습을 꼭 닮은 외모로 꼭 샤넬이 에 환생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독일 태생의 슈퍼모델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Schiffer)는 1990년 그

의 뮤즈가 되었다.1997년 이후에는 런던 출신의 패션 에디터이자 스타

일 컨설턴트 아만다 할 치(AmandaHarlech)를 뮤즈이자 ‘제 2의 ’으

로 삼았다.98)그녀는 연로한 라거펠트를 신하여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

며 최신 정보를 달해주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항상 시 정신을 표하는 은이 무

리에 둘러 싸여 감을 받으며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1969년 미국인 패션 일러스트 이터 안토니오 로페즈(Antonio

Ropez)와 아트 디 터 후아 라모스(JuanRamos)를 만나게 되었다.미국

인 특유의 음과 자유로움이 라거펠트의 디자인에 은 감각을 불러 일

으켰다.미국에서 온 두 은이들의 다양한 경험,번뜩이는 아이디어,재

기발랄함이 라거펠트의 디자인 작업에 향을 끼쳤다.라거펠트는 랑

스에 연고가 없는 안토니오와 후안에게 아 트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

개시켜주는 등,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밖에 랑스 보그의 액

세서리 트 에디터 패트릭 헐 이드(PatrickHourcade),디자이 질

스 듀 르(GillesDufour),‘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의

미국 지사장 키티 달 시오(Kitty d’Alessio),디자이 제 미 스캇

(JeremyScott),디자이 에릭 라이트(EricWright)99)등 유능한 술가

집단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얻었다.라거펠트는 친분 계를 유지하다가

계 속에서 충분한 활력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체하면서 최신

감각을 유지하 다.

97)Ibid.,p.194.

98)문은 ,op.cit.,p.157.

99)AliciaDrake,op.cit.,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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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디자이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1954년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InternationalWool

SecretariatCompetition)’에서 함께 데뷔하 다.이때부터 입 생 로랑과

칼 라거펠트의 미묘한 라이벌 계가 형성되었다.입 생 로랑이 크리스

찬 디오르(ChristianDior)하우스에 들어가 리 패션계의 황태자,패션

의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칼 라거펠트는 타포르테 디자이 길

을 걸으며 리 패션계의 이단아로서의 삶을 살았다.‘하우스 오 샤넬

(TheHouseofChanel)’의 수석 디자이 가 된 칼 라거펠트는 49세에

드디어 입 생 로랑과 동등한 치에 올라서게 되었다.100)특히 생 에

샤넬이 늘 후계자로 지목했었던 생 로랑은 ‘하우스 오 샤넬(The

HouseofChanel)’의 결정에 크게 상심하 다.칼 라거펠트는 라이벌인

생 로랑이 2002년 은퇴한 후에도 활기차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는 다른 디자인 하우스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

어 부활시킨 것은 후 디자이 들에게 향을 미쳤다.구 (Gucci)의

톰 포드(Tom Ford),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발 시아가(Valenciaga)의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등이 라거펠트의 례를 교훈 삼아 디자인하우스의 쇄신에

성공하 다.101)앞서 고찰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7]와 같다.

100)문은 ,op.cit.,pp.96-97.

101)AliciaDrake,op.cit.,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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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칼 라거펠트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가브리엘 코코 샤넬

지지자

고용인: 피에르 발망, 가비 아기옹

뮤즈: 자크 드 바셰, 안나 피아기,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 클

라우디아 쉬퍼, 아만다 할레치

유능한 젊은 예술가 집단

(안토니오 로페즈, 후아 라모스, 프랑스 보그의 액세서리 파

트 에디터 패트릭 헐케이드, 디자이너 질레스 듀프르, 디자이

너 제레미 스캇, 에릭 라이트 등)

패션 에디터들과 좋은 관계 유지

경쟁자 입 생 로랑

추종자
톰 포드,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니콜라스 게스키에르 

등

(2)종합 논의

패션디자이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독일 출신으로 1933년에

탄생하 다.라거펠트는 1955년에 오트쿠튀르 하우스의 보조 디자이 로

패션계에 데뷔한 이래,패션 시스템 변화에 따라 기성복 업체의 리랜

서 디자이 ,여러 타포르테 하우스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패션디자

이 ,향수 계약을 체결한 스틸리스트,‘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

Chanel)’의 오트쿠튀르 디자이 ,패스트 패션과 콜래보 이션 컬 션을

진행하는 하이패션디자이 등 다양한 활약을 보여 “패션계의 카멜 온”

이라고 불리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응 지능,문화· 술 지능,언어 지능,

인 계 지능,학문 지능,시각 표 (2D)지능,입체 표 (3D)지능 등

사회성,교양,기술 련한 인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새로운

도 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반드시 성공을 이루겠다는 야망성의 성

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거펠트는 타고난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검은 색 선 라스,흰색 포니테일(ponytail),하얀색 빳빳한 칼라,검은색

가죽 장갑 등 패션 아이템들을 통한 사회 표 력으로 신비감을 자아내

는 매력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60년 ,1970년 끌로에 하우스에

서 근무하며 리 타포르테 패션을 부흥시켰으며,1982년부터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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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튀르 하우스를 맡아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에 고유

한 유산에 은 감각을 더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으로 상업 성공을 거

두었다.그는 한 이제 패션의 변화는 실루엣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시 정신을 담고 있는 패션 액세서리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패션 액세

서리의 스타일링을 강조하기도 하 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창의성 발 에 요한 향을 미친 패

션 장은 은 술가 집단으로,그는 당 의 시 정신을 이끌어가는

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감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첨단 패

션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데뷔 이래 6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선두

에서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앞서 고찰한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칼 라거펠트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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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a] 패션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그림 3-10-b] 칼 라거펠트의 

끌로에(Chloé) 디자인을 입고 

있는 사교계 인사인 팔로마 

피카소

[그림 3-10-c] 1983년 칼 라거

펠트의 샤넬 슈트

[그림 3-10-d] 샤넬 컬렉션의 피날레에 인사를 하고 있는 칼 

라거펠트와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

[그림 3-10-e] 2013년 봄/여름 

컬렉션 샤넬 로고를 이용한 

수영복과 퀼팅백

[그림 3-10-f] 2013년 가을/겨

울 컬렉션 펜디(Fendi)의 혁신

적인 모피 디자인

[그림 3-10-g] 칼 라거펠트와 

H&M 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 

지면 광고

[그림 3-10-h] 1983년 샤넬 

쿠튀르 컬렉션 리틀 블랙 드

레스를 입은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

[그림 3-10]칼 라거펠트와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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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

패션디자이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41년에

국 더비셔(Derbyshire)에서 출생하 다.가난한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1970년 불황기에 소외받은 국 은이들을 한 항 인 펑크 패션

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웨스트우드는 1980년 워 드 싱

(Power Dressing),1990년 미니멀리즘 패션(Minimalism fashion),

2000년 의 거 로벌 기업 시스템 등 당 의 패션 트 드에 반발하면

서 독자 인 행보를 걷고 있다.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룩,인

라 룩,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등은

패션계를 다채롭게 하고 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그림 3-12-a]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학문 지능,입체 표 (3D)

지능,언어 지능의 인지 능력이 뛰어났다.웨스트우드는 21세가 되던

1962년 즈덴(Willesden)의 한 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교직에 근무하

다.그녀 학문 지능과 성실함을 가지고 복식뿐만 아니라 역사,정치,

문학, 술,인간에 탐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

다.102)그녀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의 소수자와 비주류들에

해 연구를 진행하 는데,해 ,노상강도, 디 등에서 감을 받아

1981년 가을/겨울 해 컬 션(Pirate)은 완성하 다. 한,웨스트우드는

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국 왕실, 통 문화 등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의 통 유산에 다양한 문화· 술 요소를 합한 작품 활

동을 하고 있다.

웨스트우드는 문 인 패션 교육을 받지 않았다.그녀는 런던의 빅토

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lbertMuseum)을 찾아 옛 의상들의

102)NoëlPalomo-Lovinski,op.cit.,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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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복 구성,형태,소재 등에 해서 꼼꼼히 조사하 다.역사 의

상을 조각내어 의복 구성법을 연구하고 익혔다.이를 바탕으로 매우 복

잡한 형태도 재단할 수 있는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을 갖출 수 있었

다.웨스트우드는 입체표 (3D)지능을 바탕으로 자신이 머릿속으로 구

상한 형태를 자유롭게 구 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한,뛰어난 언

어 지능을 가지고 있다.웨스트우드는 자신의 술의지,패션에 해 갖

고 있는 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조리 있는 언어로 설명하며 작

품의 설득력을 더하 다.그녀는 뛰어난 언어 지능과 입체표 (3D)지능

을 바탕으로 비엔나 응용 미술 학교(theViennaAcademyofApplied

Arts)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비인지 능력은 성격

특성과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웨스트우드의 주요 성격 특성으

로 독립성이었다.독립성은 당 의 유행, 습 등으로부터 독립 이고 자

유로운 태도를 말한다.웨스트우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진 성

격을 가지고 있었다.4살 때 내가 처음 학교에 간 날,체벌을 받았는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식사 시간에는 여자 한 ,남자 한

,두 로 서야 했었다.나는 왜 남녀를 구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

기 때문에 남자애들과 함께 을 섰다.나는 색마로 낙인 혔다.따라서

나는 자주 이런 남녀를 분리하는 규칙을 어겼다.”103)라고 회상하 는데,

기존의 규칙을 무조건 순응하지 않는 독립성의 성격은 작품 활동에도 드

러나고 있다.1970년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을 도와 부티크의

보조디자이 로 일할 때 그들의 주 고객은 불황기에 고통 받는 은이들

이었다.그녀는 포르노그래피를 연상하는 바디 슈트,기존의 기성복을 변

형해서 완성한 펑크 패션 등 반항 인 패션을 제공하 다.1980년 여

피들의 ‘워 드 싱(PowerDressing)’에 반발하여 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인 라 룩(InfraLook)을 발표하 고,1990년 미니멀리

즘 패션(Minimalism fashion)에 반발하여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포스

트모더니즘 패션을 발표하는 등 그녀의 행보는 기존의 트 드와는 독립

으로 진행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은 아름다운 외모,성 매력,

사회 기술,활력,사회 표 력을 갖춘 매력 자본의 소유자 다.웨스

103)VivienneWestwood,Fashion:VivienneWestwood,(New York:Taschen,2013),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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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우드는 고 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고운 피부,잘 가꿔진 몸매,바른

자세 등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비비안은 모험심이 강하고 항

상 활기찬 소녀로 항상 래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타고난 사회 기술

을 가지고 있었다.웨스트우드의 활력은 트와 유머감각이 넘치는 그녀

의 컬 션에서 잘 드러나며 70 의 나이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웨스트우드는 이성을 끄는 성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녀는 20

무도장에서 만난 데 웨스트우드(DerekWestwood)와 결혼했다.

이혼 후에는 술학교 출신의 5살 연하의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와 교제하고 함께 부티크를 운 하 다.1992년 웨스트우드는

52세의 나이에 25세 연하의 안드 아스 크론탤러(AndreasKronthaler)와

결혼해 함께 회사를 운 하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여성미를 노골

으로 드러내고 도발 인 매력을 주는 것이 여성을 수동 인 존재에 그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의 주체자로서 만들 수 있다는 페미니

즘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성 매력을 당당히 드러내는 컬

션을 통해 진정한 여성 해방을 꾀했다.웨스트우드는 사회 표 력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홍보하 는데,1970년 는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의 도움을 받아 표백한 발의 고슴도치 헤어스타일,발목 양

말,에나멜가죽의 스틸 토 힐(stilettoheel)슈즈,벨벳의 오타드 린

트 바지,펜슬 스커트,큰 사이즈의 모헤어 스웨터104)등을 착용해 펑크

패션의 뮤즈가 되었다.그녀는 공식석상에 자신의 컬 션 의상을 착용하

며 고 사진에 직 출연하기도 하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하우스의 살

아있는 뮤즈로서 높은 사회 표 력을 발휘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비안 이자벨 스월(Vivienne IsabelSwire)은 1941년 국 더비셔

(Derbyshire)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 다.105)아버지 고든 스월(Gordon

Swire)는 19세기 반부터 부츠와 나막신을 만드는 구두장이 집안 출신

으로 항공기 공장에서 창고 리를 하 고,어머니 도라 스월(DoraSwire)

은 면직물 공장에서 방직공으로 근무하 다.106)그녀가 어린 시 을 보낸

마을은 화려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시골로,문화 인 혜택을 릴

104)CharlotteSeeling,op.cit.,p.205.

105)VivienneWestwood,op.cit.,p.114.

106)CarolineEvansandMinnaThornton,op.cit.,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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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가난한 환경에 부모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부모

님의 따뜻한 정서 지원을 받아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소녀로 성장하

다.17세 때 가족들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하면서 다양한 문화 환경에 놓

이게 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성애자이며,두 번 결혼해,2남을 낳았다.1962

년 데 웨스트우드(DerekWestwood)와 결혼해 웨스트우드(Westwood)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듬해 벤자민 웨스트우드(Benjamin

Westwood)을 낳았다.107)남자 친구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첫 결혼은 3년 만에 경을 맞았다.그녀는

1967년 맥라 과 아들 조셉 코 (JosephCorré)를 낳았다.아들 벤자민

은 에로틱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조셉은 국의 란제리 회사 ‘아

장 로보카퇴르(AgentProvocateur)’를 운 하고 있다.맥라 과 결별

후 웨스트우드는 1985년부터 이탈리아 출신의 공산당원 출신의 사업가

카를로 다마리오(Carlo d’Amario)와 교제하 다.다마리오는 비즈니스

트 로서 그녀의 사업을 도왔으며 특히 이탈리아에 생산기반을 마련해

고 품질의 컬 션을 안정 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비비안 웨

스트우드와의 연인 계는 끝났지만 사업 인 트 십을 유지하고 있

다.웨스트우드는 1989년부터 3년간 비엔나 응용 미술 학교(theVienna

AcademyofAppliedArts)에서 학생들을 지도하 는데,이때 만난 제자

안드 아스 크론탤러(AndreasKronthaler)와 1992년에 결혼하 다.크론

탤러는 재능 있는 디자이 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도와 컬 션을 이끌

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는 70 가 넘는 나이에도 특유의 활력과 건

강을 유지하면서 활발한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비비

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8]와 같다.

107) Wikipedia, s.v. “Vivienne Westwood,” last modified 8 July, 2013,

https://en.wikipedia.org/wiki/Vivienne_West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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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비비안 웨스트우드 창의성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학문, 입체표현(3D), 언어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독립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사회적 기술

활력

사회적 표현력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공장 창고 관리자 아버지, 면직물 공장 방직공 어머니

노동자 계층 출신

성적

정체성
이성애자

결혼

여부

기혼: 데렉 웨스트우드, 안드레아스 크론탤러(1992~)

애인 : 말콤 맥라렌, 카를로 다마리오

건강 건강

② 역(domain)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 의 은이들은 기성세 의 우아하고 품 있는 패션에 반기

를 들고 자기들만의 패션을 만들어 입었다.1960년 반 국의 은

패션디자이 들은 부티크를 열고 담하고 실험 인 의상들을 제작해

렴한 가격에 공 하 다.108) 등학교 교사 던 웨스트우드는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을 만나 1971년 부티크의 보조디자이 로서 패션

계에 입문하 다.맥라 과 웨스트우드는 1971년 ‘렛 잇 락(LetIt

Rock)’,1972년 ‘살기에는 무 타락했고 죽기에는 무 어리다(Too

FasttoLive,TooYoungtoDie)’,1974년 ‘섹스(SEX)’,등 계속해서 이

름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의 의상을 공 하 다.특히 1976

년 ‘치안 방해자들(Seditionaries)‘시 비비안 웨스트우드[그림 3-12-b]

는 화려한 메이크업에 탈색한 모히칸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고,자신이 손

108)ValerieMendesandAmydelaHaye,김정은,op.cit.,pp.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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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제작한 안 핀과 면도칼 등으로 장식된 찢어진 린트 티셔츠,본디

지 팬츠,모헤어 스웨터 등을 입어 부티크에 활기를 불러일으켰다.109)이

들의 부티크는 국 펑크 패션의 메카가 되었다.

1980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체제 복성이

약화된 펑크 패션에 싫증을 느끼고 새로운 감의 원천을 역사 의상이나

비서구권 문화에서 찾기 시작하 다.110)웨스트우드와 맥라 은 1981년

가을/겨울 ‘해 (Pirate)’컬 션을 발표하 는데,18세기의 남성복과 해

들의 의상을 재해석한 화려하고 유희 인 의상[그림 3-12-c]들은 뉴로맨

티시즘(New Romanticism)트 드의 시작을 알렸다.111)1982년 라틴 아

메리카 인디언에게 감을 받은 ‘버팔로 걸즈(BuffaloGirls)’컬 션은

래지어를 블라우스 에 입히는 인 라 룩[그림 3-12-d]을 선보 는데,

장 폴 고티에(JeanPaulGaultier)가 마돈나(Madonna)를 해 제작한 콘

라(CornBra)보다 10년이 앞선 것이었다.112)

1980년 는 여피들의 시 로 ‘워 드 싱(PowerDressing)’이 각 받

았다.여성들은 남성의 재킷을 차용한 넓은 어깨 패드가 들어간 재킷을

입었다.웨스트우드는 “나는 이류의 남자같이 되는 것에서 강력한 힘을

느낀 이 단 한 번도 없다.여성성은 이보다 더욱 강하다.그리고 나는

왜 사람들이 이 지루한 무성의 몸에 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13)라며 양성 인 트 드인 ‘워 드 싱(PowerDressing)에 반발하

다.웨스트우드는 여성에 한 제약과 억압의 상징인 19세기 여성 속옷

크리놀린을 미니스커트와 결합해 여성에게 자신감과 능미를 뽐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87년 가을/겨울 컬 션

‘해리스 트 드(HarrisTweed)’를 시작으로 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

러내는 컬 션을 발표하 다.근엄하고 보수 인 국의 왕실에서 감

을 받아 유희 이고 능 인 컬 션[그림 3-12-e]을 완성하 다.트

드,개버딘과 같은 국의 통 소재를 사용한 니트 트 세트,‘자유의

여신상(StatureofLiberty)코르셋’,‘새빌(Savile)재킷’등을 발표하

다.114)비비안의 국 인 테마에 한 탐구는 ‘국은 이교도가 되어야

109)CharlotteSeeling,op.cit.,p.205.

110)SimoneWerle,op.cit.,p.83.

111)CarolineEvansandMinnaThornton,op.cit.,p.97.

112)Ibid.

113)NoëlPalomo-Lovinski,op.cit.,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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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ritainMustGoPagan)’라는 시리즈로 이어졌다.총 5개의 컬 션

으로 구성된 이교도 시리즈는 국 문화의 보수성을 비 하 다 국의

통 복식 유산에 고 주의와 이교도 인 요소를 추가하 다.고 그리

스의 포르노그래피를 차용하거나,트 드 재킷에 세의 갑옷의 요소를

추가하는 등,고 주의부터 르네상스,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의상에

서 다양한 요소를 찾아 국 인 통과 목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90년 미니멀리즘 패션

(Minimalism fashion)이 우세하던 시 에 의도 으로 더욱 장식 이고

화려한 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으로 장 을

선사했다.웨스트우드는 뮤지엄,아트 갤러리,도서 에서 시간을 보내면

서 술작품에 나온 역사 복식,의복 구성에 한 오래된 책에서 얻은

의복 구성 기술을 익혔다. 통 기술을 바탕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더

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복식을 창조하 다.웨스트우드는 한,“우리가

패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랑스와 국 사이의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

과이다.”115)라고 주장하며, 랑스의 세련된 문화와 국 복식 통을 주

제로 한 흥미로운 컬 션들을 발표하 다.

웨스트우드의 랑스의 역사, 술,패션에 한 찬미는 1990년 의

여러 컬 션에서 구 되었다.1990년 가을/겨울 컬 션 ‘상화(Portrait)’

은 랑스 로코코 시 의 표 인 화가인 랑수아 부셰(François

Boucher)의 회화에서 출발하 는데 부셰의 회화가 린트된 코르셋,

등이 포함되었다.1992년 /여름 컬 션 ‘살롱(Salon)’은 18세기 랑스

의 살롱 문화에 감을 받았다. 랑스의 궁 이나 건축물,회화를 린

트한 원단으로 인 의상을 제작하 다.

국의 역사 의상과 국 복식 문화의 통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가 자주 참조하는 테마들이었다.1991년 /여름 컬

션 ‘슬래쉬 앤 풀(Slash& Pull)’은 18세기의 국의 통 자수 장식과

19세기의 디(dandy)의 옷차림을 참고 되었다.116)1993년 가을/겨울 컬

션 ‘앵 로매니아(Anglomania)’는 스코틀랜드 통 문양인 타탄체크

(tartancheck)와 바이어스 재단 기법을 조합하여 새로운 실루엣의 스커트

114)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185.

115)Ibid.

116)윤지 ,“VivienneWestwood,IsseyMiyake,HusseinChalayan패션에 한 도상

학 해석”(박사학 논문,서울 학교,2008),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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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킷[그림 3-12-f]을 제시하 다.타탄체크(tartancheck)의 자켓과 스

커트,아가일 체크(argylecheck)무늬의 스타킹 등 국 고유의 문양이

믹스 앤 매치되어 사용되었다.1997년 가을/겨울 컬 션 ‘5세기 (Five

CenturiesAgo)’는 국의 튜더 왕조(Tudor)의 상화들에서 감을 받아

르네상스 시 복식의 실루엣을 인 기법으로 재 [그림 3-12-g]하

다. 국 귀족들의 통을 패러디하 는데,검은색 벨벳 디테일의 색

의 사냥용 재킷,트 세트,스코틀랜드의 킬트(kilt)등을 가져왔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당 의 최신 트 드와는

무 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 다.2003년 보그(Vogue)

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옷들은 보다 더욱 체제 복 이다.순응의 시

에서 그것들은 진정한 선택권을 제공한다.”117)라고 밝히며 안정된 수

익을 내기 해서 몰 개성화되고 있는 패션계를 비 하 다.웨스트우드

는 노동자계층의 딸로 태어나 상류층이 되었지만 아직도 반항아의 태도

를 유지하고 있으며,오늘날 패션산업계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반발해 독

립 인 형태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118)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고찰해보면 국의 작은 시골마을 출신으로 어린 시 부터 패션

에 흥미를 느 지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웨스트우드

는 주얼리 디자이 를 꿈꾸며 런던의 해로우 아트 스쿨(Harrow School

ofArt)에 진학하 으나 가난한 노동자 계층 출신은 술과 맞지 않는다

는 생각에 곧 그만두었다.그녀는 사범 학에 진학, 등학교의 교사로

학생을 가르쳤다.1971년 웨스트우드는 연인인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의 부티크 운 을 도우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맥라 을 도

와 부티크 보조디자이 로 기존의 기성복에 변형을 가해 반체제 인 펑

크 패션을 제공하 다.이후 과거의 역사 의상에서 새로운 흥미를 발견

하고 독학으로 익힌 의복 구성 기술을 바탕으로 1981년 런던 컬 션에

데뷔하 다.웨스트우드는 은이들을 상으로 한 격 인 스트리트

패션디자이 로 시작하여 뮤지엄의 역사 의상,서 등을 통해 익힌 재

단 기술을 바탕으로 여성의 능미, 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 하는

컬 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와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

117)“VivienneWestwood,”Vogue.

118)SimoneWerle,op.cit.,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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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하우스나 학교에서 문기술을 익히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익힌 수

의 기술을 창조의 원천으로 작업하고 있다.웨스트우드는 “나는 복

제의 열렬한 신 자이다.사람들이 과거의 것들을 존 하지 않았던 시

은 거의 없었다.과거의 기술을 복제하려고 노력하면서,당신은 당신 자

신만의 테크닉을 쌓을 수 있다.나도 에 시도되지 않았고,존재하지 않

았던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할 수 있었다.왜냐하면 그것은 재에서 조

립되면서 나타나는 통합체이기 때문이다.”119)라며 통 기술이라는 기

에 디자이 의 술의지와 성 가미를 강조하 다.웨스트우드는 뮤

지엄,아트 갤러리,도서 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술작품에 나온 역사

복식,의복 구성에 한 오래된 책에서 얻은 의복 구성 기술을 익혔다.

통 의복 기술, 통 패션 아이템에 그녀 특유의 유머와 트를 더해

클래식하면서 유희 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1985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국에서 이탈리아

로 옮겨서 디자인작업을 진행하 다.그녀는 국은 창의 인 인재들의

요람이나 충분한 생산 산업에 한 인 라가 부족하다고 느 기 때문이

다.120)그녀는 이탈리아의 고 텍스타일과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제약

없이 더욱 활발한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

등학교 교사 출신에서 부티크 보조디자이 로 패션계에 등장한 비

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독특한 이력만큼 독자 인 행보

를 지속해왔다.1987년 뉴욕 타임즈(New YorkTimes)는 “웨스트우드가

있다.그리고 나머지 디자이 들이 존재한다.”121)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

의 독창성을 찬양하 다.1970년 불황기에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은이들을 해 제공한 항 인 펑크 패션,1980년 권력과 부를 과

시하는 여피들의 ‘워 드 싱(PowerDressing)’에 반발한 뉴로맨티시즘

(New Romanticism)패션,속옷과 겉옷의 경계를 허문 인 라 룩은 다른

하이패션디자이 들의 컬 션에도 감을 주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드는 한,패션에서 제시하는

여성성에 한 례에 의문을 품었다.마를린 몬로(MarilynMonroe)가

표 인 여성 아이콘으로 추앙받고,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여성성을 재정립하던 시기에 성장한 그녀는 여성 스스로 강한 존재라는

119)NoëlPalomo-Lovinski,op.cit.,p.143.

120)CarolineEvansandMinnaThornton,op.cit.,p.97.

121)“VivienneWestwood,”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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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122)따라서 남성복의 차용을 통한 여성해방이 아

니라 여성의 능미 표출을 통한 여성해방을 주장하 다.웨스트우드는

여성의 제약과 억압의 상징인 19세기 여성 속옷 크리놀린,코르셋을 재해

석하여 극단 인 여성미 표 을 통해 여성들에게 쾌를 주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드는 문화와 술을 사랑하고

통 기술을 요시하는 국 런던의 풍요로운 문화 자본의 수혜를 입었

다.그녀의 작업은 옛 역사 속의 의상들의 연구를 통해 얻은 의복 구성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화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역사주의 의상

을 이용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 통

기술에 성,유머,풍자를 더한 그녀의 의상은 패션을 더욱 다채

롭게 하고 있다.그녀의 역사주의 의상은 랑스 디자인의 세련미에

국 복식의 편안한 매력 가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국인으로

서의 정체성은 국 통의 클래식 아이템의 부활을 가져왔는데,타탄체

크,트 세트,미니 크리니,25cm의 랫폼 슈즈[그림 3-12-h]등이

인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트 드와는 무 하게 자신

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체제 복성의 항 패션, 국인

으로서의 정체성,여성 해방, 랑스 문화· 술에 한 기호 등을 꾸 한

창조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안나 투어(AnnaWintour)는 1987

년 뉴욕 타임즈(New YorkTimes)와의 인터뷰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향력을 가지고 있다.우리가 처음 그녀의

크리놀린을 보았을 때 모두 비웃었다.그러나 모두가 하는 연한 칼라들,

베이지,캐시미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123)라며 웨스트우드

의 독자 인 행보가 패션에 미친 향력을 칭송하 다.1989년 ‘우

먼스 웨어 데일리(WWD)’의 편집장 존 페어차일드(JohnFairchild)는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크리스찬 라크루아(ChristianLacroix),조

르지오 아르마니(GiorgioArmani),엠마 엘 웅가로(EmanuelUngaro),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6인의 디자

이 ”로 선정124)하기도 하 는데,20년이 지난 지 에서 패션 선도력을

122)NoëlPalomo-Lovinski,op.cit.,p.142.

123)“VivienneWestwood,”Vogue.

124)송수원,“비비안 웨스트우드,”네이버캐스트,March9,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7621&leaf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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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활발한 창조활동을 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국 패션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 패션 회(BritishFashionCouncil)로부터 1990년,1991년

'올해의 국 디자이 (BritishDesigneroftheYear)',2006년 ‘드 카

펫 디자이 상(RedCarpetDesigneraward)’,2007년 공로상 ‘Award

forOutstandingAchievementinFashionDesign’등을 수상하면서 국

패션계의 모로 떠올랐다.그녀는 한 국 여왕으로부터 1992년 OBE

( 제국 훈장)에 이어 2006년 DBE작 (2등 의 작 훈장)의 훈장

을 수여 받았다.125)2004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Albert

Museum)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작품을 시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회고 은 빅토리아 앤 알버

트 뮤지엄(Victoria& AlbertMuseum)의 소장 자료들의 탐구의 결과물

인 그녀의 작품 세계가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 요한 문화유산이 되었

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19]와 같다.

12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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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비비안 웨스트우드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1970년대 하위문화 패션 디자인 제안

현존하는 트렌드에 반발 : 1980년 파워 드레싱, 1990년 미니

멀리즘 패션

상업주의에 반발, 독립회사 운영

사회 

구조

1971년 애인 말콤 맥라렌의 부티크 ‘렛 잇 락(Let It Rock)’ 

운영을 도우면서 시작

의복 구성 기술 독학으로 연구

1981년 비비안 웨스트우드 런던 컬렉션 데뷔

기술적 

측면
역사주의 의상 전통 기술 익힘

패러다

임

패러

다임

펑크패션의 여왕: 소외받은 젊은이의 유니폼을 제공

뉴로맨티시즘, 인프라 룩, 펑크 패션의 하이패션 화

패션, 사회, 성, 여성의 이상미에 도전

역사주의 의상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프랑스 디자인의 세련미에 영국 복식의 편안한 매력 가미

복식 전통 문화 비틀기 : 타탄체크, 트윈세트, 미니 크리니, 

25cm 플랫폼 슈즈

증거

안나 윈투어 1987년 뉴욕 타임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믿을 수 없

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1987년 뉴욕 타임즈 “웨스트우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이너들

이 존재한다.”

1989년 ‘WWD’의 편집장 존 페어차일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6인

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오늘날의 코코 샤넬”

1990년 영국 패션 협회 ‘올해의 영국디자이너 상

1991년 영국 패션 협회 ‘올해의 영국디자이너 상

1996년 ‘Fashion Group International Award’

1992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OBE

1998년 ‘Queen’s Export Award’

2000년 런던 뮤지엄 ‘The Vivienne Westwood: the collection of 

Romilly McAlpine’

2003년 ‘the UK Fashion Export Award for Design’

2004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비비안 웨스트우드’전시 

2004년 ‘the Women’s World Fashion Award’

2006년 대영 제국 훈장 2등급(DBE, 작위급 훈장)

2007년 영국 패션 협회 ‘BFC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Fashion Design’ 

2010년 영국 ‘Selfridges’ 백화점 구두 디자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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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창의성 발 에는 패션 업

계로의 입문을 돕고 작품 활동을 지지한 패션 장의 도움이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멘토는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 다.그녀는 어린 시 부터 패션에 흥미를 느 는데,당

시에는 랑스 쿠튀리에 디오르의 패션이 세를 펼치던 시 다.웨스

트우드는 그의 뉴룩을 복제한 의상을 직 만들어 입으며 한 쿠튀리

에,크리스찬 디오르에 한 동경을 키워나갔다.126)웨스트우드는 여성의

자신감과 힘을 남성성의 차용에서 구하지 않고 여성 자신에서 찾았다.

디오르의 뉴룩이 강조한 가슴,허리,엉덩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능 인

여성미는 웨스트우드의 이상 인 여성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웨스트

우드는 디오르에 한 경외감을 표 하는 작품인 베티나 재킷(Bettina

Jacket),메트로폴리탄 재킷(MetropolitanJacket)[그림 3-12-i]등 여러

차례 발표하 다.웨스트우드는 디오르가 남성복에서 쓰이는 소재들을

이용해 여성의 인체의 곡선을 구 하는 신을 가져온 에서 착용해,

그녀는 국 고 남성복의 요람인 새빌로(SavileRow)의 거리에서 이

름을 가져온 ‘새빌 재킷(SavileJacket)’을 발표하 다.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는 웨스트우드를 패션계로 이끌며 창의

성 발 을 지지하 다.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1960년 의 형 인

반항아 다. 기 드보르(Guy Debord)의 ‘스펙터클 사회(Societé du

Spectacle)’과 같은 반항 인 경구가 가득한 책에 향을 받아 펑크의 개

념을 갖추고 있었다.127)맥라 은 등학교 교사인 웨스트우드에게 패션을

통해 반체제 인 태도를 표출하는 법을 알려주며 함께 불충분한 교육의

기회,실업 등으로 고통 받는 은이의 유니폼을 제공하 다.128)맥라 은

웨스트우드에게 표백한 발의 고슴도치 헤어스타일에서 큰 사이즈의 모

헤어 스웨터,펜슬 스커트,발목 양말, 에나멜가죽의 스틸 토 힐 슈즈

(stilettoheelshoes)까지 새롭게 변신 시키며 그녀를 ‘펑크 패션의 여왕’

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었다.129)그들의 트 십은 맥라 이 음악 활동

에 몰두하게 되면서 끝났으며,맥라 과 결별 후 웨스트우드은 스트리트

126)CharlotteSeeling,op.cit.,p.205.

127)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184.

128)SimoneWerle,op.cit.,p.83.

129)CharlotteSeeling,op.cit.,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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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인 펑크 룩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 인 패션을 완성하게 되었다.

1980년 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뉴로맨티시

즘(New Romanticism)패션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숙한 사업 운 으로

재정 곤란을 겪고 있었다.1985년 웨스트우드는 이탈리아 출신의 사업

가 카를로 다마리오(Carlod’Amario)를 만나, 민한 비즈니스맨인 그의

도움으로 회사가 재정 인 안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다마리오는 이

탈리아에 안정 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 는데,이를 바탕으로 웨스트우

드는 고품질의 컬 션을 창조할 수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유희 이고 격 인 컬

션은 지나친 상업성의 강조로 몰개성화,획일화되가고 있는 패션계에 신

선한 충격이 되었다.패션 에디터 안나 투어(AnnaWintour),존 페어

차일드(JohnFairchild)등은 그녀의 비동조 인 컬 션들을 찬양하면서

그녀의 창의성을 지지하 다. 패션 큐 이터 클 어 콕스(Clair

Wilcox)는 2004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회고 ’을 기획해 비비안 웨스트우드

의 작품을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승격시켰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웨스트우드의 세계 인 성공은 런던을 격 이고 신 인 패

션의 발상지로 떠오르게 하 다.그 후,1990년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등 후배 국 디자이 들이

패션계에 등장해 역사주의 의상을 바탕으로 한 패션을 선보 다.웨스트

우드는 비엔나 응용 미술 학교(theViennaAcademyofAppliedArts)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 던 안드 아스 크론탤러(AndreasKronthaler)

와 1993년 결혼하 다.안드 아스 크론탤러는 뛰어난 재단 기술의 소유

자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도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비

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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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비비안 웨스트우드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크리스찬 디오르

지지자

고용인 : 말콤 맥라렌

젊은이 집단

비즈니스 파트너 : 카를로 다마리오

패션 에디터: 안나 윈투어, 존 페어차일드

패션 큐레이터 : 클레어 윌콕스

경쟁자 -

추종자
안드레아스 크론탤러(후계자)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2)종합 논의

국 패션계의 모로 불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

는 1941년 국의 노동자 계층에서 출생하 다.안정 인 직업인 등학

교 교사를 선택했던 웨스트우드는 1960년 와 70년 반권 주의 인 하

문화에 매료되어 소외받은 은이들을 한 항 인 스트리트 패션을

제공하 다.1980년 부터는 하이패션디자이 로 체제 복성의 항 패

션, 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여성 해방, 랑스 문화· 술에 한 기호 등

을 담은 컬 션으로 패션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학문 지능,입체 표 (3D)

지능의 인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웨스트우드의 성격 특성으로

트 드에 계없이 자신의 작품 세계에 몰두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직 착용하고 항

정신,여성 해방 등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잘 표출하고 있다.비비안 웨

스트우드의 애인 는 남편은 그녀의 창조 활동에 한 향을 끼쳤

다.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은 반체제 인 이념을 그녀에게 수

하며 패션계로 이끌었으며,카를로 다마리오는 민한 비즈니스 감각으

로 사업 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남편인 안드 아스 크론탤러는 뛰

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그녀의 활발한 창조 활동을 돕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작품 활동은 모든 것에 의

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하 다.여성성,패션,역사, 통,문화 등에 한

례들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탐구하며 그 결과를 작품에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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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0)웨스트우드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이 에 했던 것을 들여다보

면서 찾을 수 있다.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당신만의 독창 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단순히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구만으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진공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131)라면서 통,

역사에 한 학습과 탐구를 강조하 다.그녀는 박물 ,미술 에 있는

소장품을 토 로 의복 구성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고,이를 바탕으로 통

을 시하면서 동시에 유희와 풍자를 가미한 역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포

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독창 인 작품 세계는 패션

에디터의 칭송을 받았으며,후 디자이 들에게 감을 주고 있다.그녀

의 작품들은 세계 유수 미술 에 시되고 소장되면서 술 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앞서 고찰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11]와 같다.

130)NoëlPalomo-Lovinski,op.cit.,p.140.

131)Davies,Hywel,박지호 (역)(2012).『디자이 의 패션북』.서울:1984.,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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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비비안 웨스트우드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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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a] 1997년 가을/겨

울 ‘5 세기 전’ 컬렉션의 의상

을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비

비안 웨스트우드

[그림 3-12-b] 1976년 펑크 패

션을 입고 있는 비비안 웨스

트우드

[그림 3-12-c] 1981년 가을/겨

울 해적 컬렉션(Pirate)

[그림 3-12-d] 1982년 ‘버팔로 

걸즈(Buffalo Girls)’ 컬렉션의 

인프라 룩

[그림 3-12-e] 1987년 가을/겨

울 ‘해리스 트위드(Harris 

Tweed)’ 컬렉션

[그림 3-12-f] 1993년 가을/겨울 

컬렉션 ‘앵그로매니아’에서 

타탄체크 슈트

[그림 3-12-g] 1997년 가을/겨울 

‘5 세기 전’ 컬렉션의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그림 3-12-h] 1993년 가을/겨

울 ‘앵그로매니아’ 컬렉션에서 

등장한 25cm 플랫폼 슈즈

[그림 3-12-i] 크리스찬 디오르

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메

트로폴리탄 재킷(Metropolitan 

Jacket) 

[그림 3-12]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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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로벌 패션 시 (1990년 ~ 재)

1. 로벌 패션 시 의 일반 고찰

1990년 에는 세계 각국 출신의 디자이 의 활약,거 로벌 패션

기업의 등장으로 패션의 세계화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며 로벌 패션시

가 시작되었다.1990년 월드 와이드 웹(worldwideweb),즉 인터넷의

등장은 수많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다.세계무역

기구(WTO:WorldTradeOrganization)의 설립,국가 간의 자유무역

정(FTA:FreeTradeAgreement)의 체결은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을 가

능 하 다.1)서구의 패션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제 3

세계 국가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 고,온라인 쇼핑을 통한 매 세계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 하는 등 세계가 긴 하게 움직이는 패션의 세

계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 에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던 여피(yuppie)들의 화려한 시 가

막을 내리고 소비의 감소,실업의 증가와 같은 경제 기로 사람들의

패션에 소비가 감하 다.2)1991년 걸 쟁 발발 후 유가가 폭등하고

아랍 국가들과의 교역이 지되자 하이패션과 향수 매출에 큰 향을 끼

쳤다.3)아 리카의 기아와 쟁,불안정한 동의 정세,보스니아 내 ,

코소보 사태와 같은 발칸 지역의 분쟁, 세계의 환경 문제, 테러,유

자 조작 식품 등과 같은 뉴스들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 다.

불황기의 소비자들은 패션 제품의 구매에 신 해져 신진 디자이 의

인 상품보다는 유명한 디자인하우스의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이에 따라 유럽의 투자 회사들은 유서 깊은 디자인하우스의 시

장성을 악하고,재정 인 곤란을 겪고 있는 리의 유명 디자인하우스

들을 사들여 거 로벌 럭셔리 그룹을 형성했다. 표 인 두 회사는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가 이끄는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LVMH:Louis Vuitton MoëtHennessy)와 랑스와 피노(François

Pinault)의 피노 렝탕 르두트 그룹(PPR:PinaultPrintemptsRedoute)

1)김민자 외 5인,『서양패션 멀티콘텐츠』(서울:교문사,2010),p.447.

2)CharlotteSeeling,op.cit.,p.382.

3)BonnieEnglish(2007),op.cit.,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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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두 기업의 총수들은 설립자가 사망한 디자인하우스에 은 디자이

들이 스카우트하여 새로운 컬 션을 창조하도록 하 다.새로 임명된

디자이 들은 기존의 디자인하우스가 남긴 미학 인 통에 자신의 스타

일,새로운 트 드를 가미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톰 포드(Tom

Ford)는 1990년에 구 (Gucci)의 크리에이티 디 터(creativedirector)

를 맡아 기업의 가치를 2억에서 25억 달러로 12배 이상 높이는 성공신화

를 이루면서,오래된 럭셔리 디자인하우스는 고용된 은 디자이 들의

각축장이 되었다.4)

로벌 패션 시 에는 패셔 블한 의상에 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다수의 오트쿠튀르 하우스와 타포르테 랜드는 향수,화장품,액세서

리,선 라스,세컨드 이블과 같이 을 상 로 량 생산한 랜드

제품으로 재정 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20세기 반 패션쇼가 소수의 고

객들을 해 실제로 의상을 매하는 사 인 행사 던 것에 비해 로

벌 패션 시 의 패션쇼는 의 심을 끄는 볼거리가 가득한 엔터테인

먼트의 장이 되었다.패션쇼의 신 인 의상들은 랜드가 시 에 뒤떨

어지지 않고,패션 선도력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었다.따라서

1990년 에르메스(Hermés),루이비통(LouisVuitton),로에베(Loewe),셀

린느(Céline), 라다(Prada)와 같은 통 인 가죽 제품과 액세서리 랜

드의 여성복 컬 션 라인의 런칭이 잇달았다.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경제

곤란을 겪고 있는 은 디자이 와 은 피의 수 이 필요한 디자인하

우스는 좋은 트 가 되어 로벌 패션 시 를 주도하 다.

1970년 를 이끌던 주요 트 드는 베이식 의상 선호,미니멀리즘 패션

(Minimalism fashion),스트리트 패션(Streetfashion),에스닉 룩(Ethnic

look), 역사주의 패션, 트로 패션(Retro Fashion), 해체주의

(Deconstructionism)등이 있다.1990년 끊임없이 변하는 패션에 피

로함을 느낀 사람들은 블 이 ,팬츠,슈트,펜슬 스커트,청바지,블랙

터틀넥 스웨터 같이 유행을 타지 않는 실용 인 클래식한 의상을 선택하

다.5)환경 문제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과시 이고 화려한 패션이

아니라 내추럴 칼라의 고 소재로 만들어진 미니멀리즘 패션(Minimalism

fashion)이 유행하 다.헬무트 랭(HelmutLang),질 샌더(JilSander),도

나 캐런(DonnaKaren), 라다(Prada),톰 포드(Tom Ford)6)가 미니멀리

4)CharlotteSeeling,op.cit.,p.370.

5)Ibid.,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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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패션 트 드를 이끌었다.

1990년 에도 하 문화의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션 랜드의 감이

되었다. 모즈(Mods), 펑크(Punk), 히피(Hippie), 테디 보이즈(Teddy

Boys)와 같은 과거의 스트리트 패션이 다시 돌아와 폭발 으로 유행하

다.1992년 미국 디자이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시애틀의 팝

그룹 바나(Nirvana),펄 잼(PearlJam)의 음악과 스타일에서 감을 받

아 그런지 룩을 발표하 다. 고매장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낡은 듯한

옷들을 마구 겹쳐 입고 닥터 마틴 슈즈(Dr.Martens),컨버스 운동화

(Converse)등과 같은 신발을 신어 거리의 자유로움을 표 하 다.

지난 시 와 마찬가지로 비서구권 문화에 한 심이 높아져 다양한

에스닉 룩(Ethniclook)이 등장하 다.런던 출신의 신 디자이 존 갈

리아노(John Galliano)와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뛰어난

재단 솜씨를 바탕으로 한 독창 이고 담한 작품 세계로 침체되어 있던

패션계에 큰 활력을 가져왔다.이들은 역사주의와 이국 인 감에 바탕

을 둔 능미가 넘치는 표 주의 패션으로 장 을 선사했다.벨기에의 앤

트워 로얄 아카데미(TheAntwerpRoyalAcademyofFineArts)에서

훈련을 받은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의복구성 형식을

괴한 해체주의 패션을 선보 다.여러 개의 옷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옷을 완성하거나,솔기와 안감을 일부러 노출하는 등 신 인 작

업을 통해 충격과 새로움을 가져왔다.

2000년 새 니엄은 높은 주가와,안정된 취업률 등 정 으로 출

발하 다.그러나 2000년 가을 주가가 폭락하며 주식 시장의 버블이 붕

괴되었다.2001년 9월 11일에는 미국 경제 성장의 상징인 뉴욕 월드 트

이드 센터와 워싱턴 D.C.의 국방부 건물이 비행기 테러 공격을 받으면

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세계를 공포와 충격 속으로 빠뜨렸다.2001

년 10월부터 11년간 이어진 아 가니스탄 쟁,2003년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이 지배하는 이라크 공격, 세계 각 도시에서 벌어

지는 테러,총기 난사 사건들은 공포감을 더했다.세계 각국에서 벌어지

는 쟁뿐만 아니라 2004년 동남아시아 인도양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7)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IB)리먼 러더스

6)김민자 외 5인,op.cit.,p.488.

7)CharlotteSeeling,op.cit.,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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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manBrothersHoldingsInc.)가 산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미국발

융 기로 2009년 세계 경제는 1929년 공황 이래 최악의 재정 인

기 상황을 맞았다.8)

2000년 는 변덕스럽고 긴 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 패션은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하기 보다는 과거의 스타일들이 돌아와 동시에 공존

하는 트 드의 혼재 상을 보 다.9)경제 기로 자신감을 잃은 디자이

들은 자신의 디자인하우스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기

보다는 시류에 맞추어 매가 잘되는 안 한 아이템들을 선보 다.10)

패션디자이 들은 새로운 컬 션의 감을 과거에서 찾았다.1960년

의 쿠 주 룩(Courrèges Look),1970년 히피풍의 보헤미안 스타일

(Bohemianstyle),1920년 래퍼 룩(Flapperlook),1980년 의 디스코

룩(Discolook),1940년 의 리터리 패션(MilitaryFashion),1950년 의

우아한 클래식 룩,1980년 의 워 드 싱(PowerDressing),1970년 의

에 리오 푸치(EmilioPucci)의 사이키델릭한 린트(PsychedelicPrint)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트로 패션(RetroFashion)이 나타났다.아시

아,아 리카,남미,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민속풍의 의상이

으로 해석된 에스닉 룩(Ethniclook)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지루한 패션계에 ‘하이테크 패션(HightechFashion)’이라는 새로운 트

드가 등장했다. 런던의 패션디자이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은 “패션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신을 기술로부터 온다.”라고

밝히며,첨단 과학 기술과 신소재를 도입하여 옷의 형태와 기능에 신

을 가져왔다.11)2000년 컬 션에서는 섬유 유리 소재로 ‘엔진 달린 비행

기 드 스(AeroplaneDress)’를 발표하 는데,리모콘의 조작에 비행기의

날개가 열리 듯,옷의 형태가 변화하 다.2007년에는 소매 길이와 스커

트 기장이 기계 작동에 따라 변하는 ‘로보틱 드 스(roboticdresses)’를

발표해 놀라움을 선사했다.샬라얀의 하이테크 패션은 아직 성과 시

장성은 없지만 미래의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환경 문제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옷을 한 벌 구입할 때마다 환

경에 되지 않는지 고민하는 윤리 인 소비자들이 증가하 으며,피

8)Ibid.

9)Ibid.

10)Ibid.,p.431.

11)이민선,“후세인 샬라얀,”네이버캐스트,September21,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7071&leaf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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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PETA:PeoplefortheEthicalTreatmentofAnimals)와 같이 동물

보호를 한 세계단체들은 가죽이나 모피의 사용에 반 하는 운동을

개하기도 하 다.12)천연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가죽이

나 모피를 거부하는 “그린 럭셔리(GreenLuxury)”13)가 새로운 트 드로

등장하 는데, 표 인 디자이 는 국 출신의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가 있다.

2000년 에는 하이패션 랜드의 옷의 매출은 감소하 지만 유명

랜드의 핸드백,구두,선 라스 등과 같은 액세서리에 한 심이 높아

졌다.14)청바지와 티셔츠와 같이 옷차림은 간편하게 입고 신 유명 패

션하우스들의 ‘잇백(ItBag)’을 들어 부를 과시하는 것이 유행하 다.잇

백의 트 드는 1985년 라다의 나일론 백팩 열풍으로 시작되었으며,

표 인 ‘잇백’은 펜디(Fendi)의 ‘바게트 백(Baguette)’,루이 비통(Louis

Vuitton)의 ‘멀티칼라 모노그램 백(multicolored monogram)’,디오르

(Dior)의 ‘디텍티 백(Detective)’, 클로에(Chloé)의 ‘패딩턴 백

(Paddington)’,입 생 로랑(YvesSaintLauren)의 ‘뮤즈 백(Muse)’,발

시아가(Balenciaga)의 ‘자이언트 시티 백(GiantCity)’등이 있다.15)잇백

(ItBag)은 매 시즌 유행에 따라 칼라와 소재를 달리해서 바 어 등장하

여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면서 패션 디자인하우스의 주요 수입원의 하

나로 자리 잡았다.패션쇼는 이런 핸드백의 매출을 높이기 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로벌 패션시 를 이끄는 요한 축의 하나는 자라(ZARA),에이치

엔엠(H&M), 유니클로(Uniqlo), 탑샵(Top Shop)등과 같은 에스

SPA(SpecialityretailerofPrivatelabelApparel) 랜드이다.정보 통신

의 발달은 패션 비즈니스에 큰 향을 가져왔는데 쿠튀리에 혹은 유명

하이패션디자이 들의 컬 션은 발표와 동시에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SPA 혹은 패스트패션 랜드는 하이패션 디자이 컬

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상품을 단순화 시키고,이메일 등을 통해 제조

업자와 소통하여,빠른 시간 내에 렴하게 소비자들에 공 한다.16)모두

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유행성을 잃지 않

12)CharlotteSeeling,op.cit.,p.461.

13)Ibid.

14)Ibid.,p.388.

15)Ibid.,p.434.

16)이재정,박신미,op.cit.,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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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들로 패션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스트패션 랜드간의 경쟁이 차 치열해지고, 들의 취향이 고

화되면서 패스트패션 랜드들은 하이패션디자이 들과 함께 콜래보 이

션 컬 션을 진행하고 있다.2004년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와 스웨

덴의 패스트패션 랜드 H&M의 콜래보 이션 컬 션은 입고되자마자

매진되는 진기록을 낳았다.이후 H&M은 이 가와쿠보(ReiKawakubo),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베르사체(Versace),마르니(Marni),랑방

(Lanvin),베르사체(Versace),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등과

같은 하이패션 디자인하우스와 력한 컬 션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17)

일본의 유니클로(Uniqlo)는 독일의 패션디자이 질 샌더(JilSander)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하며 “+J”라인을 출시해 사업 인 성공을 거

두었다. 국의 랜드 탑샵(Topshop)은 슈퍼모델 이트 모스(Kate

Moss)와 함께 업하여 그녀 특유의 보헤미안 시크룩(BohemianChic

Look)을 매하고 있다.콜래보 이션은 하이패션 디자이 에게는

인 혜택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일반 에게는 디자이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해 즐길 수 있는 기회

가 되고 있다.

로벌 패션 시 의 새로운 창조 작품들 에 무엇이 패션이 될지 결

정하는 문지기들은 패션 언론,슈퍼모델,연 인, 들이다.주요 패션

소비국이 미국 보그(Vogue)의 안나 투어(AnnaWintour)가 지난 시

에 이어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의 발달로,할리우드

배우,팝 가수 등이 여 히 높은 패션 선도력을 보이고 있다.1990년

에 등장한 슈퍼모델(Supermodel)은 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용모로

화배우나 팝 가수 못지않은 인기를 리며 요한 패션 장이 되었

다. 로벌 패션 시 에 에 띠는 새로운 패션 장은 패션 블로거

(fashionblogger)다.그들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최신 패션 련한

을 게시하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8)한 달에 한 번 인쇄매체로 보

되는 패션 잡지와는 달리,인터넷 블로그는 매일 새로운 이 올라오

기도 하고 댓 을 달아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 의 심을 끌고 있

다. 라이언 보이(Bryan Boy),토미 톤(Tommy Ton),가랜스 도

(Garance Doré), 스콧 슈만(Scott Schuman), 타비 게빈슨(Tavi

17)CharlotteSeeling,op.cit.,p.431.

18)Ibid.,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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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vinson)와 같은 유명 블로거들은 이제 디자이 들의 패션쇼에 되

어 패션 리스트와 나란히 앉아 쇼를 람하고 디자이 의 뮤즈가 되

기도 하는 등,패션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앞서 고찰한 로벌 패션 시

의 창의성 발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로벌 패션 시 의 창의 발 요인 고찰

시대 1990년 2000년-

글로벌 패션 시대

패
션 
영
역

이
데
올
로
기

베이식 의상

미니멀리즘

에스닉 룩

역사주의

레트로 패션

스트리트 패션

해체주의 패션

트렌드의 혼재

레트로 패션
하이테크 패션

친환경 윤리적 패션

잇백

SPA 브랜드의 활약 패션의 민주화

사
회
구
조

거대 글로벌 럭셔리 패션 그룹(LVMH, 

PPR, Prada)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튀르

저급 기성복 사업

SPA 브랜드

부티크 패션

향수

라이선스

거대 글로벌 럭셔리 패션 그룹

프레타포르테

오트쿠튀르

저급 기성복 사업

SPA 브랜드

부티크 패션

향수

라이선스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교육

수습생활

가족사업

독학

아트스쿨전문교육

기
술 1990 인터넷 등장

패
션
현
장

패
션  
에
디
터

안나 윈투어

프랑카 소짜니

수지 멩케스

앙드레 레온 탈리

안나 윈투어

프랑카 소짜니

수지 멩케스

앙드레 레온 탈리

카린 로이트펠드

패
션 
선
도
자

대중

부유한 미국인

할리우드 배우

팝 가수

슈퍼모델

스포츠스타

대중

할리우드 배우

팝 가수

스포츠스타

유럽 왕실과 정치가

파워 블로거

중국 마켓

패션
디자
이너

톰 포드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마르탱 마르지엘라

앤 드뮐레미시터

드리스 반 노튼

헬무트 랭

질 샌더

지아니 베르사체

돌체 앤 가바나

미우치아 프라다

마크 제이콥스

후세인 샬라얀

니콜라스 게스키에르

스텔라 맥카트리

빅터 앤 롤프

피비 파일로

알렉산더 왕

스테파노 필라티

알바 엘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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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1)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

패션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49년 이탈리아의

패션도시 라노에서 탄생했다.외할아버지 마리오 라다(MarioPrada)

가 가죽 제품 매장인 ‘라다(Prada)’의 설립자로 1977년에 가업을 물려

받았다. 라다는 정치학도 출신으로 이탈리아 공산당원,페미니스트로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가했던 력이 있었다.소비주의의 상징이며,섹

시한 신체를 드러내며 여성미를 과시하는 패션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

는 역이었다. 라다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상 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 인 엘리트층을 한

‘나쁜 취향’의 옷,“어 리 시크(UglyChic)패션”19)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탄생시켰다.그녀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해 매

시즌 다른 주제,다른 창조 과정을 통해 다채로운 컬 션을 발표하면서

로벌 패션 시 의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그림 3-14-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

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문화· 술 지능, 응 지능,학문

지능, 인 계 지능이라는 인지 강 을 가지고 있다. 라다는 부유한

산층 출신으로 유년기부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었다.오

페라 가수를 장래 희망으로 꿈꾸기도 하 는데,피콜로 테아트로(Piccolo

Teatro)라는 라노 시립 상설 극장에서 팬터마임을 배우기도 했다.

라다는 완고한 집안 분 기로 술을 공할 수는 없었지만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열정을 지녀 후에 패션디자이 로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

다.이런 문화· 술을 향한 열정은 라다 라노 아르테(PradaMilano

19)NoëlPalomo-Lovinski,op.cit.,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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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라는 시장 운 ,‘라다 재단(FondazionPrada)’의 술 후원,

화 의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시 의 변화를 읽는 응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특히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민감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이 지니는 이미지, 랜드 가치를 제품의 물리 인 품질보다 더

요하게 여긴다는 을 악한 라다는 고 가죽 가방용품만을 고집하

여 부도 기에 놓인 라다 사업에 변화를 가했다.1988년 ‘라다

(Prada)’여성복 라인을 런칭해 랜드에 패션성을 가미했다.1990년

거 로벌 패션 기업화에 동조해 ‘헬무트 랭(HelmutLang)’,‘질 샌더

(JilSander)’와 같은 랜드를 인수하며 ‘X 로젝트’를 추진하 다.세

계 경제 기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랜드를 매각해 유

연하게 처하는 모습을 보 다. 라다는 높은 학문 지능을 가지고 있

다.그녀는 라노 학에서 정치학을 공했으며 ‘이탈리아 공산당과 학

교’라는 논문으로 박사학 를 받았다.20) 라다는 학문 지능을 이용하여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패션의 의미,여성성,아름다움에 해 탐구

결과를 옷에 담아내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유년기부터 옷을 좋아하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겼지만 문 으로 패션을 공부한 이 없다.따라서 그녀

는 스 치,재단,재 질 등 패션디자인에 직 으로 련된 기술을

갖추지 못해,시각표 (2D)지능,입체표 (3D)지능에 약 을 보이고 있

다.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실 해 수 있는 유능한 직원

들을 발탁하는 인 계 지능을 지녀,성공 인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비인지 능력은 개방성의 성격

특성과 사회 표 력의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다는 다양한

이력을 통해,세상에 한 호기심과 새로운 도 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

방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부유한 산층 출신이면서 라다는

1970년 이탈리아 공산당과 ‘이탈리아 여성 연맹 UDI(UnioneDonne

Italiane)’에 가입해 활발한 사회 운동을 하 다.21)반소비주의를 주창하

는 공산당원 출신인 그녀의 다음 커리어는 패션에 한 문지식 없는

상태에서 패션 가업을 계승이었다.이런 모순 인 행보는 그녀의 무궁무

20)GianLuigiParacchini,『 라다 이야기』,김 주 옮김 (서울:명진출 (주),2010),

p.89.

21)Ibid.,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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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호기심과 도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라다는 “나는 오늘날 사회

에 흥미를 느끼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22)고 밝혔는데,개방성을 바탕으로 패션

뿐만 아니라 미술,과학,요트,건축 디자인 등 범 한 분야로 활동

역을 넓히고 있다.23)

라다의 매력 자본은 독특한 패션 센스인 사회 표 력에서 나타나

고 있다.보수 인 부모님을 둔 탓에 자유분방한 의상을 입을 수는 없었

지만 항상 패션에 한 심을 가지고 있었다.청소년기에 이르러 라

다는 부모님께 반기를 들고 자유분방한 패션을 소화하 다. 라다는

“나는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피에르 가르뎅(PierreCardin),

그리고 이상한 국 패션들은 한 벌에 동시에 섞어 입었다.나는 무엇이

든지 처음으로 시도해야 했고,그것이 나에게 가장 요한 것이었다.”24)

이라며 당시를 회상하 다.그녀의 독특한 패션 센스는 발목 양말의 착

용에서 나타난다. 라다는 패션을 통해 노골 으로 능미를 드러내는

것에 반발하여,긴 생머리,헤어밴드, 어스커트,양말 차림을 즐겨하

다. 라다의 지 이며 순수미를 가진 옷차림은 ‘미우치아 룩’25)이라고

불리며 모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라다는 1949년 라노에서 탄생하 다. 라다 집안은 독실한 가톨

릭 집안이었으며,경제 으로 풍요로운 산층이었다.해군 출신의 아버

지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키웠다. 라다 형제는

오후에 반드시 낮잠을 자야했는데,그녀는 낮잠 신에 가상의 친구인

‘미우미우(MiuMiu)’를 창조하여 공상에 빠지곤 하 다.어린 시 래와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공상을 하는 것을 즐겼다.풍족한

집안 형편 덕분에 라다는 하이패션을 어린 시 부터 할 수 있었고,

패션에 한 심과 애정을 품게 되었다. 라다는 보수 인 부모님의 반

로 흥미를 품고 있었던 미술이나 음악을 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1960년 말 유럽사회는 68 명의 향으로 은 세 라면 구든

22)Ibid.,p.166.

23)Ibid.

24)“MiucciaPrada,”Vogue,accessedFebruary28,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Miuccia_Prada.

25)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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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 변 에 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 기를 조성되어 있었는데, 라

다는 정치학을 공으로 선택하 다. 라다는 이탈리아의 공산당에 가입

해 활동하는 부유층 자제들인 “귀족-공산주의자(Aristo-communist)”26)으

로서 활발하게 사회 운동에 참여하 다.그녀는 집회에 열성 으로 참석

하는 성실한 당원이었지만, 명 의상인 티셔츠와 청바지의 착용에는 동

조할 수 없었다. 라다는 당 유명한 리 디자이 의 의상에 스커트,

하이힐을 신고 집회에 참가해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라다는 술

을 사랑하는 보헤미안 인 요소와 완고한 부모님의 엄격한 훈육을 통해

얻은 보수성이라는 양극 인 성향을 동시에 지녀,독특한 가치 과 취향

을 가지게 되었다.이런 독특한 성향은 지 인 엘리트층을 한 ‘나쁜 취

향’의 패션이라는 독창 인 작품 세계를 낳았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이성애자이며,비즈니스 트 인

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Bertelli)[그림 3-14-b]와 1987년 결혼하여

2남을 낳고 안정 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차분하고 신 한 라다와

불같은 성격의 민한 사업가인 베르텔리는 최고의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외할아버지인 마리오 라다(MarioPrada)가 형제와 함께 설

립한 ‘라다(Prada)’를 이모와 어머니에 이어 계승한 라다는 재 남

편과 함께 패 리 비즈니스를 운 하고 있다.그녀는 특별한 건강 상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순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 인 창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2]와 같다.

26)“MiucciaPrada,”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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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미우치아 라다 창의성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문화·예술, 적응, 학문, 대인관계

약점 시각표현(2D), 입체표현(3D)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개방성

매력 

자본

사회적 표현력(긴 생머리, 헤어밴드, 플레어 스커트, 발

목 양말)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해군 아버지와 ‘프라다’ 창업자의 딸 어머니

보수적이고 완고한 부모님

가업 계승

귀족 공산주의자

성적

정체성
이성애자

결혼

여부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와 2남을 둠

건강 건강

② 역(domain)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77년 어머니와 이모에 이어 ‘라

다(Prada)’사업을 맡았다.20세기 ,외할아버지가 ‘라다(Prada)’를 운

하던 당시에는 이탈리아 왕가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

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1970년 에는 클래식한 고 가죽 제품만으로

는 소비자의 심을 끌기 어려웠다.27)생산 기술의 발달로 패션 상품의

품질 격차가 어들고 은이들이 패션의 리더로 떠오르면서 패션 제품

의 가치는 품질이 아니라 랜드가 가지는 이미지에 의존하게 되었다.

라다는 기존의 최고 가죽으로 만든 라다 가방과는 노후된 랜드에

신 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그녀는 은 층을 겨냥해 할아버지가 트 크를 보호하기 해서

27)이 ,“미우치아 라다,”네이버캐스트,June15,2011,accessedDecember21,

2012,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9686&leaf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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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방수천인 ‘포코노’원단으로 나일론 가방들을 제작하 다.1980년

반,패션모델,패션 리스트들과 같은 패션 선도자들이 실용성에

반해 검정색 라다 백팩을 도나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으

로 히트 아이템으로 떠올랐다.28)1985년 ‘라다 백팩’[그림 3-14-c]의 성

공으로 ‘라다(Prada)’는 신 인 액세서리 랜드로 이름을 날리게 되

었다.‘라다 백팩’의 성공은 잇백(ItBag)’트 드를 낳았다.핸드백이

의류와 액세서리를 제치고 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29)

1980년 말과 1990년 유럽의 유수 가방과 액세서리 랜드들은

제품의 패션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기 해서 여성복 라인

의 런칭이 새로운 트 드가 되었다. 라다도 동참하여 1988년 2월 여성

복 라인을 발표하 다. 기의 ‘라다(Prada)’컬 션은 아무런 심을

끌지 못했다,그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리터리 룩, 개가 들어

간 스웨터,망토 모양의 가운,웨지 힐 등 자신의 특색을 살린 아이템들

을 개발하여 라다만의 특색 있는 여성복을 제공하 다. 라다는 본인

과 같은 ‘지 인 엘리트층’을 겨냥한 ‘고 스러우면서 편안한 옷’을 발표

하 다.30) ‘라다(Prada)’ 여성복 라인은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장 폴 고티에(JeanPaulGaultier)등 다른 패션디자이 들이

추구하는 노골 인 섹시함을 지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이것은 여성의

진정한 매력은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가 아니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는 미우치아의 가치 이 표 되어 있다.31) 라다는 헬무트 랭(Helmut

Lang),질 샌더(JilSander),도나 캐런(DonnaKaren)등과 함께 1990년

미니멀리즘 패션을 이끌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93년에는 10 와 20 의 은

소비자를 상으로 한 렴한 기성복 라인을 런칭하 다.그녀는 유년시

자신의 상상 속의 친구인 ‘미우미우(MiuMiu)’를 랜드명으로 사용하

다.그녀는 “학창 시 에 내가 늘 동경하던 불량소녀”32)의 이미지를

가미했다며 세컨드 이블인 ‘미우미우(MiuMiu)’ 랜드를 설명하 다.

1993년 라다 남성복 라인,1997년 액티 웨어와 데님 라인인 ’라다

28)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p.98-102.

29)HarrietWorsley,『패션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김지윤 옮김 (서울:시드페이퍼,

2012),p.187.

30)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165.

31)Ibid.,pp.197-198.

32)“MiucciaPrada,”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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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아 로싸(PradaLineaRossa:Redline)’,1998년 ‘라다 스포츠’등

을 차례차례 런칭하면서 사업을 확장하 다.

1990년 LVMH,구 그룹 등 로벌 기업의 약진을 지켜보면서,

1998년 라다 커 은 이탈리아 최 의 명품 랜드 기업을 만들기 한

‘X 로젝트’를 진행하 다.‘헬무트 랭(HelmutLang)’을 시작으로 ‘질

샌더(JilSander)’, 국의 신발 랜드 ‘처치(Church)’,‘펜디(Fendi)’등을

차례차례 인수하 다.‘라다(Prada)’와 ‘미우미우(miumiu)’의 매 호조

로 2001년 미우치아 라다는 포 스(Forbes)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33)세계 경제 기로 부채

가 늘면서 라다는 2001년 LVMH에 ‘펜디(Fendi)’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헬무트 랭(HelmutLang)’과 ‘질 샌더(JilSander)’

를 처분했다.34)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라다는

1990년 부터 꾸 히 독창 이면서 ‘착용하기 편안한(wearable)’컬 션

으로 사업 인 성공을 거두며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

라다는 2002년 네덜란드 스타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에

게 의뢰하여 뉴욕 소호에 새로운 부티크를 열었다.쿨하스와의 업은

계속 이어져 2004년 로스앤젤 스 매장과 샌 란시스코 부티크를 열었는

데,이 세 매장은 모두 명소가 되었다.도쿄의 래그십 스토어는 2003년

건축가 자크 헤어 크(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뫼른(Pierre de

Meuron)가 지었는데,‘라다 에피센터(PradaEpicenter)’[그림 3-14-d]

라고 불리며,쇼핑과 함께 시나 공연을 통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35)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당신은 창의성과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야 한다. 실은 매가 당신이 하는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치

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36)라는 상업주의

인 을 가지고 있다. 라다는 연 인,패션모델과 같은 특정 패션 피

을 한 옷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착용하기 편안한 옷을

만드는 것이 요하다고 역설하 다.따라서 매 시즌 트로 패션,에스

33)Ibid.

34)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p.246-250.

35)이 ,“미우치아 라다,”네이버캐스트.

36)NoëlPalomo-Lovinski,op.cit.,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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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룩,스트리트 패션 등 다양한 주제에서 감을 받아 흥미로우면서

제된 의상들을 발표하면서 트 드 세터로 자리매김하 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은 다

른 디자이 들과 차별 을 갖는다.그녀가 다른 패션디자이 들과 달리

패션 스쿨에서 통 인 교육을 받거나,디자인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하지 않았다.열렬한 공산당원으로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패션을 창조하

는 패션디자이 라는 직업은 그녀의 가치 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라

다는 “당시의 나는 여성 해방 운동을 열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옷,가

방,신발을 만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 다.

솔직히 말해보자.패션은 정말 요한 것은 아니다.패션은 어리석고 경

박하다.내 말은 패션은 그 스커트와 몇 개의 가방이라는 것이다.나는

한 번도 디자이 가 되려고 결심한 은 없었다.그런데 결과 으로 디자

이 가 되어 있었다.”37)라고 밝혔다. 라다의 문기술의 결여,패션산업

에 해 의구심은 다른 디자이 와는 차별화된 에서 패션을 바라보

도록 해주었다.아웃사이더라는 치는 패션의 습과 통에 얽매이지

않아 패션 디자인에 오히려 넓은 시야를 제시하 다.38)스 치,재단,바

느질 등을 할 모르는 라다는 유능한 디자이 를 고용하여 자

신의 콘셉트를 실화시켜 나가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와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 신소재

와 신기술의 도입에 극 이었다. 라다는 고 가방은 가죽으로 만들

어졌다는 편견을 깬 나일론 포코노 가방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신

인 소재의 사용은 ‘라다(Prada)’ 랜드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라다

는 이탈리아의 원단 업체들과 력하여 다양한 신소재들을 개발하 다.

2007년에 원단을 녹이는 기법을 이용하여 불균형한 텍스처의 주름원단을

개발해 독특한 재질감을 완성하 다.39)2008년 가을 컬 션의 오버사이즈

의 이스 원단[그림 3-14-ef],2011년 가을 컬 션에는 투명한 디스크인

이에트(paillettes)을 달은 드 스[그림 3-14-g]등의 신소재 사용으로

디자인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다. 라다는 첨단 하이테크 제품들과

업을 통해 랜드에 신 인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라다는 LG 자

37)“MiucciaPrada,”Vogue.

38)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25.

39) Andrew Bolton and Harold Koda, Schiaparelli & Prada: Impossible

Conversations,(New York:YaleUniversityPress,2012),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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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종의 라다 핸드폰을 출시하

고,2012년 자동차와 함께 제네시스 라다(GenesisPrada)를 제작하

기도 하 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80년 말 등장한 이래 패

션의 주요 트 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라다의 인기의 시작은 포코노 원

단으로 만든 나일론 백팩이었다.가방은 가죽으로 만들어야한다는 편견을

깨고,조 하게 제직된 나일론 원단으로 만든 백팩은 패션산업에 종사하

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할 핸드백으로 떠오며 세계 으로 반

향을 일으켰다.40)핸드백에 이 게 큰 심이 쏠렸던 것은 처음이었으며,

잇백(itbag)트 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페미니스트 공산당원 출신의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가 21

세기를 이끄는 주요 패션디자이 가 된 것은 모순 이다. 라다는

사회에서 패션의 요성과 타당성에 한 고민과 탐구를 창조활동에 담

았다.41)그녀는 패션을 유혹으로 보는 제한 사고에서 벗어나,패션은

오늘날 자기를 표 하는 “순간 인 언어”42)라는 결론에 도달했다.여성

의 신체에 아름다움에만 집착하는 반발하여 본인과 같은 지 인 엘리트

층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옷을 제공하 다.

1990년 ‘라다(Prada)’ 랜드는 미니멀리즘 패션을 선도하 다.넓은

어깨의 워 드 싱(PowerDressing),바디 컨셔스 룩 등 노골 으로 능

미를 드러내는 패션 트 드가 우세하던 시 , 라다는 “입고 싶은 옷을

찾을 수 없어 여성복 라인을 런칭하게 되었다.”43)라고 밝혔다.“ 라다가

사랑받는 것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기 때문이다.”44)라고 하 는데, 라다

의 의상은 고 스러우면서 제미를 갖추어 일상복으로 착용이 용이한 것

이 특징이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패션의 습이나 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만의 직 과 본능을 따른 디자인을 진행하 다.“ 사회라

는 맥락 속에서 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궁극 인 질문을 던

지면서 수공 ,여성성,아름다움,성숙미 등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 다.45) 라다는 아름다움에 한 고정 념을 괴하기 해

40)CharlotteSeeling,op.cit.,p.434.

41)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25.

42)Ibid.

43)Andrew Bolton andHaroldKoda,op.cit.,p.43.

44)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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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추를 선택하 다.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흉한 비율,여러 개의 패

턴을 결합한 복고 인 스타일링[그림 3-14-g],일상 이지 않는 칼라 조

합,소재의 비 습 인 사용 등을 통해 통 인 여성의 이상미에 도

하며 “어 리 시크(UglyChic),”46)“시크를 반 하는 시크함(Anti-Chic

Chic)”47)[그림 3-14-h]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은 흥미를 끌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다고 해

도 무슨 상 인가?가장 요한 것은 리티이며,내가 리티라고 말할

때는 사고의 리티를 의미한다.”48)을 밝혔는데,여성들에게 ‘나쁜 취향’

의 옷을 제공해,여성의 피상 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성미에 주목하도

록 하 다. 라다의 “어 리 시크(UglyChic)”룩은 20세기 패션에서 아

이디어를 얻어 21세기 트로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으며,섹시한 아

름다움을 강요당하는 여성에게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한 “패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는 사람들이 착용하기 좋은(wearable)옷을 만드는 것이며,그것이 제일

의 그리고 가장 요한 옷의 특징이다,”라고 밝혔다.자신의 술 인 창

조 작업에 도취되어 착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다른 패션디자이 와의 차

별 이다.그녀는 “당신은 창의성과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

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실은 매가

당신이 하는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치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49)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옷을 입기

를 희망하 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문화변화를 측하는 놀라운 재능,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철학 ,정치 ,페미니즘 인 에서 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라다의 지성미가 넘치는 패션은 술성과 상

업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다는 사업 성공을 바

탕으로 다양한 문화· 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다 커 은 술 작

품의 열렬한 애호가로,1993년에는 라노에 ‘라다 필라노 아르테

(PradaMilanoArte)’라는 시장을 오 하 다.다양한 시회를 진행하

면서 부부는 신진 작가들에 한 심이 커졌다.두 사람은 1995년 ‘라

45)NoëlPalomo-Lovinski,op.cit.,p.68.

46)Ibid.,p.69.

47)SimoneWerle,op.cit.,p.107.

48)DeborahBee,op.cit.,p.86.

49)NoëlPalomo-Lovinski,op.cit.,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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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단(FondazionPrada)’을 설립하고 시회 개최와 함께 은 술가

들에게 경제 후원을 주는 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 다. 술 사학

자인 라비오 카롤리(FlavioCaroli)는 “미우치아는 가난한 우익보다 부

유한 좌익이 훨씬 더 사회에 이익을 다는 것을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확인시켜 표 인 사람”50)이라고 평가하며 ‘라다 재단(Fondazion

Prada)’의 사회 인 환원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 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90년 이래 패션의 주요 트

드를 결정짓는 요한 디자이 로 자리매김하 다.2000년 뉴욕 타임즈

“미우치아 라다는 타고난 디자이 는 아니지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51)라고 그녀의 향력을 인정하 다. 라다는 1993년 미국

CFDA에서 ‘올해의 액세서리 상’,1995년 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

(NeimanMarcus FashionAward),2004년 미국 CFDA ‘올해의 해외

디자이 상’을 수상하 다.2012년 그녀의 작품들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엘자 스키아 리(ElsaSchiaparelli)의 작품들과 함께 “스키

아 리와 라다:불가능한 화(SchiaparelliandPrada:Impossible

Conversations)”라는 이름으로 시가 되어 술성을 인정받았다.52)앞

서 고찰한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

인을 정리하면 [표 3-23]와 같다.

50)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p.237-245.

51)“MiucciaPrada,”Vogue.

5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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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미우치아 라다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1990년대 이후 패션의 주요 트렌드를 결정

잇백, 미니멀리즘 패션, 레트로 패션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민감

패션 가방과 악세서리 브랜드의 기성복 라인 런칭

글로벌 패션 기업 프로젝트 진행

상업주의 지지

사회 

구조

밀라노 대학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1977년 외할아버지 가업 계승

유능한 디자이너 입

기술적 

측면

하이테크 소재 

프라다 핸드폰,자동차 프라다 제네시스 출시

패러

다임

패러

다임

지적인 엘리트층을 위한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옷

1985년 ‘프라다 백팩’ 잇백 열풍

미니멀리즘 패션

레트로 패션

어글리 시크(Ugly Chic)

“착용하기 좋은(wearable) 옷”

프라다 재단(Fondazion Prada) 운영

증거

2004년 안나 윈투어 “밀라노 도시의 생명줄”

2000년 뉴욕 타임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1993년 미국 CFDA에서 ‘올해의 액세서리 상’ 수상

1995년 니먼 마커스 패션 어워드

2001년 포브스(Forbes)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2004년 미국 CFDA ‘올해의 해외 디자이너상’ 수상

2005년 타임(Time)지 “세계에서 가장 향력 있는 사람 100

인”

2006년 소설, 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12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스키아파렐리와 프라다: 

불가능한 대화”라는 전시

③ 장(field)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은 가업을 계승하기 해 패션계에

입문하 다.어린 시 부터 옷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실하게 패션디자

이 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 정체성을 찾는데 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라다의 창의성 발 에는 그녀가 패션의 존재의 이유

와 당 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돕는 패션 장 사람들이 존재 한다.

라다의 멘토는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이다.그녀는 입 생

로랑의 옷을 즐겨 입으며,패션에 한 열정을 키웠다.53) 생 로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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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독립 이고 활동 인 여성들을 해서 클래식하고 단순한 디자

인을 바탕으로 한 지 인 패션들을 선보 다.생 로랑은 자가용을 직

운 해 직장에 출근하고 신문을 읽는 자신감에 찬 여성이 바로 그

가 원하는 여성상이라고 밝혔는데,팬츠 슈트 등 우아함과 활동성을 주

는 지 인 여성복을 제안하 다.열렬한 페미니스트 던 라다는 그녀

역시 생 로랑과 같이 독립 인 여성을 뮤즈로 삼아 편안하면서

제미가 있는 스타일을 제공하 다.

라다의 외할아버지인 마리오 라다(MarioPrada)는 1913년 형제와

함께 ‘라텔리 라다(FratelliPrada)’라는 고 가죽 제품 문 매장을

설립하 다.54)이탈리아 왕실을 비롯한 유럽의 왕실에 납품할 정도로 우

수한 품질의 가죽 제품을 제조해서 매하 다.외할아버지가 1958년에

사망한 후에는 이모인 난다와 어머니 루이사가 사업을 이어받아 운 하

다.마리오 라다는 패션디자이 미우치아 라다의 비즈니스 기반

을 제공하 고,품질에 한 집착과 장인정신을 물려주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열정 인 지지자는 남편이자 사업

가인 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Bertelli)이다. 라다는 1978년 국제 피

박람회 미펠(Mipel)에서 ‘라다(Prada)’제품을 복제해서 매하던 베

르텔리를 만나게 되었다. 라다는 정열 인 사업가인 베르텔리의 사업

인 비젼을 높이 사고 그에게 문 경 인 자리를 맡겼다. 라다는 “베르

텔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업을 포기했을 것”55)이라고 밝히기도 하 는

데,그는 신 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라다의 창조 재능을 존 하고

새로운 장르로의 도 을 부추겼다.신발 라인,여성복 라인 등 사업의 다

각화를 통해 라다 제국을 건설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에 지가

넘치고 도 을 즐기는 베르텔리의 동물 인 사업 감각과 침착하고 평온한

미우치아의 독특한 취향과 감각은 라다 하우스에 좋은 시 지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보그(Vogue)의 편집장 안나 투어(AnnaWintour)는 라다

의 열렬한 지지자이다.그녀는 2004년 인터뷰에서 “나는 미우치아에게

당신이 우리 모두를 라노로 오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했다.그녀

는 라노 도시의 생명 이 되었다.”56)라며 라다가 라노 패션에 미

53)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220.

54)이 ,“미우치아 라다.”

55)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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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력을 설명하 다.안나 투어(AnnaWintour)는 평소 라다

의 의상을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그녀를 소재로 삼은 소설의

제목은 ‘악마는 라다를 입는다(DevilWearsPrada)’이다.이 소설은

2006년 화화되기도 하 는데,이 화의 흥행은 ‘라다(Prada)’랜드

에 한 의 인지도를 증가시켰다.

2012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패션 큐 이터 앤드류 볼튼

(Andrew Bolton)과 해롤드 코다(HaroldKoda)는 이탈리아 두 여성 패션

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와 엘자 스키아 리(Elsa

Schiaparelli)의 작품의 시를 기획하 다.“스키아 리와 라다:불

가능한 화(Schiaparelliand Prada:Impossible Conversations)”라는

이름의 시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

지엄에서 열렸는데,수많은 객들을 사로잡았다.57)

패션에 한 문기술이 없는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재

능 있는 디자이 비오 잠베르나르디(FabioZambernardi)을 고용하

다.잠베르나르디는 보석 디자인 학교,치과 학 진학 등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1997년 라다 하우스에 입사하 다.58)바느질,자수,스 치,

재단 등을 할 수 없는 라다를 신해 그녀의 테마,콘셉트,취향

을 실화 작업을 통해 옷으로 완벽하게 구 해주고 있다.앞서 고찰한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

하면 [표 3-24]와 같다.

[표 3-24]미우치아 라다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입 생 로랑

지지자

프라다 창업자 마리오 프라다(Mario Prada)

비즈니스 파트너 : 파트리치오 베르텔리

패션에디터 : 안나 윈투어

패션 큐레이터 : 앤드류 볼튼, 해롤드 코다

경쟁자 -

추종자 고용인: 파비오 잠베르나르디

56)“MiucciaPrada,”Vogue.

57)Ibid.

58)GianLuigiParacchini,김 주,op.cit.,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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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 논의

이탈리아 패션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90년

이래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세상을 바꾸는 정치가를 꿈꾸던 라

다는 문화변화를 측하는 놀라운 재능,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철학 ,

정치 ,페미니즘 인 에서 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문화· 술 지능,학문 지능과 같은

교양 련 인지 능력과, 응 지능, 인 계 지능과 같은 사회성 련

인지 능력과 소유하고 있다. 라다는 개방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녀는 패션에 한 아무런 문지식 없이 패션디자이 의 길에

입문하 다. 통 인 패션교육의 부재는 그녀의 직 과 본능에 충실한

독창 인 작품들로 나타났다. 라다는 풍부한 사회 표 력으로 매력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그녀는 데뷔 이래 긴 생머리,헤어밴드,무릎 기

장의 어스커트,발목양말,통굽 구두59)등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

이고 있는데,‘미우치아 룩’60)이라고 불리며 사랑받고 있다.뉴욕 타임즈

매거진(New YorkTimesMagazine)은 그녀의 패션센스를 “ 년부인과

날라리 여학생을 섞어놓은 옷차림”61)이라며 평하기도 하 다. 라다는

동업자인 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Bertelli)와 결혼하 는데,보헤미

안 술가인 라다와 냉철한 사업가 베르텔리의 결합은 높은 시 지 효

과를 거두며 사업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77년 망해가는 가업을 잇기

해 패션계에 뛰어들었고,나일론 원단으로 제작한 명품백인 나일론 백팩

의 성공으로 주목받기 시작하 다.1여성의 능미만을 추구하는 당 의

패션에 반발하여 1980년 후반,지 인 엘리트층을 타깃으로 한 ‘라다

(Prada)’의 기성복 라인을 런칭하 다.1990년 미니멀리즘 패션 트 드

를 이끌었다.이후,아름다움에 한 고정 념을 괴하기 하 추를 선

택해,이상한 비율,어울리지 않는 칼라의 조합,비 습 인 소재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어 리 시크(UglyChic)’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 다. 라다의 옷들은 패션모델과 같은 완벽한 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즐겨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형화된 외모,섹

시한 몸매를 강요받던 여성에게 자유를 선사하 다. 라다는 ‘착용

59)Ibid.,pp.68-79.

60)Ibid.,p.55.

61)Ibid.,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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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편안한(wearable)’옷을 만드는 것이 요하며,더 많은 여성들이

착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격변하는 패션시스템의 변화에도 유연

하게 처하고 있다. 라다는 “나의 직업은 여성,아름다움, 시

라는 매우 복잡한 것들을 옷이라는 간단하고 진부한 것으로 표 하는 것

이다.”62)라고 밝히면서 매 시즌 새로운 주제의 컬 션을 선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라다 재단(FondazionPrada)’을 설립해 은 술가들을

후원하면서 문화 술의 발 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창의성 발 의 극 인 지지자는

미국 보그(Vogue)의 안나 투어(AnnaWintour)로 라다의 의상을 즐

겨 착용하며 라다의 ‘어 리 시크(UglyChic)’패션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고찰한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창의성 발 을 정리한 창

의성 모형은 [그림 3-13]와 같다.

[그림 3-13]미우치아 라다 창의성 연구 모형

62)NoëlPalomo-Lovinski,op.cit.,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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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a] 패션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

[그림 3-14-b] 미우치아 프라다와 

남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

[그림 3-14-c] 나일론 ‘포코노’

원단으로 만든 프라다 백팩

[그림 3-14-h] 도쿄의 

프라다 플래그십 스토어, 프라

다 에피센터

[그림 3-14-d] 2008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오버사이즈 레이스 

원단으로 만든 앙상블

[그림 3-14-e] 2011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1960년대 

패션에서 감을 받은 파이에

트 장식의 미니드레스 

[그림 3-14-g] 2012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여러 가지의 패턴

을 결합한 복고적인 앙상블

[그림 3-14-h] 201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전시 기념 미

국 보그(Vogue)의 화보

[그림 3-14]미우치아 라다와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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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패션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국의 패션디자이 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은 1993년 엉덩이의 골을 노출시키는 ‘범스터즈

(bumsters)’으로 패션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등장하 다.63) 맥퀸은

1992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CentralSaintMartinsCollegeof

ArtandDesign)을 졸업하면서 발표한 컬 션으로 패션 아이콘이자 향

력 있는 에디터 이사벨라 블로우(IsabellaBlow)의 에 띄어 디자이 로

데뷔하게 되었다.맥퀸의 작품들은 거칠고 어두운 감성을 완벽한 테일러

링으로 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1996년부터는 지방시

(Givenchy)하우스의 크리에이티 디 터로 활약했으며,2001년부터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이블을 패션의 본고장인 리 컬

션에서 발표하 다.맥퀸은 인간,사회,패션,이상미 등을 주제로 삼아

강렬한 감정과 충격을 주는 인 의상과 패션쇼로 감동을 주었으며,

2010년 스스로 삶을 마감하 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그림 3-16-a]의 창

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

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입체표 (3D)지능,학문 지능,

언어 지능,문화· 술 지능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맥퀸은 16세부

터 2년간 런던의 고 맞춤 남성복 거리인 새빌 로(SavileRow)에서 수

습생활을 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이 후,무 의상 제작업체,남성

복 디자이 코지 타츠노(KojiTatsuno)의 디자인하우스, 라노의 로메

오 질리(RomeoGigli)의 디자인하우스, 리 지방시(Givenchy)쿠튀르

하우스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맥퀸은 16세기

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 의상, 국 통의 맞춤 남성복,오트쿠튀르 의

상에 이르기까지 6개의 서로 다른 재단 기술을 마스터해 뛰어난 입체표

63)CharlotteSeeling,op.cit.,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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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지능 갖추게 되었다.64)맥퀸은 입체표 (3D)지능을 바탕으로 아

이디어를 옷으로 자유자재로 구 할 수 있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뛰어난 학문 지능을 가지고 있

다.그는 학창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심 있는 주

제에 해서 집 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보조디자이 사라 버

튼(SarahBurton)은 맥퀸은 두뇌회 이 매우 빠르고 쉽게 싫증을 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가져왔다고 회상하 다.65)맥퀸

은 자신의 가계도,역사 사건,환경문제 등에 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조하 다.그는 한 뛰어난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

다.맥퀸의 패션쇼는 이고 충격 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맥퀸은

패션쇼가 끝난 후 컬 션의 주제에 해 패션 언론에 조리 있게 설명하

며 작품의 설득력을 더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어린 시 부터 다양한 문화·

술 분야에 심을 보 다. 국 청소년 조류클럽(the Young

Ornithologist'ClubofGreatBritain)에 가입하여 새를 찰하고,수 발

(synchronizedswimming)를 배웠으며,가스펠을 부르는 것을 좋아해 흑

인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 다.66)그의 문화· 술 지능은 패

션쇼를 종합 술의 장으로 만들었다.그는 음악에 맞추어 패션모델들이

걸으며 옷을 보여주는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상,음악,무 연출 등

에 극 인 효과를 추가하여 패션쇼를 행 술의 형태로 승격시켰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비인지 능력은 성격 특성

과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주요 성격 특성으로 감수성과 독립성이었다.맥퀸은 내향 인 성격의

조용한 소년으로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새를 찰하면서 시간을 보냈

다.맥퀸은 독특한 취미와 동성애 성향으로 따돌림의 상이 되기도 하

다.그러나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시간은 맥퀸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품게 하 고, 민한 감수성을 주었다.맥퀸의 감수성은

보는 객들에게 충격과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패션쇼에서 잘 드러

나고 있다.지나치게 민감하고 섬세한 성격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해 결

64)SimoneWerle,op.cit.,p.145.

65) Andrew Bolton,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New York: The

MetropolitanMuseum ofArt,2011),p.226.

66)Ibid.,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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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자살에 이르게 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독립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맥퀸의 독립성은 작품의 주제 선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그는 다른

디자이 들이 다루지 않는 불편하고 충격 인 주제를 택해 독창 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맥퀸은 그로테스크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는데,

죽음,학살,강간,유령,정신병,환경 괴,부패, 쟁,종교,섹스,공포 등

다른 패션디자이 들이 다루지 않는 불편한 주제들을 선택해 불쾌감,충격

을 자아내었다.맥퀸의 독립성은 상업성을 강조하는 패션 풍토에 한 반

발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1996년 지방시(Givenchy)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재직 당시,특유의 인 컬 션을 선보여 2001년 해고를 당했다.맥

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VMH라는 거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업

성을 강요당하고,창의성에 심각한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그는 한 지

방시(Givenchy)에서 보낸 시간은 “징역형(prisonsentence)”을 사는 것 같

았다고 불평하 다.67)맥퀸은 상업 인 성공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술

표 ,창의성 발 에만 집 하는 태도를 보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매력 자본이라는 비인지 능력

을 가지고 있다.맥퀸에게 두드러지는 매력 자본의 요소는 사회 기술과

사회 표 력이다.그는 1993년 길이가 매우 짧아 골반 와 엉덩

이 골이 노출시키는 범스터(Bumster)바지와 스커트를 처음으로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그의 이고 충격 인 디자인은 그에게 “패션계

의 악동”,“ 국 패션계의 훌리건”68)이라는 별명을 가져왔다.맥퀸은 사람

들이 악동이라는 이미지에 열 한다는 것을 악하 다.실제로 맥퀸은

불량함과 거리가 먼 내향 인 소년이었지만,공격 인 언사와 건방진 행동

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인기를 끌었다.맥퀸은 “ 랑스 오트쿠튀르 자수

는 꼭 구토를 해 놓은 것을 비슷하다.69)라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

고,1995년 패션쇼에서는 런웨이에서 바지를 내려 에게 인사를 하는

등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70)크리스찬 디오르(ChrisitianDior)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신사다운 매 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듯이 맥퀸은 빈민가 출신

의 반항아다운 돌출행동으로 패션 언론과 들의 사랑을 받았다.

67)NoëlPalomo-Lovinski,op.cit.,p.174.

68)HywelDavies,박지호 옮김,op.cit.,p.19.

69)CharlotteSeeling,op.cit.,p.327.

70)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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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개성 있는 옷차림의 소유자로

사회 표 력을 보 다.패션쇼의 피날 에서 보여주는 체크무늬 셔츠,

흰색 티셔츠,아래로 내려 입은 청바지로 구성된 그런지 룩(Grungelook)

은 그의 악동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주었다.특히 2005년 마약 복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모델 이트 모스(KateMoss)를 지지하기 해서 입은

“WeLoveYouKate”라는 문구의 티셔츠는 화제가 되기도 했다.맥퀸은

2003년 식이조 을 통해 체 을 감량에 성공한 이후 다양한 패션 센스를

선보 다.71)특히 길을 끈 것은 스코틀랜드 통 남성복인 킬트(kilt)차

림이었다.맥퀸은 스코틀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요시 여겼는데, 요한 공식행사에 킬트(kilt)차림으로 나타나,남성 패션

리더들의 킬트 패션의 유행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사회·심리학 요

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리 알 산더 맥퀸(LeeAlexanderMcQueen)은 1969년 런던 남

쪽의 루이셤(Lewisham)에서 태어났다.택시 운 사 던 아버지 로날드

맥퀸(RonaldMcQueen)와 어머니 조이스(Joyce)사이의 3남 3녀 막내

로 탄생하 다. 업주부 던 어머니는 후에 계보학을 연구하 는데 맥퀸

의 작품 활동에 큰 향을 끼쳤다.맥퀸은 어린 시 매형이 이를 폭행

하는 가정 폭력의 장을 목격하 다.맥퀸은 어린 조카들과 함께 무기력

하게 장을 지켜 본 것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여성을

강하고 인 존재로 보이게 하는 그의 여성복 디자인에 큰 향을

끼쳤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1977년 자신이 8살이었을 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아차렸다고 회상하 다.그는 18세에 가족들에게

커 아웃을 하 는데,맥퀸의 아버지는 그가 기기사나 배 공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패션디자이 를 꿈꾸는 게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72)맥퀸의 성 취향은 어린 시 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원인이 되었고,불안한 심리 상태와 작품 활동에 향을

미쳤다.맥퀸은 2000년 여름 동성연인이었던 다큐멘터리 화감독인 조지

71) “DIET QUEENS,” Vogue,January 20,2003,accessed February 28,2013,

http://www.vogue.co.uk/news/2003/01/20/diet-queens.

72) “Alexander McQueen,”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Alexander_Mc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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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스(GeorgeForsyth)와 결혼하 다가 1년 만에 경을 맞았다.73)2000

년 맥퀸은 24시간 티를 벌이기도 하고,코카인 독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맥퀸은 2007년 그를 패션계에 데뷔시켜 은인

인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Blow)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이

후 극심한 우울증과 약물 독에 시달렸다.맥퀸은 어머니 조이스 맥퀸

(JoyceMcQueen)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9일 후인 2010년 2월 11일 자

살로 생을 마감했다.앞서 고찰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5]와 같다.

[표 3-25]알 산더 맥퀸의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입체표현(3D), 학문, 언어, 문화·예술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감수성, 독립성

매력 

자본

사회적 기술

사회적 표현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 로날드 맥퀸의 노동자 계층

계보학자인 어머니 조이스

어린 시절 매형의 가정폭력 목격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

결혼

여부
다큐멘터리 화감독  결혼 후 1년 만에 파경

건강
2000년대 초 코카인 중독, 어머니 죽음 후 우울증을 

자살

② 역(domain)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창의성 발 요인에 향을

역 특성 요인을 패션 이데올로기,사회구조,기술이라는 사회·문화

맥락과 패러다임으로 분류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1985년 어머니의 권유로 새빌

로(SavileRow)에서 수습생으로 테일러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패션계

에 입문하 다.당시 새빌 로의 양복 들은 부리기가 쉽다는 이유로 정

73)CharlotteSeeling,op.cit.,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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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패션교육을 받은 수습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74)어린 시 부터 패션디자이 를 꿈꿨던 맥퀸은 재단사들에게

궁 한 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묵묵히 일하면서 국의 통 맞춤 남

성복 재단 기술을 착실히 익혔다.무 의상 제작 업체,아방가르드한 남

성복 디자이 코지 타츠노(KojiTatsuno), 라노의 로메오 질리

(RomeoGigli)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1990년 권 있는 패션 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CentralSaintMartinsCollegeofArt

andDesign)의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기를 마련하 다.뛰

어난 재단사 던 맥퀸은 문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디자이 로서의 변신

을 꾀하게 되었다.1992년 그의 학원 졸업 작품인 ‘잭 더 리퍼(Jackthe

Ripper)’컬 션이 국 보그(Vogue)에디터 출신의 스타일리스트인 이자

벨라 블로우(IsabellaBlow)의 에 띄면서 그의 인생에 큰 환기를 가져

왔다.블로우는 맥퀸에게 본래 이름인 리(Lee)를 빼고 ‘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으로 활동하기를 권하 고,수많은 인맥을 이용해

그의 데뷔를 극 으로 도왔다.75)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그로테스크한 것에서 아름다움

을 찾았는데,충격 이고 인 컬 션으로 패션계가 제안하는 이상

미에 도 했다.그는 1993년 가을/겨울 컬 션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으로 런던 패션계에 정식 데뷔하 다.이 때, 길이가 매우 짧

아 골반 와 엉덩이 골이 노출되는 범스터(Bumsters)바지와 스커트를

처음으로 발표하 다.패션 역사상 처음으로 치골을 노출시킨 범스터

(Bumsters)[그림 3-16-b]는 큰 충격을 가져왔는데,맥퀸은 “남성과 여성

의 신체 에로틱한 부분인 척추 부분을 연장시키기 원했다.”라며 디자

인 의도를 설명하 다.76)범스터는 가슴,허리,등,다리 등 기존 패션에

서 강조해온 에로틱한 신체 부 에 치골과 엉덩이 골을 새롭게 포함시켰

고,로우 라이즈 팬츠(Low-risepants)의 유행을 가져왔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한 수퍼모델들이 아닌 비

습 인 모델들과 작업을 함께 하며 아름다움의 본질에 한 화두를 던졌

74)Andrew Bolton,op.cit.,p.18.

75)“AlexanderMcQueen,”Vogue.

76)권유진,“범스터,”네이버캐스트,July6,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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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99년 /여름 컬 션 ‘13번(NO.13)’에서는 장애인 올림픽 챔피언

에이미 멀린스(AimeeMullins)는 고운 문양이 부조로 새겨진 목재 의족

을 착용하고 런웨이에 등장했다.이 컬 션은 잡지 ‘데이즈드 앤 컨퓨즈

드(Dazed& Confused)’1998년 9월호에 에이미 멀린스(AimeeMullins)

를 비롯한 장애인 모델들이 착용하고 나와 화보[그림 3-16-c]로 재탄생

되었는데,“미의 본질은 패션모델의 아름다운 몸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77)이라는 그의 철학을 표 하 다.2001년 /여름 컬

션 ‘VOSS’패션쇼는 정신병원의 감 실로 보이는 방을 무 로 해 펼쳐

졌다.방 안에 다른 작은 방에는 철가면을 쓰고 라스틱 호흡 튜

를 물고 있는 풍만한 나체의 여성[그림 3-16-d]이 워있었다.머리에

붕 를 두른 아름다운 모델이 모델들이 탈출을 원하듯이 유리창에 기

어 있었다.거 한 체구의 여성과 일반 으로 아름다운 모델의 비를

통해 패션에서 강요하는 이상 인 여성미로부터의 해방을 구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이것은 사업이고 돈을 벌어

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디자인을 할 때 바이어들을 염두에 두면,

그 컬 션이 성공 이지 않다.이런 상업주의 인 사고는 창조의 동력이

되는 창의성을 잃을 험성을 가지고 있다.”78)라며 상업주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 다.맥퀸은 1996년 지방시(Givenchy)하우스에서 근무할 당

시 매가 되는 우아한 여성복을 디자인하기 원하는 LVMH의 경 진과

마찰을 빚어,2001년 해고를 당했다.맥퀸은 2000년 자신의 이블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지분의 51%를 구 (Gucci)그룹에게

넘겼다.79)이 거래로 맥퀸은 재정 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후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최고 소재들,트리 ,장식 기법 등을 마

음껏 사용한 신 인 컬 션 개발과 격 인 패션쇼 연출에 몰두 할

수 있었다.그러나 2004년 구 구룹의 경 진 교체로 ‘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이블이 존폐 기에 처하자 맥퀸은 유연한 처

를 통해 변화하는 패션 시스템에 응하는 모습을 보 다.2007년 렴

한 캐주얼한 라인인 맥큐(McQ)를 런칭하고80)핸드백,신발,스카 등

액세서리 라인을 보강하여 높은 매출을 올려 기를 극복하 다.

77)Andrew Bolton,op.cit.,p.22.

78)Ibid.,p.24.

79)Ibid.,p.23

80)BonnieEnglish(2009),op.cit.,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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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맥퀸은 패션디자이 가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호

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새빌 로(SavileRow)에서의 2년간의

수습생활을 하여 국 통 남성복 테일러링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엔젤

스 앤드 버먼스(Angels&Bermans)라는 무 의상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면

서 역사의상의 의복 구성법을 익힐 수 있었다.알 산더 맥퀸 컬 션의 주

요 테마 하나인 19세기 여성복에 한 지식과 기술도 이때 습득하 다.

아방가르드한 남성복 디자이 코지 타츠노(KojiTatsuno)의 에서 근무

할 당시에는 동양의 자수기법과 의복 구성법을 배웠다.81) 라노 ‘로메오

질리(RomeoGigli)’의 디자인하우스에서는 패션산업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

각을 가질 수 있었다.

맥퀸은 1990년 권 있는 패션 스쿨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

(CentralSaintMartinsCollegeofArtandDesign)의 석사 과정에 진학해,

재단사가 아니라 패션디자이 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그의 졸업 패션

쇼가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이블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를

런칭할 수 있었다.1996년 존 갈리아노(JohnGalliano)등과 같은 다른 은

디자이 들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LVMH의 거 로벌 기업에 의해 스카우

트되어 지방시(Givenchy)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를 역임하 다.이후 자신

의 이블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지분의 51%를 구

(Gucci)그룹에게 넘기고 디자인 활동에 념하 다. 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로벌 패션 시 의 패션 시스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컨드

이블 사업과 패션 액세서리 사업 진행으로 통해 사업 인 성공을 거두었

으며,패션 선도력을 유지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과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동

시 의 다른 어떤 디자이 들보다도 컬 션 제작과 패션쇼 연출 등에 기

술에 한 의존도가 높았다.맥퀸은 역사 의상,동양의 평면 인 의상,

국 통의 맞춤 남성복,오트쿠튀르 의상 등 6개의 서로 다른 재단 기

술을 마스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교한 재단의 독창 인 작품을

탄생시켰다.82)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자연물에서 감을 받아 디지

털 린 기법으로 원단으로 제작하 다.천재 인 의복 구성 실력에

81)KristinKnox,『알 산더 매퀸:이 시 의 천재』,박성은 옮김 (서울:비즈앤비즈,

2012),p.132.

82)SimoneWerle,op.cit.,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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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의 치를 배열하는 린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더해져 린트가

심선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인 드 스들을 선보 다.맥퀸은 패션

쇼 연출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 다.1999년 /여름 컬 션 ‘13번

(NO.13)’의 피날 에서는 뮤직박스 의 발 리나처럼 서 있는 모델 샬

롬 하로우(ShalonHarlow)을 향해 두 개의 로 이 스 이 페인트를

뿌려 장 을 선사했다.2006년 가을/겨울 컬 션 2006년 가을/겨울 컬

션 ‘쿨로던의 과부들(WidowsofCulloden)’에서는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패션모델 이트 모스(KateMoss)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환상 인 이미

지를 자아냈다.맥퀸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패션쇼를 만들기 해서 다

양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무 를 연출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피상 인 아름다움,상업주의

에 의존하는 패션계에 반발하여 인간,사회,아름다움에 한 성찰을 담

은 표 주의 패션을 선보 다.맥퀸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시 에

해 화두를 제시하기를 원한다.나의 작업들은 오늘날 세상에 한 사회

인 기록이다.”83)라고 디자인 작업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맥퀸은 스스

로를 패션 산업의 “심리 치료사”84)라고 부르는데,죽음,공포, 쟁,섹

스,폭력,부패,추 등 다른 패션디자이 들이 다루지 않는 불편한 주제

를 면으로 내세우는 충격 요법을 통해 보는 이의 강한 감정 동요를

일으키고 결과 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맥퀸은 2007년 가을/

겨울 컬 션에서 죽음과 부패를 주제로 삼아 썩어가는 꽃들을 가지고 드

스를 만들었다.2009년 ‘NaturalDis-Tinction/Un-NaturalSelection’

컬 션은 찰스 다 의 자연 선택설과 산업화로 인한 환경 괴를 주제로

하여,85)멸종 기의 박제된 동물 사이로 자연에서 감을 받은 정교한

디지털 린트의 드 스를 입은 모델들이 걸어 나왔다.2010년 /여름

컬 션 ‘라톤의 아틀란티스(Plato’sAtlantis)’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

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인류의 종말이 오면 새로운 수 생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모델들은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디지털 린 원단,구두 등을 통해 수 세계에 사는 새로운 종[그림

3-16-e]으로 탄생되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나의 컬 션들은 항상 자서

83)Andrew Bolton,op.cit.,p.12.

84)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43.

85)KristinKnox,박성은 옮김,op.cit.,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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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내 성 취향과 련이 있으며,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애

쓰고 있다.그것은 꼭 나의 컬 션에서 나의 유령들을 쫓는 것과 같다.

그것들은 나의 어린 시 ,인생에 해 생각하는 방식,인생 을 꺼내는

방식에 달려 있다.”86)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서 인 표 주의 컬 션’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맥퀸의 컬 션들은 자신의 개인 인

배경의 심오한 탐구에서 출발하 다.

1995년 가을/겨울 컬 션 ‘하이랜드 강간(HighlandRape)’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쇼의 제목과 함께 싸구려 원단으로 만들어진 찢어진 옷 사이로

가슴이 훤히 드러나거나,여성의 인체가 마구잡이로 노출되었으며, 객

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 언론으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얻었다.맥퀸은 어

머니의 족보 연구를 통해 그에게 스코틀랜드인의 DNA가 있음을 확인하

는데,스코틀랜드 하이랜드(Highland)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학살이

라는 역사 인 사건을 주제로 삼았다.이 컬 션의 격 인 의상은 남성

동성애자 패션디자이 의 형 인 여성 오로 비춰지면서 논란을 일으

키기도 했다.맥퀸은 그의 격 인 의상이 여성 오의 소산이 아니라

착용자인 여성들을 강하게 보이게 만드는 ‘갑옷(armour)’87)[그림 3-16-f]

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어린 시 부터 새를 좋아하던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취향은 깃털을 이용한 작업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2001년 /여름 컬

션 ‘VOSS’에서는 박제 독수리들이 깃털 스커트를 입은 모델 에 떠

있어서 장 을 연출했다.88)2008년 /여름 컬 션 ‘푸른 여인(LaDame

Bleue)’는 2007년 5월 7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

Blow)를 추모하는 컬 션이었다.새와 일본 사무라이 복장에서 감을

의상들을 발표했다.유작이 되었던 2010년 가을/겨울 컬 션의 황 깃

털로 만든 드 스[그림 3-16-g]는 천국의 평온함과 불멸의 최후를 암시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89)

2005년 /여름 컬 션 ‘It’sOnlyaGame’은 미국과 일본,서양과 동

양의 결구조와 같은 느낌을 주는 컬 션으로 기모노,동양의 수공

자수기법과,서양의 코르셋,미식축구 유니폼 등이 차용된 다채로운 의상

86)Andrew Bolton,op.cit.,p.16.

87)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43.

88)KristinKnox,박성은 옮김,op.cit.,p.31.

89)Ibid.,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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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발표하 다.디자이 코지 타츠노(KojiTatsuno)으로부터 받은 일

본풍의 복식 문화,무 의상 제작을 통해 익히 서구의 역사 의상,지방

시(Givenchy)쿠튀르 하우스에서 얻은 수공 기술,남성 테일러링 기법

등 맥퀸의 경력과 삶이 모두 융합되어 드러났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이 남긴 요한 패러다임의 하나

는 패션쇼의 행 술화이다.맥퀸은 “나는 칵테일 티를 원하지 않는

다.차라리 사람들이 나의 쇼를 떠나고 구토하기를 희망한다.”90)라고 밝

혔는데,그는 패션쇼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 다.

맥퀸의 패션쇼는 아방가르드 설치 미술이나 개념주의 아트처럼 표 되는

데,강력하고 본능 인 감정들을 일으켰다.91)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패션쇼 로듀서 던 샘 개인

스버리(Sam Gainsbury)는 “맥퀸은 패션쇼에 한 구상을 마친 후에야

컬 션 디자인을 시작하 다.”92)라고 밝혔는데,패션쇼는 맥퀸에게 요

한 의미를 차지했다.뛰어난 술가이면서 민한 비즈니스 감각을 지녔

던 맥퀸은 패션쇼는 특정한 컬 션을 발표하는 장인 동시에 에게

랜드의 가치를 고할 수 있는 홍보의 장임을 직감하고 있었다.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패션쇼는 그의 술의지를 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블의 패션 선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 수단이 되었다.맥퀸은 패션쇼를 좁은 런웨이를 따라 모델들

이 지어 나와 옷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패션쇼

의 주제를 스토리 텔링하는 극 이고 격 인 행 술로 승격시켰다.

1998년 /여름 컬 션 ‘무제(Untitled)’에서는 모델들이 비를 맞으며

런웨이를 걸었다.1999년 /여름 컬 션 ‘13번(NO.13)’의 피날 에서는

뮤직 박스 의 발 리나처럼 서 있는 모델 샬롬 하로우(ShalonHarlow)

을 향해 두 개의 로 이 스 이 페인트를 뿌려 순백의 드 스에 즉흥

으로 컬러를 입혔다.정신병원의 감 실로 보이는 방 안에서 펼쳐진

2001년 /여름 컬 션 ‘VOSS’은 모델들이 유리창에 기 어 객들을 응

시하면서 탈출에 한 욕구를 드러냈다.2005년 /여름 컬 션 ‘It’s

OnlyaGame’은 무 를 체스 으로 꾸미고 모델들을 체스 의 말처

럼 보이도록 하 다.2006년 가을/겨울 컬 션 ‘쿨로던의 과부들(Widows

90)Andrew Bolton,op.cit.,p.12.

91)Ibid.

92)Ibid.,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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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ulloden)’에서는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패션모델 이트 모스

(KateMoss)를 무 에 투사해 환상 인 장 을 연출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

의상, 국 통의 맞춤 남성복,오트쿠튀르 의상에 이르기까지 6개의 서로

다른 재단 기술을 바탕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서 인 표 주의 컬

션을 발표하 다.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무 ,패션모델,퍼포먼스,음향,스타일링 등이 모두 통합된 행 술과 같

은 쇼는 장 을 연출하면서 감동을 주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자신의 이름을 건 컬 션을 발

표한지 4년 만인 1996년 국 패션 회(BritishFashionCouncil)에서 수

상하는 ‘올해의 국디자이 상(BritishDesigneroftheYear)을 수상하

다.이후 1997년 2001년,2003년 ‘올해의 국디자이 상(British

DesigneroftheYear)을 수상하 다.데뷔 10년이 되던 해인 2003년 맥

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2003년 제국 훈작사

(C.B.E:CommanderoftheBritishEmpire)를 받았으며,미국 CFDA ‘올

해의 해외 디자이 상’을 수상하 다.2010년 맥퀸의 사후, 국 패션

회(BritishFashionCouncil)는 세계 패션에 미친 한 향력을 기려

공로상인 ‘AwardforOutstandingAchievementinFashionDesign’을

수여하 다.2011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알 산더 맥퀸:

야만 아름다움(AlexanderMcQueen:SavageBeauty)”이라는 회고 을

열었다.5월 4일부터 8월7일까지 정되어있었던 시회는 객들의 열렬

한 성원 속에 연장 시되었으며,마지막 날이었던 8월 31일은 미술 역

사상 처음으로 자정까지 시장을 오 하는 신기록을 낳기도 하 다.93)

앞서 고찰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창의성 발 의 역 특

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6]와 같다.

93)“AlexanderMcQueen,”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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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알 산더 맥퀸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문

화적맥

락

이데올

로기

패션계가 제안하는 이상미에 도전,

슈퍼모델을 위시한 패션 업계가 제안하는 이상미에 반항.

상업주의 반발

사회 

구조

새빌 로(Savile Row)에 입문

무대 의상 제작업체

런던 ‘코지 타츠노(Koji Tatsuno)’

밀라노 ‘로메오 질리(Romeo Gigli)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 석사과정 입학

지방시(Givenchy)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너

기술적 

측면

디지털 프린팅/ 프린트 엔지니어링하는 기술의 정수

패션쇼 연출

패러다

임

패러다

임

패션산업의 “심리 치료사”

전쟁, 종교, 섹스, 죽음 등 주제 다룸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화두를 제시하기를 원한

다. 나의 작업들은 오늘날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기록이다.“

자서전적인 표현주의 컬렉션

패션쇼의 행위 예술화

패션계의 천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 의상, 국 전통의 맞춤 남성

복, 오트쿠튀르 의상에 이르기까지 6개의 서로 다른 재단 기

술을 마스터하고 있는 기술의 소유자

범스터, 스컬 스카프

증거

1996년 국 패션 협회 ‘올해의 국디자이너 상’ 수상

1997년 국 패션 협회 ‘올해의 국디자이너 상’ 수상

2001년 국 패션 협회 ‘올해의 국디자이너 상’ 수상

2003년 국 패션 협회 ‘올해의 국디자이너 상’ 수상

2003년 국 여왕으로부터 C.B.E

2003년 CFDA 올해의 해외 디자이너 상

2007년 GQ의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

2010년 국 패션 협회 ‘BFC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Fashion Design’ 

2011년 매트로폴리탄 미술관 회고전 “알렉산더 맥퀸: 야만적 

아름다움(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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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창의성 발 에는 그를 인정해주

는 패션 장이 존재했다.맥퀸에게는 두 명의 멘토가 존재하는데 어머니

조이스 맥퀸(JoyceMcQueen)와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Blow)이었다.

어머니 조이스 맥퀸(JoyceMcQueen)은 맥퀸이 16살이 될 때까지는 업

주부 다가 후에 계보학을 연구하여 야간 강좌에서 계보학과 사회사를 가

르쳤다.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족보를 연구하 는데,250년을 거슬러 랑

스로부터 종교의 박해를 피해 국에 정착한 그노 교도라는 것을 밝

냈다.94)어머니의 연구는 맥퀸이 선조들의 역사에 빠져들게 해,자신의 정

체성을 담은 컬 션의 탄생을 가져왔다.어머니 조이스는 지 이고 온화

한 여성으로 동성애자인 아들 맥퀸의 패션디자이 로서의 꿈을 극 으

로 지지하 다.1985년 새빌 로(SavileRow)에서 수습생이 필요하다는 뉴

스를 보고 16세의 아들에게 수습생 생활을 권유한 사람도 바로 어머니 조

이스 다.어머니는 맥퀸에게 따뜻한 정서 지원과 함께,계보학 연구를

통해 인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어머니 조이스의 사망은 맥퀸에게 정

서 충격으로 다가와,어머니 사후 9일 후 자살에 이르게 하 다.

국 보그(Vogue)에디터 출신인 스타일리스트 이자벨라 블로우

(IsabellaBlow)는 맥퀸의 1992년 그의 학원 졸업 작품인 ‘잭 더 리퍼

(JacktheRipper)’를 본 후 극 인 지원자가 되었다.그녀는 이 컬 션

체를 모두 구입했으며,본래 이름인 ‘리(Lee)’ 신 ‘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으로 활동하기를 권했다.95)블로우는 국 패션계

의 거물로 그에게 요한 패션계 인사들을 소개해주었으며,자신의 아 트

에 살도록 해주는 등,신 디자이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의 탄생의 가장 큰 공헌을 하 다.난소암 투병으로 고생하던 블로우는

2007년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맥퀸은 2008년 /여름 컬 션 ‘푸른

여인(LaDameBleue)’라는 이사벨라 블로우를 추모하는 컬 션을 발표하

기도 하 다.맥퀸은 그녀의 죽음이 해이해졌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었

다고 밝히기도 하 는데,큰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창의성 발 에는 수많은 지지자

가 존재한다.맥퀸은 1980년 말 이후 국에 등장한 은 술가 그룹

94)Andrew Bolton,op.cit.,p.17.

95)“AlexanderMcQueen,”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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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YBA(YoungBritishArtist)의 향을 받았다.제이크와 다이노스 채

먼(JakeandDinosChapman)의 인간의 잔혹성을 다룬 작품들,데미안 허

스트(DamienHirst)의 공포와 죽음을 소재로 해골 등을 이용한 작품들은

동시 런던에서 활동하는 맥퀸에게 향을 미쳐 죽음,공포, 쟁,우울

등 패션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룬 표 주의 컬 션으로 탄생되었다.

라노의 패션디자이 로메오 질리(RomeoGigli)는 “패션에서는 모

든지 가능하다.96)는 것을 알려주었다.스타 디자이 로메오 질리를 보

면서 패션디자이 로서 성하려면 언론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을 배웠다.97)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는 런던

의 우범 지역 출신의 신 디자이 인 맥퀸을 랑스 유서 깊은 지방시

(Givenchy)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로 발탁하 다.아로노의 격 인 기

용은 런던 패션계에서만 알려졌던 맥퀸이 세계 인 패션디자이 로 발돋

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2001년 두 사람은 타 을 찾지 못하고

해고당했지만 알 산더 맥퀸에게 지방시 하우스에서의 경력은 결과 으

로 큰 자산이 되었다.그의 장 인 국의 구조 인 테일러링에 리 오

트쿠튀르의 통과 유산이 더해져서 알 산더가 디자이 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데 요한 거름이 되었다.

패션 교육자 바비 힐슨(Bobby Hillson)는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창의성 발 을 지지하 다.맥퀸은 1990년 라노에서 귀국

한 후,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CentralSaintMartins

CollegeofArtandDesign)을 찾아 패턴 강사 자리를 구했다.당시

학원장인 바비 힐슨(BobbyHillson)은 맥퀸에게 일자리를 주는 신 석

사 과정 입학을 권유하 다.98)맥퀸은 학원 생활동안 주제에 한 철

한 연구를 통한 디자인 과정을 익혔으며,졸업 컬 션에서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Blow)를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패션 에디터들은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컬 션뿐만

아니라 디자이 개인에 주목하고 많은 기사를 써주어 그의 창의성 발

을 지지했다.맥퀸은 패션업계에서 인정을 받기 해서는 호평이든 비난

이든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을 정확하게 알고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할 알았다.당 의 패션 선도자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Naomi

96)Andrew Bolton,op.cit.,p.228.

97)Ibid.,p.19.

9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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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이트 모스(KateMoss), 화배우 사라 제시카 커(Sarah

JessicaParker)등은 친구인 알 산더 맥퀸의 의상을 즐겨 착용하여 그

의 최신 스타일을 홍보해주었다.2010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패션 큐 이터 앤드류 볼튼(Andrew Bolton)과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알 산더 맥퀸:야만 아름다움(AlexanderMcQueen:Savage

Beauty)”라는 회고 을 기획하여 맥퀸의 작품 세계를 정리해 패션 역

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하우스는 사라 버튼

(SarahBurton)이 계승하 다.그녀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

(CentralSaintMartinsCollegeofArtandDesign)에 재학 이던 1997

년에 맥퀸의 디자인하우스에 디자인 인턴으로 합류한 이래,그의 오른팔

로 오랫동안 활약하 다. 후배 디자이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빅터 앤 롤 (Viktor& Rolf)등은 맥퀸을 이어 감정의 동

요를 일으키는 행 술과 같은 패션쇼를 선보여 그의 패러다임을 지지

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7]와 같다.

[표 3-27]알 산더 맥퀸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어머니, 이자벨라 블로우

지지자

국 예술가 그룹 YBA(Young British Artist)

뮤즈: 이자벨라 블로우, 케이트 모스

고용인: 로메오 질리, 베르나르 아르노

패션 교육자 : 바비 힐슨

패션 에디터

패션 선도자 : 나오미 캠벨, 케이트 모스, 사라 제시카 파커

패션 큐레이터 : 앤드류 볼튼, 해롤드 코다

경쟁자 -

추종자

사라 버튼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샬라얀



- 242 -

(2)종합 논의

“패션계의 천재”로 불리우는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1969년 국 런던에서 출생하 다.맥퀸은 1993년 첫 컬 션을 선보인

이래 완벽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서 인 표 주의 패션을 선보 다.

맥퀸은 뛰어난 입체 표 (3D)지능의 기술 련 인지 능력,학문 지능,

문화· 술 지능과 같은 교양 련 인지 능력,언어 지능과 같은 사회

성 련 인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맥퀸의 성격 특성은 섬세하

고 민한 감수성과 독창 인 주제를 선정하고 상업주의에 반발하는 독

립성이다.맥퀸은 매력 자본의 소유자 다.우범지 인 이스트 런던(East

London)출신의 불량 청소년이라는 이미지에 사람들이 열 하자 이에 걸

맞는 사회 기술,사회 표 력을 발휘했다.‘패션계의 악동’,‘국 패

션계의 훌리건’이라는 별명은 독특한 카리스마를 주었고, 신성과 독창

성이라는 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맥퀸은 동성애 성향으로 어린 시

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어린 시 목격한 가정 폭력이 큰 트라우

마로 남았다.불우한 어린 시 은 맥퀸이 여성을 하는 태도와 여성

오로 오해를 사는 그의 과격한 여성복 디자인에 큰 향을 미쳤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작품은 자신의 개인 인 배경

에서 시작하여,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한 진지한 탐구와 비 을 담

고 있다.그는 작품 속에서 남과 여,기술과 자연 혹은 인간,자연과 사

람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찾고자 하 다.99)그는 패션계에서 다루지 않

는 어두운 주제인 죽음, 쟁,학살,공포,부패,환경 문제 등을 다루어

피상 인 아름다움에 치우친 패션계에 경종을 울렸다.맥퀸은 새빌 로

(SavileRow)의 테일러링 기법,역사주의 의상의 의복 구성법을 비롯한

뛰어난 재단 기술을 바탕으로 독특한 주제 의식. 신 인 형태의 의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 술과 같은 패션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

았다.이밖에 맥퀸은 길이가 매우 짧아 골반 와 엉덩이 골이 노출

되는 범스터(Bumsters)스타일을 발표해 로우 라이즈 팬츠(low-rise

pants)의 유행의 시발 이 되었고,스컬(skull) 린트 스카 는 세계

인 인기를 끌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창의성 발 에는 많은 지지자

가 있었다.맥퀸의 두 멘토인 어머니 조이스 맥퀸(JoyceMcQueen)과 패

99)NoëlPalomo-Lovinski,op.cit.,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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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아이콘 이자벨라 블로우(IsabellaBlow)라는 그가 패션디자이 의 꿈

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서 지원과 인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동시

활동했던 은 술가 그룹인 YBA(YoungBritishArtist)의 제이크와

다이노스 채 먼(Jake and Dinos Chapman),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은 죽음,공포 등의 주제를 공유했다. 라노의 패션디자이 로메

오 질리(Romeo Gigli),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는 맥퀸을 고용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교육

자 바비 힐슨(BobbyHillson)은 맥퀸이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

(CentralSaintMartinsCollegeofArtandDesign)의 학원 생활을 통

해 콘셉트가 있는 디자이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이밖에 패

션 에디터,나오미 캠벨(NaomiCampbell), 이트 모스(KateMoss),

화배우 사라 제시카 커(SarahJessicaParker)[그림 3-16-h]등의 패션

선도자들과 패션 큐 이터 앤드류 볼튼(Andrew Bolton)과 해롤드 코다

(HaroldKoda)는 맥퀸의 작품들의 술 가치를 지지하여 알 산더 맥

퀸의 표 주의 패션인 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도록 도왔다.알 산

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하우스는 사라 버튼(Sarah

Burton)에 의해 계승되었다.맥퀸의 행 술과 같은 패션쇼는 후배 디

자이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빅터 앤 롤 (Viktor&

Rolf)등의 의해 이어지고 있다.거칠고 어두운 감성을 완벽한 테일러링

으로 표 한 맥퀸은 2010년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까지는 강렬한 감

정과 충격을 주는 인 의상과 쇼로 장 을 선사하며 감동을 주었

다.앞서 고찰한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창의성 발 을 정

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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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알 산더 맥퀸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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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a] 패션디자이너 

알렉산던 맥퀸

[그림 3-16-b] 1990년대 후반  

범스터 팬츠 팬츠를 입은 

케이트 모스

[그림 3-16-c] 1998년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지에 에이미 멀린스

와 함께 작업한 사진

[그림 3-16-d] 2000년 봄/여름 컬렉션 ‘VOSS’에서 무대 한가운

데에 누워있는 풍만한 몸매의 모델

[그림 3-16-e] 2010년 봄/여름 

컬렉션의 디지털 프린팅한 의상

을 입은 모델들

[그림 3-16-f] 1997년 봄/여름 

컬렉션의 팔뚝과 허벅지를 

연결한 금속장치를  달고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 

데브라 쇼

[그림 3-16-g] 2010년 가을/겨울 

컬렉션 알렉선더 맥퀸의 유작이 

된 금빛 깃털 재킷과 드레스

[그림 3-16-h] 타탄체크 원단을 

이용한 드레스를 입은 사라 제시카 

파커와 킬트 차림의 알렉산더 맥퀸

[그림 3-16]알 산더 맥퀸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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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크 제이콥스(MarcJacobs)

“패션계의 흥행의 마술사”로 불리는 패션디자이 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은 1963년 뉴욕에서 탄생하 다.패션에 심이 많은 클럽

키즈 던 제이콥스는 문화,팝 뮤직, 고 의류,뉴욕의 다운타운 스

타일 등에서 감을 받아 음의 에 지와 트가 넘치는 발표해 사랑받

고 있다.1997년부터는 자신의 이블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와 함

께 유서 깊은 랑스의 ‘루이비통(LouisVuitton)’의 수장을 맡아 스테

스 라우스(StephenSprouse),무라카미 다카시(村上 隆),리차드 린스

(RichardPrince),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등 술가와 업한 액

세서리 라인과 여성들이 입고 싶어 하는 “ 키-페미닌(quirky-femine)”룩

을 선보이면서 패션 트 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1)창의성의 요인별 특성

① 개인(person)

패션디자이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그림 3-18-a]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

회·심리학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인 계 지능, 응 지능,문화· 술

지능,언어 지능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제이콥스는 뛰어난 인

계 지능을 가지고 있다.제이콥스는 “만약 이 모든 일들을 나 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것이다.”100)이라고 말하며,그의 창조 활동이

워크(teamwork)의 소산이라고 밝혔다.그는 인 계 지능을 이용해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좋은 을 꾸려 성공 인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응 지능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

다.제이콥스에게는 “최신 동향을 잘 악하는 디자이 ”101)라는 평가가

따라다니고 있다.그는 “시기 선택이 가장 요하다.잘못된 시기에 옳은

100)GuyTrebay,“Familiar,butNot:MarcJacobsandtheBorrower'sArt,"The

New York Times, May 28, 2002, accessed December 21, 2012,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B06E3DE133BF93BA15756C0A9649C

8B63.

101)JonathanVanMeter,“MarcJacobs:A ManforAllSeasons,”Vogue,December

15,2011,accessedDecember21,2012,

http://www.vogue.com/magazine/article/marc-jacobs-a-man-for-all-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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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02)라며 응 능력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마크 제이콥스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 지고,여피들의 시 도

막을 내린 1990년 새로운 스타일의 필요성을 직감하 다.시애틀

출신의 얼터 티 록 밴드 바나(Nirvana)와 펄 잼(PearlJam)과 같은

그런지 록 밴드들의 음악에 감을 받아 그런지 패션(Grungefashion)을

선보여 반향을 일으켰다. 로벌 패션 시 에는 1996년에는 루이비통

(LouisVuitton)의 수석 디자이 직을 수락해 잇백 트 드를 이끌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문화· 술 지능을 가지고 있다.뉴욕

출신인 제이콥스는 청소년기부터 음악과 클럽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문화에 한 해박한 지식은 그의 트로 패션 컬 션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제이콥스는 뉴욕 사교계의 인사로 그의 가장 무도회 티(Marc

Jacobs'AnnualHolidayCostumeparty)는 패션계와 술계의 요한 행

사로 자리 잡았다.2009년에는 패션모델 이트 모스(KateMoss)와 함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모델과 뮤즈(ModelandMuse)” 시회

의 갈라(Gala) 티를 기획하기도 하 다.제이콥스는 열정 인 미

술 수집가로 에드 루샤(EdRuscha),리차드 린스(RichardPrince),데

미안 허스트(DamienHirst),엘리자베스 페이튼(ElizabethPeyton)등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에 한 깊은 애호가 아티스트와

업을 통한 패션 상품 창조로 이어졌다.제이콥스는 2012년에는 화배우

로 데뷔하기도 하 는데 헨리 알 스 루빈(HenryAlexRubin)감독의

화 디스커넥트(Disconnect)에 조연으로 출연하 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뛰어난 언어 지능의 소유자이다.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과 소통을 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루이비통

(LouisVuitton),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마크 제이콥스(MarcBy

MarcJacobs) 랜드를 홍보하고 있다.제이콥스는 “나는 항상 이상하고

불완 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그것들이 훨씬 더 흥미롭다.”103)

라며 “ 키-페미닌(quirky-femine)”104)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디자인 철

학을 설명하 고,“ 신이란 진 인 과정이므로 반드시 진 일 필요

102)PamelaGolbin,LouisVuitton/MarcJacobs:InAssociationwiththeMusee

desArtsDecoratifs,Paris,(New York:Rizzoli,2012),p.114.

103)“MarcJacobsquotes,”Goodreads,accessedFebruary28,2013,

http://www.goodreads.com/author/quotes/24997.Marc_Jacobs

104)“MarcJacobs,”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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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105)라며 편안하면서 새로운 디자인들에 해서 설명하며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비인지 능력은 성격 특성과 매력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제이콥스의 주요 성격 특성으로 개방성과 감

수성이었다.제이콥스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즐기는 개방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활발한 디자인 활동 이외에

도, 매체 출연, 시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제이콥스

는 1986년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여성복 라인을 런칭한 후,세컨

드 이블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ByMarcJacobs)’,두 개의

남성복 라인,신발 컬 션,선 라스 컬 션,아동복 컬 션 ‘리틀 마크

(LittleMarc)’,시계 컬 션,9개의 향수,강아지 옷 컬 션,기념품 라인

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2007년 화 ‘다즐링 리미티드(The

DarjeelingLimited)’를 해 슈트와 여행가방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106)

같은 해 다큐멘터리 감독 로익 리정(Loïc Prigent)과 함께 “Marc

Jacobs& LouisVuitton”라는 다큐멘터리 화를 었다.107)루이비통에

서 수석디자이 로 활동한지 1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2012년에는 “루이

비통-마크 제이콥스(LouisVuitton–MarcJacobs)”라는 이름의 시를

기획해 랑스 리의 장식미술박물 (theMuséedesArtsDécoratifsin

Paris)에서 시하기도 하 다.2007년에는 2013년에는 다이어트 코크

(DietCoke)의 새로운 크리에이티 디 터로 임명되어 새로운 캔과 병

을 디자인하고 있다.108)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다른 성격 특성은 감수성이다.

제이콥스는 매우 심약한 성격에 어린애와 같이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09)제이콥스는 7세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어머니 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신경과

민에 민한 성격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심을 갈구하게 만들었는데,

제이콥스는 그의 창의 인 선택에는 이런 심리 상태가 원동력이 되었다

105)“MarcJacobsquotes,”Goodreads.

106)“MarcJacobs,”Vogue.

107)Ibid.

108) Wikipedia, s.v. “Marc Jacobs,” last modified 23 July, 2013,

http://en.wikipedia.org/wiki/Marc_Jacobs.

109)ArielLevy,“Enchanted:Thetransformation ofMarcJacobs,“New Yorker,

September1,2008,accessedDecember21,2012,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08/09/01/080901fa_fact_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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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백하 다.110)제이콥스의 민한 감수성은 섹시하고 당당한 여성이

아니라 순수하면서 연약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r)를 뮤즈로 삼게 하 고,‘키-페미닌(quirky-femine)’111)룩을

완성시켰다.

소설가 랜신 로즈(FrancineProse)은 “모두가 마크 제이콥스에게

홀린 것 같다.뭐든지 마크 제이콥스와 연 이 되면 갑자기 인기를 끈다

.”112)라고 밝혔는데,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높은 매력 자본의 소

유자이다.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으며 활발한 사교활동과 유머감각으로 활

력을 가지고 있다.마크 제이콥스는 동성애자로서의 성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패션디자이 로 데뷔하기 에 이미 뉴욕 게이들 사이에서는 인

기인이었다.그는 자신의 성 매력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데

2007년 게이 매거진 ‘아웃(OUT)’에 드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 다.113)

패션디자이 로서 마크 제이콥스에게 두드러지는 매력 자본의 요소는

사회 표 력이다.마크 제이콥스는 데뷔 후 창기에는 헝크러진 머리

에 낡은 티셔츠,카키 바지,컨버스 신발을 즐겨 신었다.“그런지의 창시

자(theGuruofGrunge)”114)에 걸 맞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은 그를 편안

하면서 트가 있는 그의 디자인 철학과 잘 어우러졌다.제이콥스는

2007년과 2008년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근육질 몸매로 바꾸었다.115)

날씬한 몸매가 된 제이콥스는 사진작가의 좋은 피사체로 다양한 사진 작

업을 진행하기도 하 는데,2008년에는 앤디 워홀(AndyWarhol)분장을

하고 ‘인터뷰(Interview)’잡지의 커버를 장식116)하 고,2010년 남성 향

수 ‘뱅(Bang)’을 발표하면서 은 드 사진[그림 3-18-b]을 고에 쓰기

도 하 다.117)몸매의 변신과 함께 그런지 스타일에서 벗어나 격 인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2007년에는 긴 갈색 머리를 자르고 란

110) “Louis Vuitton,” style.com, accessed June 21, 2012.

http://www.style.com/fashionshows/designerdirectory/LVUITTON/about/.

111)“MarcJacobs,”Vogue.

112)마크 제이콥스와 루이 비통(MarcJacobs& LouisVuitton)DVD기본정보 2007년,

다큐멘터리, 랑스,감독 로익 리정(LoïcPrigent).

113)“MarcJacobs,”Vogue.

114)RickMarin,“Grunge:ASuccessStory,”TheNew YorkTimes,November15,1992,
accessedDecember21,2012,
http://www.nytimes.com/1992/11/15/style/grunge-a-success-story.html?pagewanted=all&src=pm

115)“MarcJacobs,”Vogue.

116)Ibid.

11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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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머리를 해서 주목을 끌었다.최근에는 스코틀랜드 통 의상인 킬트

(kilt)등 스커트를 즐겨 착용하면서 남성복의 스커트 착용 트 드를 이

끌고 있으며,공식석상에 라다(Prada),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여성복을 착용해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사회·심리학 요인을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마크 제

이콥스(MarcJacobs)는 1963년 4월 9일에 뉴욕의 유복한 유태인 가정에

서 탄생했다.아버지 스티 제이콥스(SteveJacobs)는 연 인 매니지먼

트 회사, 리엄 모리스 에이 시(William Morrisagency)의 유능한 에

이 트 는데,제이콥스가 7살이 되던 해 사망하 다.제이콥스는 자식에

게 무책임한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으며,1980년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나

친할머니와 함께 맨하탄(Manhattan)에서 살기 시작했다.패션과 문화의

도시 뉴욕은 제이콥스가 패션에 흥미를 품게 하 고,제이콥스는 클럽을

하면서 사교 활동을 통해 인맥들을 얻고 문화에 빠져들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성 정체성은 동성애자이며,그는 동

성애자의 권익을 찾기 한 운동에서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2012년

에는 게이 매거진 ‘아웃(OUT)’이 선정한 ‘가장 향력있는 동성애자 50

인’ 14 에 선정되기도 하 다.118)제이콥스는 2009년 라질 출신의

고회사 역인 로 조 마통(LorenzoMartone)와 약혼을 발표하 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19)제이콥스는 자유연애주의자로 그의 화

려한 연애 생활은 뉴스 가십란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제이콥스는

민한 성격으로 신경과민과 불안 증세가 있었으며,199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알코올과 헤로인 독으로 인해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궤양성 장염에 시달리던 그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2008년

근육질의 몸매를 완성했다. 재에도 엄격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면서

건강 유지에 힘쓰고 있다.앞서 고찰한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창

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8]와 같다.

118)Wikipedia,s.v.“MarcJacobs.”

119)“MarcJacobs,”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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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마크 제이콥스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능력

강점 대인관계, 적응, 문화·예술, 언어

약점 -

비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개방성, 감수성

매력 

자본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사회적 기술

활력

사회적 표현력

사회·

심리학적

요인

가족

상황

뉴욕의 유복한 유태인 가정 출신

연예인 에이전시 아버지 7살에 사망

패셔너블한 할머니와 맨하턴 거주 

성적

정체성
동성애자

결혼

여부

남창 제이슨 프레스튼

로렌조 마통 약혼 후 파혼

포르노 배우 해리스 루이스

건강
신경과민, 알코올 중독, 헤로인 중독 1999, 2007년 재

활원, 궤양성 대장염

② 역(domain)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63년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 다.

제이콥스가 청소년기를 보낸 1970,1980년 의 뉴욕은 미술,음악,패션

의 발상지로 떠오르고 있었다.미술계에서는 키스 해링(KeithHaring),

앤디 워홀(AndyWarhol),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Basquiat)등

이 의 마음을 사로잡는 팝 아트(PopArt),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를 발표했다.120) 다양한 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와 술 련 종사

자들은 밤에는 클럽에서 모여 사교활동을 하 다.제이콥스는 고등학교

시 부터 클럽 행을 즐겼으며,블론디(Blondie),이기 팝(IggyPop),소닉

유스(SonicYouth),롤링 스톤즈(RollingStones)등 과 같은 뮤지션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림새에 매혹되었다.121)

패션계에는 캘빈 클라인(CalvinKlein),랄 로 (RalphLauren),페

120) ElizabethCurrid,최지아,op.cit.,pp.95-96.

121)이민선.“마크 제이콥스.”네이버캐스트,August10,2012.AccessedDecember21,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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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엘리스(PerryEllis),도나 캐런(DonnaKaren)등이 등장해 뉴욕을 새

로운 패션 도시로 도약하게 하 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특히

페리 엘리스(PerryEllis)를 우상으로 여겼는데,그의 화려한 컬러감의

고 자유분방한 캐주얼웨어를 좋아하 다.제이콥스는 1981년 뉴욕 슨

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에 입학하여 문 인 패

션디자인 교육을 받았으며 학교에서 주는 각종 상들을 수상하면서 주목

을 받았다.제이콥스는 졸업 컬 션으로 옵 아트 문양의 스웨터들을 발

표하 다.화려한 색채의 오버사이즈 스웨터들은 편안하면서 자유분방한

당시 뉴욕의 다운타운의 스타일을 반 한 것이었다.

1988년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뉴욕의 표 인 메이 랜

드인 ‘페리 엘리스(PerryEllis)’의 여성복 라인을 맡게 되었다.1990년

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걸 발발 등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환경

문제의 두,경제 불황 등으로 우울한 시 다.제이콥스는 시애틀

출신의 얼터 티 락 밴드 바나(Nirvana)와 펄 잼(PearlJam)의 음악

과 스타일에 감을 받은 ‘그런지(Grunge)’컬 션[그림 3-18-c]을 발표

하 다.티셔츠, 란넨 셔츠,내의,버 스탁 신발(Birkenstocks),찢어진

청바지,컨버스 운동화(Converse),니트 모자 등이 최고 원단으로 탈바

꿈시켜 하이패션으로 재탄생시켰다.제이콥스의 그런지 패션은 당시의 시

상을 반 한 것으로 제르다 북스바움(GerdaBuxbaum)은 “ 음의 상황

과 일치하는 그런지는 환경 의식·무기력감· 망 인 새로운 가치 등 미래

에 한 두려움을 변한다.”122)라고 평하 다.그런지 컬 션이 기존 고

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서 제이콥스는 페리 엘리스에서 해고당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93년 동업자인 로버트 더피(Robert

Duffy)와 ‘마크 제이콥스 인터내셔 (MarcJacobsInternationa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 1994년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컬 션을

통해 컴백하 다.그의 컬 션은 “약간은 펑키하고,약간은 쓰 기 같고,

약간은 시크하다(A littlefunky,alittletrash,alittechic).”라는 평을

받았다.123) 마크 제이콥스는 1990년 뉴욕 패션계를 이끄는 ‘반패션

(anti-fashion)’디자이 로 자리매김을 하 다.

1980년 후반과 1990년 패션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거 로

벌 패션 기업들이 오래된 디자인하우스를 인수하고 고 재능 있는 디자

122)GerdaBuxbaum, 기숙 외 3인 옮김,op.cit.,p.280.

123)BridgetFoley,MarcJacobs,(New York:Assouline,2004),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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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을 발탁해 이끌게 하 다.1997년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의 제안을 받아들여 루

이비통(LouisVuitton)의 수석 디자이 직을 수락하 다.제이콥스는 루

이비통의 핸드백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성복 라인과 남성복 라인의 런칭

을 맡았다.당시 구 (Gucci), 라다(Prada),에르메스(Hermés)등 패션

액세서리 랜드가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 들이기 해서 여성복 컬 션

라인을 런칭하는 트 드에 가담하게 되었다.제이콥스와 더피는 ‘마크 제

이콥스(MarcJacobs)’의 지분을 LVMH에게 넘겨 재정 곤란 없이 자신

의 이블도 운 할 수 있게 되었다.마크 제이콥스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오래 유산인 모노그램(Monogram)의 변형을 통해 랜드 쇄

신을 성공시켰다.특히 그는 스테 스 라우스(StephenSprouse),무라

카미 다카시(村上 隆),리차드 린스(RichardPrince)등 술가들과 공

동 작업을 통해 모노그램(Monogram)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면서

랜드에 신을 가져와 은이 층까지 고객을 확 하 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패션 상품의 상업주의를 극 으로

지지하고 있다.그는 “무엇에서 감을 받았는지가 무슨 소용인가?아이

디어는 그냥 무엇이 되는 매들이다.만약에 한 소녀가 입고 싶어 한다

는 것이 가장 요한 것이다.”124)라며 패션디자인에서 가장 주안 을 두

어야 하는 은 입고 싶은 옷을 만드는 것이라는 옷에 한 철학을 밝혔

다.마크 제이콥스는 자신의 술의지에 도취되거나 패션을 통해 심오한

철학을 달하려 하기 보다는 착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이 입 질 수

있는 옷을 제공하고 있다.마크 제이콥스는 유희 이며 상품성 있는 옷

과 제품을 통해 패션계의 흥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의 창의성 발 의 사회구조 요인을 고

찰해보면,패션의 발상지로 각 받기 시작한 뉴욕에서 출생하여 문화

혜택을 입었다.세련된 뉴요커 할머니로부터 손뜨개질을 배우며 패션디

자이 의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며,15세에는 부티크 ‘샤리바리(Charivari)’

에서 일을 하며 최신 패션의 의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뉴욕의 명문

패션 교육기 인 슨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에

진학해 문 인 패션교육을 받았고,졸업 패션쇼에서 로버트 더피

(RobertDuffy)에게 발탁되어 ‘스 치북(Sketchbook)’이블의 디자인을

124)BrendaPolanandRogerTredre,op.cit.,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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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다.마크 제이콥스는 이후 ‘페리 엘리스’여성복 컬 션 디자이 ,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이블 런칭 등 뉴욕 패션계에서 활동하

다.1997년 LVMH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루이비통(LouisVuitton)의

수석 디자이 로서 활약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블 ‘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도 LVMH 사의 재정 지원을 받게 하여 세계 인 랜

드로 성장시켰다.마크 제이콥스는 톰 포드(Tom Ford),존 갈리아노

(JohnGalliano),알 산더 맥퀸(AlexaderMcQueen),스텔라 맥카트니

(StellaMcCartney)등의 로벌 패션 시 를 이끄는 동시 디자이 들

과 같이 유명 패션스쿨 졸업,거 로벌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자신

의 이블 매라는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와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매 시즌

새로운 주제의 컬 션을 선보이듯이 새로운 구성법과 소재 개발에 치

하고 있다.125) 랑스의 루이비통(LouisVuitton)에서 근무하면서 랑스

통 수공 기술,이탈리아 원단 기술 등 유럽의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서 새로운 디테일,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스테 스 라우스(Stephen

Sprouse),무라카미 다카시(村上 隆),리차드 린스(RichardPrince)등

과의 콜래보 이션에서는 캔버스와 가죽 에 벗겨지지 않는 린트를 개

발하 고,‘모노그램 베르니(Monogram Vernis)’와 같이 새로운 에나멜가

죽(patentleather)소재를 개발하기도 하 다.126)2012년 /여름 ‘루이

비통(LouisVuitton)’컬 션은 국의 통 자수 로드리 앙 이즈

(broderieanglais)패턴[그림 3-18-d]을 크게 확 시켜 새롭게 탄생시

켰고,2011년 가을/겨울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컬 션은 직조,

린트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물방울무늬[그림 3-18-e]를 구 하는 등

통을 신기술과 신소재로 구 해 새롭게 탄생시켰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루이비통(LouisVuitton)’,‘마크 제이

콥스(MarcJacobs)’,‘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byMarcJacobs)’

를 이끌며 1990년 이후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뉴욕 출신의 제이콥

스는 담한 차용주의자로 벼룩시장의 빈티지 의상,하 문화 패션,

문화,팝 뮤직,뉴욕의 다운타운 스타일 등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차용해

트와 성을 가미해 새롭게 창조하는 트로 패션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그는 “나는 디자인을 할 때 과거에 선호했던 것을 재에

125)PamelaGolbin,LouisVuitton/MarcJacobs,op.cit.,p.114.

126)이민선.“마크 제이콥스.”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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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127)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면서 향수를 자아내는 마크 제이콥스의 트로 패션은

로벌 패션 시 의 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90년 시 정신을 잘 표 한 그런

지 패션(Grungelook)으로 반체제 인 은 디자이 로 등장한 이래,

이지만 입기 편한 옷을 선보이고 있다.제이콥스는 그런지는 “히피

와 같이 로맨틱한 버 의 펑크(ahippiedromanticversionofpunk)”128)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제이콥스의 디자인은 진 이고 과격한 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온건한 신을 보여주고 있다.제이콥스는 “나는

패션쇼가 끝난 후에야 옷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모르는 사람들

이 내가 디자인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129)라고 밝히고

있는데,더 많은 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온건하

면서 신 인 의상으로 사랑받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디자인을 통하는 것은 즐거움의 미

학이다.“ 키-페미닌(quirky-femine)”[그림 3-18-f]이라고도 불리우는

그의 유머스러운 패션은 입는 이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

다.제이콥스가 1985년 ‘스 치북(sketchbook)’컬 션에서 발표한 스마

일 얼굴이 있는 핸드 니트 스웨터[그림 3-18-g]는 이런 그의 철학을 잘

표 하고 있다.130)2001년 9·11테러 이후 패션계가 우울한 분 기에서

회색,검은색 의상 일색을 발표하 을 때,마크 제이콥스는 “우리는 원

히 애도할 수는 없다.”131)라고 밝히면서 다채로운 색상의 천진난만한 테

마의 컬 션을 기획하 다.일본의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와 업하여 36개의 캔디 컬러의 ‘멀티 컬러 모노그램

(MulticolorMonogram)’,미소 짓는 벚꽃 린트의 ‘체리 블로섬 모노그램

(CherryBlossom Monogram)’[그림 3-18-h]을 런칭하 다.그는 이때,

우먼스 웨어 데일리(Women’sWearDaily)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것이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것

이다.”132)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인들에게 유희를 주는 마크 제

127)Davies,Hywel,박지호,op.cit.,p.110.

128)“MarcJacobs,”Vogue.

129)NoëlPalomo-Lovinski,op.cit.,p.80.

130)MaryClarke,“MarcJacobs,2001,”IndexMagazine,accessedDecember21,2012,

http://www.indexmagazine.com/interviews/marc_jacobs.shtml.

131)JonathanVanMeter,“MarcJacobs:A ManforAllSeasons,”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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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콥스의 유머스러운 패션은 높은 매고를 올리며 그를 “패션계의 흥행

의 마술사”133)라는 명칭을 주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2010년 인터뷰에서 “내가 오기 엔

루이비통에 패션은 없었다.럭셔리라는 유산만이 있었을 뿐이다.”134)라고

밝혔는데,그는 고루한 여행가방 회사를 세계 인 패션 하우스로 성

장시켰다.마크 제이콥스의 주요 략 하나는 ‘술’을 목하여 루이

비통의 오래된 통을 쇄신하는 것이었다.스테 스 라우스(Stephen

Sprouse)의 ‘그래피티 모노그램(theGraffitiMonogram)[그림 3-18-i]’,

무라카미 다카시(村上 隆)의 ‘멀티 컬러 모노그램(Multicolor

Monogram)’,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의 ‘모노그램 펌킨(Monogram

Pumpkin)’은 화제를 일으키며 잇백 열풍을 이어갔다.제이콥스는 10년

안에 ‘루이비통(LouisVuitton)’의 매출을 4배로 성장시켰다.135) 미

술가와의 업은 술의 상품화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상업주의를

지향하는 팝 아트,그래피티 아트의 발상지 뉴욕 출신의 마크 제이콥스

에게는 매우 뉴욕스러운 선택이었다.

로벌 패션 시 에는 패션디자이 들이 화배우,팝 스타와 같은

스타가 되었고,그들의 이미지가 랜드 인지도로 이어졌다.136)마크

제이콥스는 에게 인기를 끄는 표 인 스타디자이 이다.지면

고의 모델로 직 등장하기도 하고,유명 사진작가들의 피사체가 되어

힌 격 인 화보를 기도 하 다. 리치에게 힌 사진들은 연

가십란을 오르내리는 등, 화배우나 팝 스타와 같은 인기를 리고 있

다.2007년 다큐멘터리 감독 로익 리정(LoïcPrigent)이 마크 제이콥스

의 일상을 촬 한 “MarcJacobs& LouisVuitton”은 2008년 뉴욕에서

상 되기도 했다.137)2011년 마크 제이콥스는 인기 만화 사우스 크

(SouthPark)에 근육맨 마크(MusclemanMarc)캐릭터로 등장138)하기

도 하는 등,마크 제이콥스는 패션계를 떠나 문화의 아이콘으

132)BridgetFoley,op.cit.,p.18.

133)이민선.“마크 제이콥스.”네이버캐스트.

134)“LouisVuitton,”Vogue,accessedFebruary28,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Louis_Vuitton.

135) “Marc Jacobs,” Vogue, accessed February 28, 2013,

http://www.vogue.com/voguepedia/Marc_Jacobs.

136)BonnieEnglish(2007),op.cit.,p.138.

137)“MarcJacobs,”Vogue.

138)이민선.“마크 제이콥스.”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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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으면서 패션디자이 의 엔터테이 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그의 인 인기는 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상업 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90년 이래 상업성 있는 디자인으로

패션계뿐만 아니라 의 옷장에 향을 끼쳤다.그는 미국 패션계의

인 지지를 받았는데,1987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의 페

리 엘리스 신인 디자이 상을 수상한 이래 미국 패션디자이 회

(CFDA)의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 상을 3차례(1992년,1997년,2010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의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 상 1차례

(2003),미국 패션디자이 회(CFDA)의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 상

을 3차례(1999년,2003년,2010년),2011년 미국 패션디자이 회

(CFDA)의 제 리 빈 공로상 등 종목에서 수상한 유일한 디자이 가

되었다.마크 제이콥스는 랑스 패션계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2010년

랑스 정부로부터 '문학과 술상(Chevalierdel'OrdredesArtset

desLettres)수여받았다.2012년 루이비통(LouisVuitton)15주년 기념으

로 리의 장식 미술 (LesArtsDécoratifs)내 패션과 섬유 박물 에

서 “루이비통-마크 제이콥스(LouisVuitton–MarcJacobs)” 시가 열리

기도 하 다.앞서 고찰한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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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마크 제이콥스 창의성의 역 특성 요인

패

션 

영

역

사회·

문화적

맥락

이데올

로기

1990년 이후 트렌드 세터

그런지 패션, 레트로 패션

팝 음악, 대중문화, 중고 의류, 뉴욕 다운타운 스타일

프랑스 패션하우스 쇄신

‘예술’을 접목한 전통 비틀기

상업주의

사회 

구조

할머니로부터 손뜨개질 배움

15살 뉴욕의 부티크 ‘샤리바리(Charivari)’ 근무

뉴욕 파슨스 스쿨

페리엘리스

마크 제이콥스, 루이비통,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기술적 

측면

캔버스 프린트 기술, 가죽 가공

유럽의 수공예 기술, 원단 기술이용한 신소재, 신기법 개발

패러

다임

패러

다임

뉴욕스러운 대담한 차용주의자

팝 음악, 대중문화, 중고 의류, 뉴욕 다운타운 스타일

1992년 WWD “그런지의 창시자(the Guru of Grunge)”

유머스러운 패션 : 퀄키-페미닌(quirky-femine)

“편안하고 기발하면서 입고 싶은 옷”

예술을 접목한 잇백 열풍

패션디자이너의 엔터테이너화

증거

파리 부티크 콜레트의 사라 러펠

“여자들이 입고 싶어 하는 여성스러우면서 동시에 전위적인 

옷”

가장 많이 복제되는 현대 패션을 이끄는 디자이너

발레리 스틸 “상품성이 있는 디자이너”

1987년 CFDA 페리 엘리스 신인 디자이너상 수상

1992년 CFDA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

1997년 CFDA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

1999년 CFDA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2003년 CFDA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

2003년 CFDA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2005년 CFDA 올해의 액세서리 디자이너

2007년 다큐멘터리 “Marc Jacobs & Louis Vuitton”

2010년 CFDA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

2010년 프랑스 정부 '문학과 예술상(Chevalier de l'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수여

2011년 CFDA 제프리 빈 공로상

2011년 만화 사우스 파크, Muscle man Marc 캐릭터

2012년 루이비통 15주년 기념, 파리의 장식 미술관(Les Arts 

Décoratifs) 내 패션과 섬유 박물관에서 Louis Vuitton - 

Marc Jac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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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field)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창의성 발 에는 그녀의 야망과 재능

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패션 장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제이콥스에게

는 두 명의 멘토가 있었는데,할머니와 패션디자이 페리 엘리스(Perry

Ellis) 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80년부터 할머니와 맨하탄의 유서

깊은 빌딩 마제스틱 빌딩(theMajestic,115CentralParkWest.)에 살았

다.139) 제이콥스는 “나는 할머니가 삭스 피 스 에비뉴(Saks Fifth

Avenue)에 뭔가를 사러가고,본윗 텔러(BonwitTell)에 스카 를 사러가

고,로드 앤 테일러(Lord& Taylor)에서 스타킹을 사러가는 것이 무

좋았다.”140)라고 회상하 다.패셔 블한 뉴요커인 할머니는 그의 패션디

자이 의 꿈을 극 으로 지원해주었다.그녀는 손뜨개 기술을 수해

주었으며,실제로 졸업 컬 션의 손뜨개 스웨터를 직 만들어주기도 하

다.어린 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제이콥스는 할머니에게 정서

지원을 받으며 창의성 발 에 도움을 받았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다른 멘토는 뉴욕의 패션디자이

페리 엘리스(PerryEllis) 다.페리 엘리스의 편안하면서 트가 넘치는

담한 디자인들은 제이콥스에게 큰 감을 주었다.제이콥스는 “페리 엘

리스는 나에게 멋을 알려줬다.그는 긴 머리에 슈트를 입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이상한 옷을 만들고 막 한 성공을 거두었다.그는 나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141)라고 밝히며 그가 페리 엘리스에게 큰 향을 받았

음을 시사했다.15세이 되던 해 제이콥스는 실제로 페리 엘리스(Perry

Ellis)를 만나 진로를 상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그의 충고에 따라 제

이콥스는 뉴욕 슨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에 진

학하 다.신 디자이 인 마크 제이콥스를 발탁한 것도 ‘페리 엘리스

(PerryEllis)’사로 그의 창의성 발 에 요한 패션 장이 되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창의성 발 에는 비즈니스 트 인

로버트 더피(RobertDuffy)이 큰 역할을 하 다.더피는 1984년 뉴욕

슨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의 졸업 패션쇼에서 제

이콥스를 발탁하 다.그후 ‘스 치북(Sketchbook)’,‘페리 엘리스(Perry

139)BridgetFoley,op.cit.,p.11.

140)“MarcJacobs,”Vogue.

14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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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루이비통(LouisVuitton)’에 이르기

까지 제이콥스의 모든 디자인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약물 독과 알코

올 독에 시달리던 제이콥스를 재활원으로 보내고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더피는 정서 으로 불안한 제이콥스가 안정 기반

에서 창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서 지원을 하고 있다.그는 2001

년 세컨드 라인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byMarcJacobs)’의 런

칭을 기획하여,사업 성공을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하 다.피에르 베르

게(PierreBerge)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입 생 로랑을 성공시켰듯이,

로버트 더피(RobertDuffy)는 마크 제이콥스의 성공을 돕고 있다.

LVMH사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는 1997년 143년

통의 ‘루이비통(LouisVuitton)’하우스를 신 디자이 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에게 맡기며 여성복 라인,남성복 라인의 런칭과 함께 액세

서리 라인 디자인을 맡겼다.LVMH사의 풍부한 자 력과 유럽의 수공

기술이 마크 제이콥스의 재기발랄한 콘셉트와 만나 높은 시 지 효과를

가져왔다.제이콥스는 아르노 회장과의 계를 “많은 면에서 나는 항상 아

버지를 기쁘게 하기 해서 노력하는 어린 소년이 된 것 같이 느낀다.”142)

라고 설명하 는데,오랜 기간동안 좋은 트 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친 요한 패

션 장들은 패션 에디터와 바이어다.제이콥스는 재기발랄한 디자인과

타고난 매력,유머감각으로 패션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우먼

스 웨어 데일리(Women’sWearDaily)의 리짓 홀리(BridgetFoley)는

“1980년 부터 은 잡지 기자에서부터 바이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

크 제이콥스를 좋아했다.”143)라며 제이콥스의 높은 인기를 설명하 다.

리짓 홀리(BridgetFoley)는 2004년 마크 제이콥스에 한 단행본을 출간

하기도 하 다.FIT 미술과의 장이자 패션학자인 발 리 스틸(Valerie

Steele)은 “마크 제이콥스는 모든 패션지 에디터들이 좋아하는 디자이

로 자리 잡으면서,그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었다.”144)라며 제이콥스의 창

의성 발 에 패션 에디터들의 역할을 설명했다.제이콥스는 1980년

반 패션계에 진출한 후부터 세계 패션계를 좌우하는 미국의 패션 에디터

142)AmyLarocca,“LostandFound,”New YorkMagazine,Sep5,2005,accessedDecember21,
2012,http://nymag.com/nymetro/shopping/fashion/fall2005/12544/index5.html

143)BridgetFoley,op.cit.,p.9.

144)ElizabethCurrid,최지아,op.cit.,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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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투어(AnnaWintour)를 비롯한 수많은 패션 에디터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가두를 달릴 수 있었다. 버그도그 굿먼(Bergdorf

Goodman),블루 데일즈(Bloomingdale’s)등 미국의 바이어도 그의 상품

성 있는 패션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제이콥스의 상업 인 성공을 도왔다.

특히 우먼스 웨어 데일리(WWD)의 패션 에디터 리짓 홀리(Bridget

Foley)는 2004년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단행본을 썼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주변에는 항상 당 를 풍미하는 트 드

세터들이 있었다. 화감독 소피아 코폴라(SofiaCoppolar), 화배우

노나 라이더(Winona Ryder), 이트 모스(Kate Moss),다코타 패닝

(DakotaFanning),엘르 패닝(ElleFanning)등 패션 선도자들은 뮤즈가

되어 그의 디자인 작업을 돕고 있다.1990년 반 페리 엘리스에서 해

고 당하고 재정 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슈퍼모델 린다 에반젤리스

타(LindaEvangelista),나오미 캠벨(NaomiCampbell),크리스티 털링턴

(ChristyTurlington)등이 무료로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런웨

이에 서주며 그를 도왔다.145)이처럼 패션 에디터,패션 바이어,패션모

델,패션 선도자 등 패션 장은 마크 제이콥스의 창의성 발 에 한

역할을 하 다.

2007년 로익 리정(LoïcPrigent)의 다큐멘터리 화 “MarcJacobs

& LouisVuitton”는 마크 제이콥스의 디자인 로세스를 담아 좋은 마

크 제이콥스 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다. 2012년 루이비통에서 활동한지

1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랑스 리의 장식미술박물 (theMuséedes

ArtsDécoratifsinParis)에서 “루이비통-마크 제이콥스(LouisVuitton–

MarcJacobs)”라는 이름의 시가 진행되었다. 리의 장식미술박물

(theMuséedesArtsDécoratifsin Paris)의 큐 이터 멜라 골빈

(PamelaGolbin)는 마크 제이콥스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여 패션 역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편입시켰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화배우나 팝스타처럼 수많은 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패션의 문외한인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있을 정도로 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스타 디자이 이다. 들은

비교 렴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byMarcJacobs)’ 이

블의 옷과 패션 액세서리,마크 제이콥스 부티크에서 매하는 기념품

145)AmyLarocca,“LostandFound,”New York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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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그를 추종하고 있다.앞서 고찰한 마크 제

이콥스(MarcJacobs)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표

3-30]와 같다.

[표 3-30]마크 제이콥스 창의성의 장 특성 요인

패

션 

현

장

멘토 할머니, 페리 엘리스

지지자

비즈니스 파트너: 로버트 더피

투자자 : 베르나르 아르노

패션 에디터 : 브리짓 홀리, 안나 윈투어, 발레리 스틸

바이어 : 버그도그 굿먼, 블루밍데일즈

뮤즈: 소피아 코폴라, 케이트 모스

패션모델 : 나오미 캠벨, 린다 에반젤리스타, 케이트 모스

패션 큐레이터 : 파멜라 골빈

다큐멘터리 : 로익 프리정

경쟁자 -

추종자 대중, 팬

(2)종합 논의

뉴욕 출신 패션디자이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로벌 패션

시 를 표하는 스타 디자이 이다.그는 세 개의 이블,루이비통,마

크 제이콥스,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를 이끌며 1990년 이후 세계

의 패션 트 드를 선도하고 있다.뉴욕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마크 제이

콥스는 패션,팝 음악,클럽 문화, 미술,하 문화 등 뉴욕의 문화

자산을 어린 시 부터 릴 수 있었다.풍부한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조

은 피하고,조 은 그런지하고,조 은 쿠튀르(alittlepreppie,a

littlegrunge,alittlecouture)’146)독특한 미학의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인 계 지능, 응 지능,언어 지능

과 같은 사회성과 련된 인지 능력과,문화· 술 지능의 교양 련

인지 능력이 강 이다.제이콥스의 성격 특성으로 다양한 문화, 술

등 경험에 도 하는 개방성과 섬세하고 민한 감수성이다.뛰어난 감수

성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이면서 편안한 그리고 향수를 자

아내는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제이콥스의 창의성 발 에 가장 요한

146)“MarcJacobs,”V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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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요인은 높은 매력 자본이다.타고난 외모와 친근한 성격으

로 그는 1980년 뉴욕 패션계에 등장하자마자 패션 에디터,패션모델,

바이어 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는 한 자신의 성 매

력과 사회 표 력을 극 으로 사용하면서 신 인 패션 선도자라는

치를 유지하고 있다.제이콥스는 동성애자로 동성애 해방 운동을 극

으로 지지하고 있다.그의 화려한 연애사는 연 계의 좋은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상류층의 화려함과 캐주얼웨어

간”147)이라는 니치 마켓에 주목하 는데,고 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성들을 해 유머가 넘치는 ‘키-페미닌(quirky-femine)’패

션을 제공하 다.그는 스스로 차용을 즐긴다고 밝히고 있는데,벼룩시장

의 빈티지 의상,팝 뮤직, 문화,다운타운 스타일, 술작품 등을 차

용해서 새롭게 조합시키는 방법을 통한 트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반패션 이고 인 디자인을 하면서도 철 히 상업주의를 지향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루이비통(LouisVuitton)’에서 일할 때는 ”

내 이름은 루이 비통이 아니다.내가 회사를 운 하는 것이 아니다.”148)

라며 경 진의 의견을 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심오한 술의지나

철학을 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옷,소비자들이 꼭 갖고

싶어 하는 옷을 만드는 것이 마크 제이콥스의 목표이다.149)상품성의 추

구로 그는 “패션계의 흥행의 마술사”가 되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매력 인 외모와 쇼맨십으로 화배우

나 뮤지션 못지않은 인기를 리는 스타이다.패션의 문외한인 사

람들은 그를 화배우로 알 정도로 이름이 리 알려졌다. 로벌 패션

시 에 디자이 의 이미지는 랜드 이미지와 직결되고 있다.마크 제이

콥스는 스타들과 사교 생활을 즐기고 화보 촬 ,TV 쇼 출연 등을 활발

한 활동으로 랜드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패션디자이 의 엔터

테이 화’라는 패러다임을 낳았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창의성 발 에는 많은 지지자가 있었

다.그의 멘토인 할머니는 패션디자이 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페리 엘리스(PerryEllis)의 트가 넘치는 패션은

147)이민선.“마크 제이콥스.”네이버캐스트.

148)PamelaGolbin,LouisVuitton/MarcJacobs,op.cit.,p.115.

149)Davies,Hywel,박지호,op.cit.,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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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스가 패션디자이 의 꿈을 품도록 해주었다.비즈니스 트 로

버트 더피(RobertDuffy)는 학생이었던 마크 제이콥스를 고용하면서 제

이콥스를 뉴욕 패션계에 데뷔시켰다.정서 으로 불안한 제이콥스가 안

정 인 창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감각 있는 사업 경

으로 마크 제이콥스의 사업 성공의 공로자이다.LVMH사의 회장 베

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는 뉴욕의 신인 디자이 마크 제이콥스

를 발탁해 세계 인 디자이 로 성장시켰다.

뉴욕의 에디터와 바이어,패션모델등은 마크 제이콥스의 재기발랄한

디자인과 개인 인 매력에 매혹되어 극 인 지지자가 되었다.그는 미

국패션디자인 회(CFDA)에서 수여하는 상을 9차례나 수상하는 등 랄

로 (RalphLauren),캘빈 클라인(CalvinKlein)을 잇는 차세 디자이

로 미국 패션을 이끌고 있다.그는 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며,패션

과 술의 목을 통한 잇백 열풍을 일으켰다.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r), 화배우 노나 라이더(WinonaRyder), 이트 모스(Kate

Moss),다코타 패닝(DakotaFanning),엘르 패닝(ElleFanning)등 당

의 패션니스타들은 마크 제이콥스의 고 모델로 활약하거나 그의 옷을

즐겨 착용해 랜드의 인지도 상승을 돕고 있다.2004년 리짓 홀리

(BridgetFoley)는 마크 제이콥스 단행본 출간,2007년 로익 리정(Loïc

Prigent)은 마크 제이콥스 다큐멘터리 화 제작,2012년 큐 이터 멜

라 골빈(PamelaGolbin)는 마크 제이콥스의 시를 도와 마크 제이콥스

개인과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며 마크 제이콥스의 업 이 패션 역으

로 편입되는 것을 도왔다.앞서 고찰한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창

의성 발 을 정리한 창의성 모형은 [그림 3-17]와 같다.



- 265 -

[그림 3-17]마크 제이콥스 창의성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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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a] 패션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그림 3-18-b] 2010년 남성용

향수 ‘뱅(Bang)’ 런칭 홍보용 광

고사진

[그림 3-18-c] 미국 보그에 실

린 1993년 봄/여름 페리 엘리

스 컬렉션의 그런지 룩 

[그림 3-18-d] 2012년 봄/여름 

루이비통 컬렉션의 국의 전

통 자수 브로드리 앙글레이즈

를 이용한 드레스

[그림 3-18-e] 2011년 가을/겨울 

‘마크 제이콥스’ 컬렉션의 물방

울 무늬 앙상블

[그림 3-18-f] 2012년 가을/겨울 

‘마크 제이콥스’ 컬렉션의 안나 

피아기, 18세기 로코코 의상 등

에서 감을 받은 퀄키-페미닌 

룩

[그림 3-18-g] 1985년 ‘스케치북

(Sketchbook)’컬렉션의 런웨이

에서 환호하는 마크 제이콥스와 

스마일 얼굴이 그려진 스웨터

[그림 3-18-h] 2003년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한 체리 블로썸 

모노그램 핸드백

[그림 3-18-i] 2001년 봄/여름 루

이비통 컬렉션의 스테판 스트라

우스와 협업한 ‘그래피티 모노그

램’ 라인의 핸드백들

[그림 3-18]마크 제이콥스 창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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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창의성 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진행한 패션디자이 의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에 따른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이 후,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 역, 장요인 별로 나 어 비교분석하여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친 발 요인의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제1 오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에

따른 패션디자이 창의성 비교 분석

1.개인 특성 요인 비교 분석

1)오트쿠튀르 시 디자이

본 연구에서 고찰한 오트쿠튀르 시 디자이 는 가 리엘 코코 샤

넬(Gabrielle “Coco” Chanel),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등 3인이다.샤넬과 발

시아가는 19세기 말에 출생하 고,디오르는 20세기 반에 출생하

다.오트쿠튀르 시 의 유럽은 제 1차 세계 과 제2차 세계 이 발

발하고,스페인 내 과 같은 정치 분란이 끊이지 않았으며,과학기술

의 발 과 함께 사상 으로는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

다. 변하는 사회에 향을 받으며 3인의 창의 인 디자이 들은 마

다 독특한 철학을 담은 작품세계를 펼치면서 패션 정립에 기여하

다.오트쿠튀르 시 의 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개인 특

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구분

하여 각각 비교분석하 다.

패션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인지 능력은 시각표 (2D)지능과 입체

표 (3D)지능을 포함하는 기술, 응 지능, 인 계 지능,언어 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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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사회성과 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을 포함하는 교양이 있다.

가 리엘 샤넬에게 두드러지는 인지 강 은 응 지능,언어 지능,입

체표 (3D)지능이며,인지 약 은 시각표 (2D)지능이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일 사회

에 진출하 다. 변하는 20세기 반 유럽 사회에서 생존을 해 보조

양재사,카바 가수,상류층의 정부,쿠튀리에로 역할을 바꿔나가며 높

은 응 지능을 보 다.그녀는 비천한 출신 배경을 각색하고,경쟁 디자

이 에 한 독설로 언론에 주목을 끄는 데 언어 지능을 극 으로 사

용하 다.어린 시 부터 수도원과 고모로부터 재 기술을 익힌 샤넬은

처음 디자인하우스를 오 할 당시에는 쿠튀리에 수 의 입체표 (3D)

지능을 갖추지 못하 지만,유능한 재 사를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면서

입체표 (3D)지능이 향상되었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인지 강 은 입체

표 (3D)지능이며,인지 약 은 응 지능,언어 지능이다.발 시아

가는 디자인,재단,가 ,바느질,끝처리까지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

하는 기술력으로 당 의 디자이 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발 시아가는

시류의 변화에 극 으로 응하기 보다는 연한 모습을 보이며 낮

은 응 지능을 드러냈다. 한 1960년 스페인 출신의 발 시아가는

불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취약하여 언어 지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홀로

작업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인지 강 은 인 계 지능, 응

지능,시각표 (2D)지능,언어 지능,입체표 (3D)지능이며,특별한 인지

약 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는 부유했던 집안이 세계 공황의 여 로

몰락하면서 30세라는 비교 늦은 나이에 패션계에 입문하 다.어렸을 때

부터 쌓아온 인맥의 도움으로 마르셀 부삭의 투자를 받아 디자인하우스를

오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높은 인 계 지능을 보여주

고 있다.시류의 변화를 읽고 미국에 기성복 산업을 런칭하는 등 응 지

능을 보여주고 있다.놀라운 스 치 실력으로 시각표 (2D)지능과 오트쿠

튀르 하우스의 수습 기간을 통해 얻은 입체표 (3D)지능까지 갖추었다.

오트쿠튀르 시 의 디자이 3인의 공통 인 인지 능력은 입체표

(3D)지능이었다.오트쿠튀르 시 디자인하우스의 주요 상품은 매 시즌

발표하는 컬 션,즉 옷이었다.오트쿠튀르 산업은 상류층의 엘리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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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패션쇼를 개최하고,개인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제작 매

하면서 디자인하우스를 운 하 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옷에 한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하기 해서 매 시즌 실루엣이나 치마

길이 등의 변화를 두 개의 새로운 라인들을 발표하 다.패션디자이

들은 의복 구성에 한 철 한 이해,즉 입체표 (3D)지능을 바탕으

로 수공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옷의 디테일,실루엣, 로포션 등에 새

로운 변화를 일으켜 시즌과 차별화된 작품을 발표하면서 패션 선도력

을 유지하기 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옷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인 시각표 (2D)지능은 크리스

찬 디오르(ChristianDior)만이 갖추었다.디오르는 기억 속의 벨 에포크

시 (LaBelleÉpoque)의 복고주의 의상들을 재 하기 해서 스 치 실

력을 활용하 다.반면,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남성복 실물을 직 자르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

출하 으므로,시각표 (2D)지능이 창의 인 패션디자인에 반드시 필수

이지 않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창의 인 패션디자이 의 성격 특성은 개방성,성실성,감수성,야망성,

독립성이다.사람은 본래 여러 성격 특성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의 성격 특성 디자이 별로 가장 두

드러지는 나타나는 것을 디자이 의 고유의 성격 특성으로 고찰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야망성과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노동자 계층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 다.기회가

많은 도시로 계속 이동하고,유력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공의 발 을

마련하 다. 한 그녀는 오트쿠튀르의 오랜 습에 반발하여 검정색을

사용하고, 지 소재의 기능주의 패션을 제시하 다는 에서 독립성을

엿볼 수 있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의 주된 성격 특성은

성실성과 독립성이다.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수도승과 같이 스스로

세상과 고립한 채 순수한 형태미 구 을 한 실험에 매진하 다.고객

에게 나가는 모든 상품을 하나하나 검수하는 등 최상류층 고객을 한

최상의 품질 구 을 해 노력했다는 에서 성실성이 잘 드러난다.제

2차 세계 에도 디자인하우스를 운 하는 등 시류에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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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포르테 산업의 부흥과 같은 패션 시스템 변화에도 무 하게

독자 인 작품 세계를 펼친 에서는 독립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에게는 개방성과 감수성이 고찰되었

다.그는 교육을 시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풍부한 문화자본의 소유

자 다.20 에는 갤러리를 운 할 정도로 술에 한 애착을 가지고 있

었고,당 의 아방가르드 술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 술 활동을 하

다.새로운 경험에 한 거부감이 없는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성은 기

성복 사업,라이선스 사업 개 등 사업의 다각화를 이끌어 디오르 제국

을 설립하게 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한편 그는 정서 으로 섬세하고

민하여 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어린 시 부터 카니발에

매료되었던 그는 마술, 언, 술 등 미신을 신 하는 등 실 도피 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3인의 디자이 들은 서로 다른 성격 특성을 지니

고 있으며,상이한 성격 특성은 독창 인 작품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

매력 자본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해야 하는 패션디자이 에게 요한

요소이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세 디자이

가장 극 으로 매력 자본을 이용하 다.아름다운 외모와 성 매력,활

력을 이용해서 상류층 남성들, 술가들과 교제하면서 직간 으로 사업

인 도움을 받았다.여성 쿠튀리에로서 자신 스스로 디자인하우스의 뮤

즈가 되어 새로운 유행을 시키는 사회 표 력도 보이고 있다.크

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흰색 작업복으로 사회 표 력을 드러냈다.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수

도승의 느낌을 내는 흰색 작업복은 신비로운 분 기와 함께 경외감을 불

러일으켰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평생 외모에 한 콤

스에 시달렸고 평범한 패션 센스의 소유자 다.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

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간 인 매력을 지녀, 기가 닥칠 때마다 지인들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세 디자이 에게 공통 으로 드러나는 사회 기

술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인간 계의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샤넬과

디오르는 극 인 사교활동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얻었다.발 시

아가의 사회 기술은 다른 디자이 들과 차별 이 있는데,과묵하고 폐쇄

인 생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흥미를 자아내고 추종자들을 낳았다.

패션디자이 의 사회·심리학 요인은 가족상황,성정체성,결혼 여부,

건강으로 구분해 고찰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 271 -

Chanel)과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노동자 계층 출

신이었다.샤넬은 11세에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과도 이별해 성장했으며,

발 시아가는 11세에 부친이 사망한 후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나갔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의 인 인물들 에 남성은 10명 3명,

여성은 10명 2명이 유년기에 부친을 잃었다는 을 발견하 다.150)칙

센트미하이는 어린 시 에 부친을 잃는 것은 강한 책임감과 자립심을 심

어주기 때문이라고 추측하 다.151)디오르는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 지

만 20 반에 집안이 산한 후 가장이 되어 패션업계에 입문하 다.

세 디자이 의 성 정체성과 결혼 여부를 고찰해보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이성애자로,미혼이지만 여러 명의 애

인과 교제를 한 자유 연애주의자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와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동성애자로 미혼이었

다. 기 작가 메리 블럼(MaryBlume)에 따르면 발 시아가는 동업자인

블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WladzioJaworowskid’Attainville)와 오랜

기간 교제하 다.152)

마지막으로 샤넬은 87세,발 시아가는 7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별

세하 다.샤넬은 1909년 모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망 바로 직 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 다.발 시아가는 41세에 리 오트쿠튀르에 데뷔한

이후 73세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창작품을 발표하 다.디오르는 1950년 후반에 폭식과 신경 민 등에

시달렸는데 1957년 5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하 다.디오르는

1947년 데뷔한 후 10년이 조 넘는 기간 활동하 지만 디오르 하우스는

리 최고의 쿠튀르 하우스라는 명성을 얻었다.앞서 고찰한 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1]와 같다.

150)Csikszentimihalyi,Mihaly,노혜숙,op.cit.,p.201.

151)Csikszentimihalyi,Mihaly,노혜숙,op.cit.,p.201.

152)LornaKoski,“BalenciagaBiographytoBeReleased,”WWD,January29,2013,

accessed June 1, 2013,

http://www.wwd.com/eye/lifestyle/balenciaga-biography-to-be-released-667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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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가브리엘 코코 샤넬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인지적 
능력

기술 입체표현(3D) 입체표현(3D) 
시각표현(2D)

입체표현(3D) 

적응

언어

적응 

대인관계

문화·예술

- 야망성, 독립성 성실성, 독립성 개방성, 감수성비
인
지
적 
능
력

성격

매력 
자본

사회적 기술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활력

사회적 표현력

아름다운 외모

사회적 표현력

-

사

회·

심

리

학

적

요

인

가족
상황

-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층
부유한 집안

20대 중반 파산

성적
정체
성

- 이성애자 동성애자 동성애자

결혼
여부

미혼
미혼

자유연애주의자

미혼

비즈니스파트너
미혼

건강 - 87세 사망 77세 사망
결핵, 신경예민, 폭식

52세 심장마비사망

2) 타포르테 시 디자이

본 연구에서 고찰한 타포르테 시 디자이 는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등 3인이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36년에 랑스령 알제리(Algeria)에서 출생한 랑스인이며,라거펠트는

1933년에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출생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는 1941년 생으로 국 출신이다. 타포르테 시

는 1960년 ‘은이의 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후의 경제 번 으

로 은이, 이 소비의 주체로 떠올라 기존의 엘리트 최상류층이 아니

라 은이, 이 패션을 주도하는 시 를 열었다. 타포르테 시 의

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

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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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디자이 의 인지 능력을 고찰해 보면 입 생 로랑(YvesSaint

Laurent)에게 두드러지는 인지 강 은 시각표 (2D)지능, 응 지능,

문화· 술 지능 지능이다.생 로랑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 부터 풍부한 문화자본을 릴 수 있었다.패션디자이 의 꿈을 극

으로 지원하는 부모님 덕에 일 이 재능을 발견해 개발할 수 있다.그의

뛰어난 스 치 실력은 그를 콘테스트 1등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크

리스찬 디오르 하우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었다.그는 뛰어난 응 지

능의 소유자로 은이의 시 가 오고 있음을 감지해,고루한 년여성이

아니라 은 여성들을 한 활동 인 패션을 선보여 타포르테 시 를

이끌었다.그는 한 그림동화책을 출 하거나,무 디자인,무 의상 제

작 등 다양한 역에서 활동했으며,이런 문화와 술에 한 심은 에스

닉 패션(ethnicfashion), 술을 목한 패션 등 다채로운 작품 활동으로

나타나 패션 스타일의 부분을 다 창조해내는 기반이 되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인지 강 은 시각표 (2D)지능을

포함하는 기술, 응 지능, 인 계 지능,언어 지능을 포함하는 사회성

과 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을 포함하는 교양 등 골고루 나타났다.라

거펠트의 시각표 (2D)지능은 생 로랑과 마찬가지로 콘테스트 수상으

로 이어져 쿠튀르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하며 패션계에 입문하게 해주

었다.그는 특히 응 지능을 발휘해 오트쿠튀르 하우스 수석디자이 ,

기성복 업체 리랜서 디자이 ,주요 타포르테 하우스 수석 디자이

,하우스 오 샤넬의 수석 디자이 등 패션 시스템에 변화에 맞추어

천후의 활동을 해 “패션계의 카멜 온”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주었다.

인 계 지능을 통해 은 술가 집단과 어울려 시 정신에 맞는 패션

을 시에 제공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인지 강 은 입체표

(3D)지능과 학문 지능이다. 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학구열의 소유자인

웨스트우드는 뛰어난 학문 지능을 바탕으로 독학으로 패션을 공부하

다.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AlbertMuseum)의 방

한 역사복식 련 자료를 공부하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뛰어난 입체

표 (3D)지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한 뛰어난 언어 지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면서 컬 션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타포르테 시 의 디자이 3인의 공통 인 인지 능력은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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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기술이다. 타포르테 시 는 은이들을 상을 한 다양한 스

타일이 요구되던 시 이다.우아한 세련미를 추구하는 년층의 여성 고

객이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심사를 가진 은 층을 만족시키기 해서

는 문화,스트리트 패션, 술,비서구권의 문화 등 아이디어를 얻어

내는 교양이 요구되었다.오트쿠튀르 디자이 가 남긴 패러다임에 다양

한 문화· 술에서 받은 감을 표 한 새로운 스타일과 패션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한 타포르테 시 는 오트쿠튀

르 산업의 쇠퇴, 타포르테 패션의 부흥,부티크 패션과 스트리트 패

션 등장 등 패션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과 소통하

려는 사회성의 인지 능력이 요구되었다.

타포르테 시 의 패션 디자이 들의 성격 특성은 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은 감수성과 개방성이 고찰되었고,칼 라거펠트

(KarlLagerfeld)는 개방성과 야망성이,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생 로랑의 감수성은 은

이의 시 에 등장한 신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한 감각으로

알아차리게 해주었다. 한 자신의 패션디자인 작업은 “여성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라고 느끼며 애정을 담아 작품 활동에 매진하 다.개방성은

다양한 경험과 도 을 즐기게 해,시스루 룩(see-throughlook),에스닉

룩(ethniclook),사 리 룩(safarilook),등 다양한 스타일의 제시로 이어

졌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주된 성격 특성은 개방성과 야망

성이다.그의 개방성은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직책을 바꾸며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그는 야망성의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성

공을 향한 집념은 라거펠트를 열정 인 일벌 로 만들기도 했지만,자신

의 과거를 마음 로 바꾸거나,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등 수단

과 방법을 안 가리는 비인간 인 행동을 하게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에게는 독립성이 고찰되었다.

그녀는 유년시 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조건 없이 순응하기보다는

항상 의문을 품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독립성은

하 패션을 선보이고 당 의 트 드에 반발하는 작품 활동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세 명의 타포르테 시 의 패션디자이 들은 각기 다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이런 고유한 특성들이 각기 다른 작품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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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비비

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등 모두 매력 자본을 소유하고 있

었다.패션디자이 로서 세 명 다 높은 사회 기술과 사회 표 력을

가지고 있었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큰 키,마른 몸매,고

운 얼굴의 아름다운 외모를 지녀 패션에디터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동성

애자가 많은 패션계에서는 그의 동성애자로서의 성 매력은 장 이 되

었는데,그는 1970년 드 사진을 고에 실어 게이들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그는 타고난 사회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모성을

자극하는 외모와 천재 인 재능은 사람들을 끌어 들 다.생 로랑은

한 뛰어나 패션 센스로 남성복 패션의 선도자이기도 했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회 기술,독특

한 유머 감각의 활력과,사회 표 력의 소유자이다.특히 그는 검은색

가죽 장갑,하이넥 칼라,검은 색 선 라스,흰색 포니테일(ponytail)등

독특한 패션 센스로 귀족 인 풍모를 풍기며 주목을 끌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은 아름다운 외모,성 매력,사회 기

술,활력,사회 표 력을 갖춘 매력 자본의 소유자이다.그녀는 고운

피부,잘 가꿔진 몸매,바른 자세 등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그

녀는 육감 인 몸매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성을 끄는 성 매력을 가

지고 있다.그녀는 독특한 유머감각은 작품 세계에 잘 풍자 인 컬 션

에 잘 표 되어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70년

는 '펑크 패션을 직 착용하여 ‘펑크 패션의 모’로, 재에는 자신

의 컬 션을 비비안 웨스트우드 하우스의 살아있는 뮤즈로서 활동하며

사회 표 력을 발휘하고 있다.

매력 자본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해야 하는 패션디자이 에게 요한

요소이다.세 디자이 에게 두드러지는 매력 자본 요소는 사회 표 력

이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디오르 하우스 시 말끔한 양

복 착용,1970년 에는 긴 머리,덥수룩한 수염의 탈롱 바지 착용,

1980년 이후에는 여피들의 패션인 비즈니스 슈트차림으로 시 의 트

드에 따라 다른 패션 센스를 보여주며 남성복의 패션 리더 역할을 하

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독특한 사회 표 력은 늘 화제에

오르는 데 기엔 말쑥한 맞춤 슈트,1990년 에는 요지 야마모토의 슈

트, 재는 검은 색 선 라스,흰색 포니테일(ponytail),몸에 날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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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 슈트 차림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자신의 컬 션 의상을 직 착용하면서 이고 자유

로운 비비안 웨스트우드 하우스의 뮤즈로 활약하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사회·심리학 요인은 가족상황,성정체성,결혼 여부,

건강으로 구분해 고찰하 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칼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모두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이며,패셔

블한 어머니를 통해 리 쿠튀르 패션을 할 수 있었다.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Westwood)는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1970년 불경기의

런던에서 반체제 인 스트리트 패션으로 데뷔하 다.

세 디자이 의 성 정체성과 결혼 여부를 고찰해보면 두 남성 디자

이 들은 동성애자이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61년 동성

애인 피에르 베르게(PierreBerge)을 만나 함께 입 생 로랑 하우스를 설

립하 으며,1976년에 연인 계를 청산한 후에도 비즈니스 트 로 좋

은 계를 유지하 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에게는 동성 연인이

며 뮤즈 던 자크 드 바셰(JacquedeBascher)가 있었다.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Westwood)는 이성애자로 2번 결혼하 다.애인이었던 말

콤 맥라 (Malcolm McLaren)를 돕기 해 패션계에 입문하 다.1980년

반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다마리오(Carlod’Amario)와 교제하 는

데,그는 비즈니스 트 로서 그녀의 사업을 도왔으며, 재에도 같이

일하고 있다.웨스트우드는 1992년 패션디자이 안드 아스 크론탤러

(AndreasKronthaler)와 결혼해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입 생

로랑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연인인 비즈니스 트 의 도움을 받아 디

자인하우스를 운 하 다.

마지막으로 패션디자이 의 건강을 고찰해보면,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은 1950년 말 쟁에 참 했던 것이 큰 트라우마가 되

어 평생 신경 쇠약,우울증에 시달렸다.1970년 ,1980년 는 젯셋족

(jet-set)과 무 제한 사교 활동으로 약물 독과 알코올 독에 빠졌었

다.1976년 재활원에서 요양을 하기도 하 는데,이후 다채로운 칼라와

높은 장식성의 컬 션으로 재기에 성공하 다.그는 2002년 은퇴하 으

며 71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하 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

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타고난 활력과 건강으로

재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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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

인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2]와 같다.

[표 4-2]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입 생 로랑 칼 라거펠트
비비안 

웨스트우드

인지적 
능력

기술 시각 표현(2D) 시각 표현(2D) 입체 표현(3D)

사회성 적응

적응

대인관계

언어

언어

교양 문화·예술 
문화·예술 

학문
학문

- 감수성, 개방성 개방성, 야망성 독립성비
인
지
적 
능
력

성격

매력 
자본

사회적 기술

사회적표현력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활력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활력

사

회·

심

리

학

적

요

인

가족
상황

- 부유층 출신 부유층 출신 노동자 계층

- 동성애자
동성애자

(밝히지는 않음)
이성애자

성적
정체
성

미혼
미혼

(비즈니스 파트너)

미혼.

뮤즈

기혼

(비즈니스 파트너)

결혼
여부

건강 -

우울증,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71세 뇌종양 사망

2001년 13개월 40kg 

감량
건강

3) 로벌 패션 시 디자이

본 연구에서 고찰한 로벌 패션 시 디자이 는 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등 3인이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49년

이탈리아의 패션 도시 라노(Milan)에서,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1969년 국의 패션도시 런던(London)에서,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는 1963년 미국의 패션도시 뉴욕(London)에서 탄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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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로벌 패션시 에는 세계 각국 출신의 디자이 의 활약,거

로벌 패션 기업의 등장,국가 간의 교역 확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 패션의 세계화가 이 진 시 이다.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

자이 들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켓 등 세계 시장ㅇ르

상으로 패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로벌 패션 시 의 디자이 창

의성 발 에 향을 개인 특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

력,사회·심리학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교분석하 다.

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을 우선 으로 고찰하면,미우치아 라

다(MiucciaPrada)는 응 지능, 인 계 지능을 포함하는 사회성과

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을 포함하는 교양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그녀는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가업을 잇기 해 패션계에 입문

해,스 치를 하거나 재단을 하는 기술과 련된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그러나 풍부한 교양을 통해 독창 인 아이디어를 가지

고 있으며,우수한 직원을 뽑아 함께 작업을 하는 사회성을 통해 창의

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입체표 (3D)지능의 기술,언어

지능을 포함하는 사회성과 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을 포함하는 교양의

인지 능력을 갖추었다.교양의 인지 능력을 통한 사회,패션 등에 한

탐구 결과를 패션계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으

로 표 하고 있다. 격 이고 인 컬 션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언어 지능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밝히며 작품에 설득력을 높 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응 지능, 인 계 지능,언어 지능을

포함하는 사회성과 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을 포함하는 교양이 있다.그

의 뛰어난 사회성의 인지 능력은 그가 로벌 패션 시 의 패션 시스템에

유연하게 응해 상업성 있는 디자이 로 패션 트 드를 이끌도록 하 다.

로벌 패션 시 의 디자이 3인의 공통 인 인지 능력은 사회성

과 교양이었다.오트쿠튀르 시 와 타포르테 시 를 거쳐 이미 부

분의 실루엣과 스타일이 등장했으며,캐주얼웨어나 베이식 의상에 한

선호로 로벌 패션 시 에는 새로운 신 인 형태의 의상 제안보다는

착용하기 편한 옷에 한 선호가 있었다.뚜렷하게 시 를 표하는 트

드가 있다기보다는 과거의 스타일에서 감을 얻은 트로 패션이 유

행하고,한 시즌에도 여러 시 의 스타일이 공존하는 상을 보 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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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새로운 형태를 구 하는 ‘기술’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잘 익히고 새

롭게 조합하는 교양과 비슷한 스타일이라도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

이디어를 잘 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인 ‘사회성’이 요구되었다.미우치

아 라다(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가 20세기 패

션에서 감을 받은 트로 패션(Retrofashion)에 디자이 의 독특한 아

우라(aura),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상업 인 성공을 거두며 로벌 패션

시 를 이끌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이 두 디자

이 와 달리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을 소유하고 있는데,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 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로벌 패션 시 의 패션 디자이 들의 성격 특성은 미우치아 라

다(Miuccia Prada)는 개방성이 고찰되었고,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감수성과 독립성이,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개방성

과 감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착용

했으면 좋겠다며 상업주의를 지지하며 로벌 패션 시 를 이끄는 미우

치아 라다(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공통 으

로 개방성의 성격을 가지고 컬 션에 새로움을 불러오기 해 다양한 문

화· 술을 활동을 하거나 패션 시스템에 극 동조하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감수성과 독립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사업 인 성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술의지 표 에

을 두었다.그의 자서 인 표 주의 패션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며,

트 드에 편승하지 않는 독자 인 형태로 나타난다.착용하기 편안한 실

루엣으로 에게 어필하기 보다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그의 디자인

은 소수의 고객만이 착용할 수 있다.

로벌 패션 시 의 디자이 들은 모두 매력 자본을 가지고 있다.미

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발목 양말, 어스커트,긴 생머리,헤

어밴드,통굽의 펌 스의 옷차림을 즐겨 착용하는데,사람들을 이런 옷차

림을 ‘미우치아 룩’이라고 부르며 따라 입기도 하는 등 독특한 사회

표 력을 가지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패션쇼 피

날 에서 체크무늬 셔츠,흰색 티셔츠,로 라이즈(low-rise)청바지로 구

성된 그런지 룩(Grungelook)의 사회 표 력을 보이며 반체제 인 디

자이 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아름다운

외모,사회 표 력,활력,성 매력,사회 기술을 모두 갖춘 매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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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소유자로 패션에디터,패션모델,바이어 등과 같은 패션계의 종사자

들뿐만 아니라 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세 디자이 에게 공통

으로 드러나는 매력 자본 요소는 사회 표 력이다,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는 공산당원,정치학 박사 출신의 특이한 이력을 가진 지

미의 소유자로, 능미를 드러내지 않는 ‘미우치아 룩’은 그녀를 롤 모

델로 삼는 사람들에게 복제되어 입 지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퀸의 그런지 패션은 ‘국 패션계의 훌리건’이라는 반항아 인

이미지를 강화해주며,2003년 체 감량에 성공한 후 착용하는 날렵한 라

인의 슈트는 그의 뛰어난 재단 실력을 상기시켜주면서 패션 선도력을 강

화시켜주고 있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편안한 캐주얼웨어에서

라다(prada)나 꼼 데 가르송(COMMEdesGARÇONS)의 여성복을 착

용하는 등 다채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이런 독특한 패션 센스는

연 계 가십란에 실리면서 그에 한 심을 높게 하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사회·심리학 요인은 가족상황,성정체성,결혼 여부,

건강으로 구분해 고찰하 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라다

의 창업자의 손녀딸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20 에 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앙드 쿠 주(AndréCourrège)등 리의 하이패션을

입으며 성장했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뉴욕의 부유한 유태인

집안 출신으로 청소년기부터는 할머니와 성장하 다.고등학교를 다니던

시 부터 클럽 생활을 즐겨,팝 뮤지션들의 음악과 패션 스타일에 매료

되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런던의 노동자 계층 출신

이다.어린 시 가정 폭력을 목격한 것이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세 디자이 의 성 정체성과 결혼 여부를 고찰해보면 미우치아 라

다(MiucciaPrada)는 이성애자로,1987년 비즈니스 트 인 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Bertelli)와 결혼하여 2남을 낳고 안정 인 가정생활과

성공 인 사업 트 십을 맺고 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모두 동성애자이다.맥퀸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작품 세계에 향을 끼쳤다고 고백하고 있는데,2000

년 동성 연인과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헤어지는 등,불행한 가정생활을 하

다.마크 제이콥스는 미혼으로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고 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보수 인 성격으로 안정 인 가정

생활을 하고,사교 활동을 자제하는 등 성실하고 제 있는 생활을 하고



- 281 -

있으며,이에 따라 60이 넘는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창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민한 성

격으로 2000년 알코올 독,코카인 독에 시달리는 등 무 제한

생활을 하여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었다.2007년 멘토인 이자벨라 블로우

(IsabellaBlow)가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 그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

으며,2010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마

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어린 시 부터 클럽을 하며 무 제한

티 생활을 즐겼는데,199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알코올과 헤로

인 독으로 인해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궤양성 장염에 시

달리던 그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2008년 근육질의 몸매를 완성했다.

재에도 엄격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면서 건강 유지에 힘쓰고 있다.

앞서 고찰한 로벌 패션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3]와 같다.

[표 4-3] 로벌 패션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개인 특성 요인 비교 분석

보편성

특수성

미우치아 프라다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인지적 
능력

입체표현(3D)

사회성

대인관계

적응 언어

대인관계

적응

언어

교양
학문

문화·예술

학문

문화·예술
문화·예술

- 개방성 감수성, 독립성 개방성, 감수성비
인
지
적 
능
력

성격

매력 
자본

사회적 표현력 - 사회적 기술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사회적 기술

활력

사

회·

심

리

학

적

요

인

가족
상황

부유층 출신 노동자 계층 부유층 출신 

성적
정체
성

이성애자 동성애자 동성애자

결혼
여부

기혼

비즈니스 파트너
동성애 결혼, 파경

미혼

자유연애

건강  건강
코카인 중독

우울증을 자살

신경과민, 알코올 중독, 

헤로인 중독 

궤양성 대장염

식이요법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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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 요인 비교 분석

1)오트쿠튀르 시 디자이

오트쿠튀르 시 에는 리 오트쿠튀르 조합(LaChambreSyndicale

delaCoutureParisienne)을 심으로 한 오트쿠튀르 패션이 세계 패

권을 차지한 시기이다. 리 쿠튀리에가 창조한 새로운 스타일이 상류층

고객에게 매되고,곧,기성복 업체에 의해 값싼 복제품이 량 생산되

면서 일반인들에게 입 졌다.오트쿠튀르 시 의 패션 역은 오트쿠튀

르 패션의 통, 례,트 드와 패션 련 기술,오트쿠튀르 산업 시스

템과 교육구조를 포함하고 있다.패션디자이 들은 당 의 패션의 통,

례,트 드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패션 련 기술,오트쿠튀르 산업

의 사회구조 속에서 정보를 얻고,새로운 산출물을 내는 과정으로 통해

창의성을 발 하고 있다.패션디자이 의 새로운 산출물은 패션 장이

요성을 인정하면 다시 패션 상징체계의 지식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패

러다임을 낳는다.3인의 오트쿠튀르 시 의 디자이 들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역 요인을 각각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은 기존의 패션 역에 불만을 품고 문제 해결

을 하려는 것에서 시작된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은 1910년 의 여성의 활발한 활동을 방해해 남성의 종속 인 존

재로 머물게 하는 1910년 S-실루엣,이국 취미의 패션에 반발하

다. 후에 달라진 라이 스타일에 맞추어 착용자에게 우아함과 동시에

편안함을 선사하는 ‘기능주의 패션’을 선보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CristóbalBalenciaga)는 오트쿠튀르의 엄격한 품질,수공 기술,장인

정신이라는 통의 수호자 다.그는 1950년 매를 진하기 해 매

시즌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하는 빠른 트 드 변화에 반발하 다.발 시

아가의 작업 방식은 매 시즌 다른 것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즌에서 조 달라진 형태로 꾸 한 연구를 통해 최상의 맞음새의 드

스를 선보이려고 노력하 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제 2차

세계 으로 실용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여 리지엔 특유의 우아미를

잃은 유틸리티 룩에 실도피주의 로맨티시즘 의상을 제시해 리 오트

쿠튀르의 부활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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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패션 이데올로기에 한 반발을 일으킨 패션디자이 들은 패

션 에디터,패션 선도자,바이어 등 패션 장의 지지를 받아 그들의 새

로운 산출물이 요한 패러다임으로 패션 역에 편입되게 되었다.패션

선도력이 있는 디자이 라는 명성을 얻게 되면 이 후에는 기존 이데올로

에 반발하기보다는 트 드를 이끄는 주요 디자이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샤넬의 기능주의 패션은 1920년 신여성인 래퍼들의 지지를 받으며

래퍼 룩(flapperlook)의 형이 되었고,1930년 에는 다른 쿠튀리에들

과 함께 신 빅토리아풍(VictorianRevivalism)의 의상을 선보이며 트 드

를 이끌었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와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도 1950년 와 1960년 부분의 실루엣을 완성

시키면서 리 오트쿠튀르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패션상품은 패션디자이 의 술의지가 구 된 것이지만,순수 술

작품과 달리 매되고 실제로 착용되어야 하는 상품이다.따라서 상업주

의에 한 패션디자이 의 철학은 창조 활동에 향을 미친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과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

는 극 으로 상업주의를 지지하 고,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는 상업주의를 반 하는 입장을 보 다.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는 상업주의에 극 동조하 는데,향수,기성복 사업,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사업 성공을 거두었고 디오르 제국을 건설하

다.샤넬과 발 시아가는 1960년 다른 쿠튀리에들과 달리 타포르

테 라인을 런칭하지 않았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의 경우는 향수라는 꾸 한 매출의 원천이 있었으나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오트쿠튀르 의상 매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1968년에 경 악화로 문을 닫았다.

세 디자이 와 사회구조와의 계를 살펴보면,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와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패션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통해 오트쿠튀르 통 기술과 규율을 익 오트

쿠튀르의 통을 존 하고 수호하려고 노력하 다.반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고아원에서 직업교육의 일환을 제기

술을 배운 게 부 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오트쿠튀르의 화려하고

장식 인 디자인 례에 도 할 수 있었다.오트쿠튀르 시 의 세 명의

디자이 들 모두 리 오트쿠튀르 업계에서 창조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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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랑스 장인들의 수공 기술, 랑스산 고 원단, 통 복식 재단법

에 의존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보는 사람을 만족시

키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에게 활동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선사하

는 ‘기능주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아 패션계에 큰

향력을 미치고 있다.특히 샤넬이 1926년에 발표한 ‘리틀 블랙 드 스’는

필수 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당시 검정색 의상은 장례식에서

착용되거나 가정부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착용하는 의상이었다.

샤넬의 단순한 형태의 리틀 블랙 드 스의 등장은 블랙을 세련되고 고

스러운 색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패션의 가장 요한 칼라로

자리 잡게 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특유의 성실성을 바탕

으로 7부 소매,기모노 슬리 ,원심 재킷,배럴 라인,색 드 스 등 신

인 의복 형태를 제안하며 디오르와 함께 1950년 ,60년 주요한 모든

실루엣의 창조했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뉴룩’을 비롯하여

실도피주의 로맨티시즘 트 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후

의 뉴룩의 성공은 장식 이고 화려한 수공 디테일을 부활시켰다.디오

르는 한 라이선스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패션내의 새로운 례

를 제안하 다.오트쿠튀르 패션디자이 가 패션 역에 제시한 패러다임

은 신 인 형태의 의상을 포함하는 패션트 드와 베스트셀러 향수,라

이선스 사업 등 패션 시스템내의 새로운 례를 포함하고 있다.

패션디자이 들이 창의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의 거

는 여러 가지가 있다.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에게 공통 으로 나타난 것

은 패러다임의 거는 패션 에디터들의 기사와 디자이 들의 기이다.

세 명의 디자이 의 작품들을 패션 에디터들의 사랑을 받아 “더 샤넬 포

드(TheChanelFord)”,“오트쿠튀르의 명작”,“뉴룩(New Look)”등과

같은 별칭을 얻으며 패러다임에 자리 잡았다.패션디자이 개인과 작품

세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기와 단행본으로 탄생되었다.디오르와

발 시아가는 리 오트쿠튀르 산업에 미친 공로는 인정받아 랑스 정

부로부터 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delaLégiond’Honneur)을 받

았다.앞서 고찰한 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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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가브리엘 코코 샤넬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이
데
올
로
기

기존의 패션 

트렌드에 반발

1910년대 S-실루엣, 

이국적 취미
빠른 유행의 변화 1940년대 유틸리티 룩

트렌드 세터 1920, 1930년대 1950, 1960년대 1950, 1960년대

상업주의 동조 상업주의 반대 상업주의 동조

사
회
구
조

독학 가족 사업

수습생활

수습생활

기
술

프랑스 수공예 기술 신소재 신소재

의복구성법

전통 의복구성법

패
러
다
임

새로운 패션 트렌드 기능주의 패션

‘리틀 블랙 드레스’

베스트셀러 향수

1950년대, 60년대 

주요한 모든 

실루엣의 창조

현실도피적인 

로맨티시즘 의상

‘뉴룩’

오트쿠튀르전통 부활

라이선스/기성복도입

패
러
다
임
증
거

패션 에디터의 기사

전기

"The Chanel Ford”

전기 출판

“패션계의 가장 위대

한 이름”

레지옹 도뇌르 훈장

크리스토발 발렌시아

가 뮤지엄

“패션계의 흥행사”

자서전 “Dior by 

Dior”

레지옹 도뇌르 훈장

2) 타포르테 시 디자이

타포르테 시 디자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

거펠트(KarlLagerfeld),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3인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역 요인을 각각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타포르테 시 의 패션디자이 모두 공통 으로 기존 패션 이데

올로기에 반발하며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하 다.입 생 로랑(YvesSaint

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모두 년 고객층을 상 로 한 고루한 하이패션에 반기를

들었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디오르 쿠튀르 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시 비트족에게 감을 받은 컬 션을 선보여 해고를 당했으

며,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오트쿠튀르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를 그만두고 기성복 업체의 리랜서 디자이 로 커리어를 바꿨다.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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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1970년 불황과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은이들을 상 로 부티크에서 스트리트 패션을 제작해 매

하 다.입 생 로랑은 1961년 입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를 세우고 고

활동 인 여성들을 한 단순하고 세련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 다.에

스닉 룩, 술과 결합한 패션 등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여 패션 스

타일의 부분을 창조하며 트 드 세터로 자리 잡았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60년 오트쿠튀르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섰다고 단한 후 타포르테 업계로 진출해 1960년 ,1970년

타포르테 패션의 부흥에 기여했다.1982년 하우스 오 샤넬 쿠튀르

하우스를 맡아 샤넬의 랜드 고유성에 문화,스트리트 패션을 가미해

리 패션을 이끄는 디자인하우스로 부활시켰다.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는 워 드 싱(PowerDressing),미니멀리즘 등 당

의 트 드에 반발하며 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패션,인 라

룩(infralook),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선보 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와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상

업주의를 극 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생 로랑은 타

포르테 라인을 운 하고 향수,라이선스,남성복 컬 션 런칭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라거펠트는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민

감하게 응하며 패션 액세서리의 요성을 강조해 샤넬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상업주의에 반 하

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패션 트 드와 상 없이 역사주의와 국의

통 복식 문화에 기반을 둔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타포르테 디자이 들의 사회구조를 분석해보면,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패셔 블한 어머니를 통해 리 오트쿠튀르 패션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1954년 ‘국제양모사무국 디자인 컨테스트

(InternationalWoolSecretariatCompetition)’에서 각각 1등상을 수상하

며 오트쿠튀르 하우스에서 수습생활을 시작하 으며,쿠튀르 하우스 수

석디자이 직을 거쳤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이 후 생 로랑은 자신

의 쿠튀르 하우스를 설립하 고,라거펠트는 여러 랜드에서 스틸리스

트로 활동하 다.자신의 이블을 런칭하기도 하 지만 하우스 오 샤

넬(HouseofChanel)과 펜디(Fendi)등과의 작업에 더욱 주안 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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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패션 용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는 국 출신으로 10 시 가족들과 런던으로

이주하 다.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사회에 한 항심이 강했던 술학

도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을 도와 부티크 보조 디자이 로 패

션 커리어를 시작했다.펑크 패션 등을 함께 창조했으며,1980년 부터는

독학으로 익힌 역사주의 의상의 의복 구성 기술을 이용한 의상으로 1980

년 런던 패션 크에 진출하 고 1982년에는 리 타포르테 컬 션

에서 발표하고 있다.

타포르테 디자이 들의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 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은 리 오트쿠튀르 수공 기술을 즐겨 사용하

고,비 습 인 소재의 사용도 즐겼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라노 펜디 하우스와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모피 가공법을 개발하여 모피

패션의 신기술을 창조하 고,하우스 오 샤넬(HouseofChanel)의 상

품들은 랑스 일류 공방들과 독 인 계약을 통해 최고 리티를 유

지하고 있다.최근에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등 첨단 매체에도

큰 심을 보이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런던

에서 디자인하우스를 시작했으나 런던의 미비한 패션 산업 인 라로 인

해 라노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

타포르테 디자이 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

션 트 드이다.입 생 로랑은 르 스모킹(le smocking),몬드리안 룩

(MondrianLook),팝아트 룩(popartlook),에스닉 룩(ethniclook),씨쓰

루(See-through)패션,사 리 룩, 리터리 패션 등을 제안하 다.칼 라

거펠트(KarlLagerfeld)는 스트리트 패션과 문화에서 감을 받은 패

션 액세서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제안했다.그는 시 정신을 잘 표

할 수 있는 것은 패션 액세서리라고 주장하 는데,패션 액세서리의 강조

라는 패러다임을 남기기도 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

는 펑크 패션,뉴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패션,인 라 룩,역사주

의 패션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패션

시스템 내의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패션 례를 낳

았다.그는 유서 깊은 디자인하우스에 투입되어 랜드의 고유성에 은

감각을 더해 부활을 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하이패션 디자이

로서 처음으로 패스트패션 랜드와 업을 한 례를 낳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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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 들의 패러다임의 거로 공통 인 것은 패션 에디터의 인

정,서 출 , 시회가 있었다. 타포르테 시 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

은 시회이다.198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 Metropolitan

Museum ofArt)에서 생존해있는 디자이 로서는 처음으로 입 생 로랑의

25주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 이 열렸다.패션에 한 들의

심이 높아지면서 패션 시가 미술 의 요한 역으로 자리 잡았다.

세 명의 디자이 의 작품들 모두 세계 유수에서 시회가 개최되어 술

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모두 여러 권의 단행본들이 발간되었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랑스 정부

로부터 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delaLégiond’Honneur)을 받았고,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국 여왕으로부터 제국훈

장 2등 을 받았다.앞서 고찰한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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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입 생 로랑 칼 라거펠트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
데
올
로
기

기존 패션트렌드 

반발

중년고객층의 

오트쿠튀르 패션

중년고객층의 

오트쿠튀르 패션

하이패션

파워 드레싱

미니멀리즘

20세기후반 트렌드 주도

프레타포르테 패션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펑크패션

뉴로맨티시즘

인프라룩

역사주의 패션

상업주의 동조 상업주의 동조 상업주의 반대

사
회
구
조

수습생활

쿠튀르하우스

디자인하우스

프레타포르테

파리의상조합학교

수습생활

쿠튀르하우스

프레타포르테

샤넬 수석디자이너

독학

부티크 보조디자이너

디자인하우스

기
술

신소재

프랑스 수공예 기술

모피 패션 신기술

프랑스 수공예 기술

SNS 등 매체홍보

전통 의복구성법

국의 전통복식

이탈리아 생산기반

패
러
다
임

새로운 패션 

트렌드

현대 패션의 대부분의 

스타일 창조

(르 스모킹, 몬드리안 

룩, 팝아트 룩, 에스닉 

룩, 씨쓰루, 사파리 룩, 

밀리터리 패션)

1980년대 비서구권 모

델 기용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패션 액세서리 강조

패션 용병

패 스 트 패 션 브 랜 드 와 

협업

펑크패션

뉴로맨티시즘

인프라 룩

역사주의 패션

패
러
다
임
증
거

패션에디터의 

기사

전시회

서적 출판

“패션의 왕”, “천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

지엄 전시

레지옹 도뇌르 훈장 

미국 CFDA 상

다큐멘터리 화

서적 출판

“패션계의 카멜레온”

레지옹 도뇌르 훈장

미국 CFDA 상

다큐멘터리 화

각종 전시회

서적 출판

“펑크패션의 여왕”

“ 국패션계의 대모”

대 제국훈장 2등급

국 패션 협회 상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전시

서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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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벌 패션 시 디자이

로벌 패션 시 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알 산

더 맥퀸(AlexanderMcQueen),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역 요인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모두 공통 으로 기존 패션 이데올

로기에 반발하며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하 다.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는 피상 인 아름다움에 집착해 여성에게 능미를 강조하는 패션

에 반발해 지 인 여성들을 한 착용하기 편안한 옷을 제안하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패션계가 제시하는 획일 인 이상

미에 반발하여,죽음,부패,섹스, 쟁 등 패션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들

을 이용한 인 표 주의 패션을 제시하 다.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상류층의 세련미를 추구하는 하이패션에 반발하여 유머스러운

‘퀼키-페미닌 룩(quirky-femine)’을 선사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상

업주의를 극 으로 지지하 다.두 패션디자이 들은 더 많은 사람들

에게 자신의 디자인이 입 지기를 희망하며 고 스러우면서 착용하기 편

안한 옷을 제시하 다.1990년 이후 20세기 패션에 감을 받은 트

로 패션을 선보이면서 패션 트 드를 이끌고 있다.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는 1990년 말 디자인 철학이 맞는 패션 랜드들을 인

수하여 로벌 기업을 세우려는 로젝트를 진행했다.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는 LVMH와 계약을 체결해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 디

터(creativedirector)를 맡아 상품성 있는 디자인으로 매출을 증가시켰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창의성을 해하는 지나친 상

업주의에 반 하는 입장을 가지고 본인의 술의지 구 을 가장 시하

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로벌 패션 디자이 들의 사회구조를 분석해면,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는 이탈리아 라노의 가죽 문 매장 ‘라다(Prada)’의

창업자의 손녀로 태어나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 다. 학교에서

정치학을 공했고,1977년 가업인 ‘라다(Prada)’를 계승했다.그녀는

문 인 패션 교육은 받은 이 없지만 어린 시 부터 가졌던 패션에

한 열정을 품고 있었으며,다른 유능한 디자이 들을 고용해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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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옷으로 표 하고 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런던의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새빌 로에서 수습 생활을 시작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해 다양한 실무 경험

을 쌓은 후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CentralSaint

MartinsCollegeofArtandDesign)에 입학하여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의 이블을 설립했다.이 후 LVMH사 지방시 쿠튀르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로 활동하 고,자신의 이블의 지분의 반을 구 (Gucci)사에

매각했다.마크 제이콥스는 뉴욕 출신으로 슨스 스쿨(ParsonsThe

New SchoolforDesign)을 졸업하 다.이 후 기성복 업체에 근무하다

가 자신의 이블을 설립했다.페리 엘리스(PerryEllis)수석 디자이 를

거쳐 LVMH사의 루이비통(LouisVuitton)의 크리에이티 디 터를 맡

으며,자신의 이블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지분을 LVMH사에

넘겼다.맥퀸과 제이콥스는 유명 패션 스쿨 출신에 자신의 이름을 딴

이블을 설립한 이후 거 로벌 기업에 발탁되어 리의 오래된 디자인

하우스를 맡았다는 공통 이 있다.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이블을

로벌 기업에 넘겨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성장시킬 수 있었다.

로벌 패션 디자이 들의 기술과의 계를 살펴보면 미우치아 라

다(MiucciaPrada)는 이탈리아에 생산기반을 두었으며 신소재 사용을 즐

겼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6가지 서로 다른 재단 기술

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랑스 통 수공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디테일을 창조했으며,디지털 린 을 즐겨 사용하 다.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는 루이비통(LouisVuitton)을 맡으면서,유럽의 장인들과

함께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신 인 컬 션을 발표하고 있다.

로벌 패션 디자이 들이 공통 으로 제시한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

션트 드이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1980년 반 잇백

트 드와 1990년 미니멀리즘 패션을 제안하 으며,이 후에는 20세기

패션에서 감을 받은 트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그녀는 ‘라다 재

단(FondazionPrada)’을 설립해 은 술가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시

를 기획하는 문화 활동도 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1992년 그런지 패션을 발표했으며,이

후 벼룩시장, 문화,팝 뮤직,뉴욕 다운타운 스타일,옵 아트, 래퍼

룩 등에서 감을 받은 트로 패션을 발표하며 미우치아 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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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cciaPrada)와 함께 매 시즌 트 드를 이끌고 있다.그는 한

미술가들과 업을 통해 창조한 핸드백 라인으로 잇백 트 드에 동참하

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스타들과의 활발한 사교활동,홍보

를 한 고 촬 ,화려한 패션 센스 등으로 연 인 못지않은 인기를

끄는 으로 많이 알려진 패션디자이 이다.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패션디자이 의 엔터테이 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착용하기 편안한 트로 패션으

로 사업 성공을 거두고 있는 두 디자이 들과 달리 이고 격

인 표 주의 패션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그는 한 패션쇼의 행 술화

를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의 철학과 술의지를 달하고 있다.

로벌 패션디자이 들의 패러다임의 거로 공통 인 것은 패션 에

디터의 인정,서 출 , 시회,미국 CFDA 상의 수상이 있었다.세 디

자이 모두 패션 에디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과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뉴욕 메트

로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에서 시회를 열렸

고,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리 장식미술 에서 시회가 열렸

다.세 명 모두 여러 권에 단행본이 발간되었다.앞서 고찰한 로벌 패

션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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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로벌 패션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역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미우치아 프라다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이
데
올
로
기

기존 패션트렌드 반발 관능미 과시한 패션 패션계의 이상미 세련미의 하이패션

1990년대 트렌드세터

잇백, 미니멀리즘패션

레트로 패션

자서전적 표현주의 패션

역사주의 패션

1990년대 트렌드세터

그런지 패션

레트로 패션

상업주의 동조 상업주의 반대 상업주의 동조

사
회
구
조

거대 글로벌 기업 공산당원

가업 계승

세컨드 레이블

새빌 로

런던, 밀라노 디자인

하우스

패션스쿨

파리 쿠튀르 하우스의 

수석디자이너

디자인하우스

패션스쿨

뉴욕 기성복 업체

뉴욕 디자인하우스

파리 디자인하우스의 

수석디자이너

디자인하우스

기
술

신소재, 하이테크소재 

이탈리아 생산기반

휴대폰, 자동차 출시

전통 의복구성법

국의 전통복식

프랑스 수공예 기술

기모노 의복구성기술

디지털프린팅

패션쇼 연출

신소재

프랑스 수공예 기술

패
러
다
임

새로운 패션트렌드 잇백

미니멀리즘 패션

레트로 패션

지적인 엘리트층을 

위한 “어글리 시크”

프라다 재단

자서전적인 표현주의패션

패션쇼의 행위예술화

그런지 패션

레트로 패션

유머스러운 패션: 

“퀄키-페미닌”

예술을 접목한 잇백

패션디자이너의 

엔터테이너화

패
러
다
임
증
거

패션에디터의 기사

미국 CFDA 상

전시회

서적 출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전시

“패션계의심리치료사”

“패션계의 천재”

국 패션 협회상

대 제국 훈작사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전시

“상품성있는디자이너”

프랑스정부의

'문학과 예술상‘

파리장식미술관 전시

다큐멘터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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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요인 비교 분석

1)오트쿠튀르 시 디자이

오트쿠튀르 시 의 세 명의 디자이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Chanel),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창의성 발 을 돕는 장 특성을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공통 인 패션 장은 아방가르드 술가 집단,개인 투자자,패션 에

디터,미국 바이어,패션 선도자인 상류층 고객들이었다.크리스찬 디오

르(ChristianDior)르는 부유층 출신으로 1920년 리에서 아방가르드

술가 집단과 친분을 쌓았다.디오르의 술계 인사들과의 넓은 인맥은

후에 그가 독립해 디오르 하우스를 세우는데 결정 인 도움을 주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경우는 빈민층 출신으로

술가 집단과 어울리며 패션디자이 로서의 카리스마와 권 를 얻었다.

그녀는 후에 술가 친구들에게 창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지

원을 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CristóbalBalenciaga)는 많은 사교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로(Miró),

샤갈(Chagall), 라크(Braque)등과 같은 술가들과 교제를 즐기고 후원

자가 되었다.아방가르드 술가 집단과의 교류는 디자이 가 술과 문

화를 향유할 아는 교양인이며 술가의 창의성을 지녔다는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심어주었다.

세 디자이 모두 기 창업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다.크

리스찬 디오르는 랑스 거부인 마르셀 부삭(MarcelBoussac),크리스토

발 발 시아가는 친구인 니콜라스 비즈카론도(NicolasBizcarrondo)와 블

라치오 자보로스키 다탕빌(WladzioJaworowskid’Attainville),가 리엘

코코 샤넬은 애인이었던 사업가 아서 보이 카펠(ArthurBoyCapel)의

자 을 얻어 시작하 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은 1954년 다시 리패션계에 복귀했을 당시에는 향수 업체를 운 하는

피에르 베르트하이머(PierreWetheimer)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양 세계 의 피해를 직 겪지 않아 신흥 경제국으로 성장

하고 있었고, 리 쿠튀르 업계의 주요 고객이었다.미국의 바이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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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우스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세 디자이 모두 미국 바

이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패션 에디터들은 세 디자이 의 성공 신화의 주역들이다 그들의 컬

션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으며 디자인하우스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도

왔다.잡지,신문의 기사들을 지식을 축 하고 달하는 역할을 통해 패

러다임 창출에 지 한 공헌을 하 다.

세 디자이 가 제시한 새로운 패션 트 드들은 동료 디자이 들의 지

지를 받아 당 주요 트 드가 되었으며,패러다임으로 역으로 편입되

어 후 디자이 들에게 감을 주고 있다.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은 사후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에 의해

계승되어 재에도 패션 선도력 있는 랜드로 명성을 잇고 있다.크리

스찬 디오르(ChristianDior)가 1957년 갑자기 사망한 후 디오르 하우스

는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을 비롯한 수많은 은 디자이 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아름다운 능

미를 드러내는 우아한 멋은 후 의 디자이 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등의 작품세계에 향을 미쳤으며,샤넬의 남성복

을 차용한 디자인은 클 어 맥카딜(ClaireMcCardell),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의 작품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발 시아가의 디자인하우

스는 우수한 인재의 등용문이었는데,앙드 쿠 주(AndréCourrège),

오스카 드 라 타(Oscarde la Renta),엠마 엘 웅가로(Emanuel

Ungaro)등이 발 시아가 하우스에서 기술과 함께 숭고한 작품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의 멘토는 연인이었던

아서 보이 카펠(ArthurBoyCapel)이다.비천한 집안 출신의 여성으로서

높을 사회 제약을 실감한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이면서 그녀의 재능과

야망을 높이 산 보이 카펠을 통해 패션계에 입문할 수 있었다.앞서 고

찰한 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비교

분석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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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오트쿠튀르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가브리엘 코코 샤넬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멘토 - 아서 보이 카펠
어머니

마들렌 비오네
들라에 부인

지지

자

아방가르드 예술가 

집단

개인 투자자

미국의 바이어

패션 에디터

유럽의 왕족과 귀족

화배우

애인들 최상류층 고객 파리 쿠튀리에

(피게, 뤼시앵 를롱)

경쟁

자
-

폴 푸아레

스키아파렐리
- -

추종

자

동료 디자이너

후배 디자이너

클레어 맥카딜

입 생 로랑

칼 라거펠트

지방시

앙드레 쿠레주

오스카 드 라 렌타

엠마누엘 웅가로

입 생 로랑

비비안 웨스트우드

2) 타포르테 시 디자이

타포르테 시 의 세 명의 디자이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창의성 발 을 돕는 장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타포르테 시 의 세 디자이 의 멘토는 선배 디자이 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랑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멘토는 패

션의 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이었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1920년 샤넬이 남성복을 차용해 활동 이고 우아한 여성복을 제시한

것과 같이 1960년 활동 인 여성들을 해서 남성 턱시도에서 아이디

어를 얻은 르 스모킹 룩을 선사했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82년부터 하우스 오 샤넬의 수석 디자이 를 맡았다.그는 샤넬 슈

트,커스튬 주얼리,리틀 블랙 드 스와 같은 그녀의 고유 디자인을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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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한 비즈니스 감각과 자기 리 능력도 물려받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멘토는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Dior) 다.그녀가 성장하던 1950년 는 디오르 하우스가

세계 패션을 선도하고 있을 때 다.뉴룩이 강조하는 여성 인체의 능

미는 웨스트우드 하우스가 추구하는 스스로 여성미를 뽐내는 당당한 여

성상에 한 감을 주었다.창의 인 패션디자이 가 남긴 패러다임은

후 의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포르테 시 의 공통 인 패션 장은 패션 에디터,슈퍼모델,

패션 큐 이터이다.패션 에디터는 시 와 마찬가지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새로 등장한 패션 장은 패션 큐 이터이다.1983년 뉴욕 메

트로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에서 입 생 로랑

의 회고 이 들의 심을 끌면서 패션 시가 세계 유수의 미술 에

서 열리게 되었다.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 Metropolitan

Museum ofArt),런던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Albert

Museum), 리의 장식 미술 (LesArtsDécoratifs)등 세계 유수의 뮤

지엄에 패션 담 큐 이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세계 유수의 뮤지엄에

서 시회가 열리는 것은 작품성과 술성에 한 보증과 같은 것이며

패션에 심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패션 큐 이터들은 패션디자이 의 개인과 작품 세계에

해 연구하고,사진 자료와 함께 팸 릿 등 책자를 발행하여 역 내의

요한 패러다임으로의 편입을 돕는다.

세 명의 디자이 의 작품 세계는 동료 혹은 후배 디자이 들에게

향력을 미쳐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특히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하우스 오 샤넬(TheHouseofChanel)부흥은 후에 유서 깊은 디자인

하우스와 은 디자이 의 력 계의 시 가 되어 로벌 패션 시 에

큰 향을 미쳤다. 패션의 부분의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

고 있는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과 함께 추종자로 수많은 후배 디자이 들을

거느리고 있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빅터 앤 롤 (Viktor&

Rolf),랄 로 (RalphLauren),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등은

공식석상에서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랑에 한 존경심을 표 하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60년 메리 트 이후 국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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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이 이다.그녀는 ‘국 패션계의 모’라고 불리우며 많은 후

배 국 디자이 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그녀의 역사주의 의상을 바

탕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존 갈리아노(JohnGalliano)등에게 향을 미쳤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에게는 유럽과 미국의 술가 집단과

젯셋족 친구들이 있었다.입 생 로랑의 친구들은 항상 그의 옷을 입고 사

교 행사에 참석하야 그의 패션 선도력을 지지했다.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주변에는 항상 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은 술가들이 끊이지

않은데 라거펠트는 그들은 통해 최신 정보,시 정신을 얻으며 시 감각

을 유지해 패션계의 뱀 이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비비안 웨스트우

드(VivienneWestwood)에게는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을 비롯한

런던의 은이 집단이 요한 지지자가 되었다.런던의 하 문화를 즐기

는 은이들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반체제 이고 항 인 스트리트 패

션을 인정해 하이패션 디자이 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1954년 디자인 콘테스트를 통해 함께 데뷔한 이래 라이벌 구조를 형성해

왔다. 랑스인 출신으로 디오르 하우스의 후계자가 된 입 생 로랑은 자신

의 이름을 건 쿠튀르 하우스를 설립하고 ‘패션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라거펠트는 독일 출신으로 오트쿠튀르 하우스의 수석 디자이 다가

타포르테로 업해 패션계의 이단아가 되었으며,후에 하우스 오 샤넬

을 맡으면서 리 패션계의 가장 요한 인물로 떠올랐다.자신의 감정과

술성의 표출에 충실한 입 생 로랑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랜드의 고

유성의 쇄신에 주목한 라거펠트는 상의한 디자인 철학과 성격으로 주목을

끌었다.앞서 고찰한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요인 비교분석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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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타포르테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입 생 로랑 칼 라거펠트 비비안 웨스트우드

멘토 선배 디자이너 가브리엘 코코 샤넬 가브리엘 코코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지지

자

패션 에디터

패션 큐레이터

동성애 애인

예술가집단과 젯셋족

개인 투자자

패션 에디터 

예술가 집단

뮤즈

고용인: 피에르 발망, 

가비 아기옹

애인 : 말콤 맥라렌

젊은이 집단

경쟁

자
- 칼 라거펠트 입 생 로랑 -

추종

자

동료 디자이너

후배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빅터 앤 롤프

랄프 로렌

미우치아 프라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톰 포드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니콜라스 게스키에르

안드레아스 크론탤러

알렉산더 맥퀸

3) 로벌 패션 시 디자이

로벌 패션 시 의 세 명의 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창의성 발 을 돕는 장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인 패션 장은 술가 집단,패션 에디터,패션 큐 이터,슈퍼

모델, 화배우이었다.상업 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 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술가 집단과의

극 인 교류를 통해 신 인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유명 건축가와 업해 래그십 스토어를 짓고

시 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랜드의 신성을 유지시키고 있으며,마

크 제이콥스는 스테 스 라우스,무라카미 다카시,리차드 린스,쿠

사마 야요이 등과 동 작업을 통해서 핸드백을 제작하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국의 은 술가 그룹인 YBA(Young

BritishArtist)의 제이크와 다이노스 채 먼(JakeandDinosChapman),

데미안 허스트(DamienHirst)등에게 감을 받아 죽음,공포,부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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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를 공유하 다.

패션 에디터들은 로벌 패션 시 에도 요한 향력을 행사하 다.

특히 미국 보그(Vogue)의 편집장 안나 투어(AnnaWintour)은 세 디

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쳤다.안나 투어(AnnaWintour)를

실제 모델로 삼은 화 ‘악마는 라다를 입는다(DevilWearsPrada)’

는 라다를 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세계를 인정했던 안나 투어는 그의 장례식에 추모사

를 하기도 했다.그녀는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가 1992년 그런지

룩을 발표해 페리 엘리스에서 해고되었을 때,‘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이블에 집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고,재활원 치료를 받으

라고 설득하기도 하 다.안나 투어는 로벌 패션 디자이 3인을 인

정해주고 창의성을 발 할 수 있도록 도운 요한 패션 장이다.

지난 타포르테 시 에 이어 패션 큐 이터들이 시를 기획하여

패션디자이 들의 작품 세계를 인정해주었다.특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의 ‘알 산더 맥퀸’회고 은

뮤지엄 역사상 최다의 람객을 동원하여 맥퀸 사후에도 그의 설이 계

속될 수 있도록 도왔다.

1990년 이후 화배우나 팝 스타와 같은 인기를 끌며 패션을 선도하

고 있는 슈퍼모델들이 새로운 패션 선도자로 주목받았다.특히 이트 모

스(KateMoss)는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과 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와 친분을 쌓으며 패션쇼에 서고 그들의 의상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등 패션디자이 들을 지원했다.이밖에 세계로부터 사랑

을 받고,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화배우들도 요한 패션 선도자 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선

배 디자이 를 멘토로 꼽았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활동 이고 당당한 여성들을 한 단순하면

서 세련된 여성복에 감을 받았으며 실제로 입 생 로랑의 옷을 학 시

부터 즐겨 착용하 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캘빈 클라인

(CalvinKlein),도나 카 (DonnaKaren)과 같이 세련된 뉴욕의 이미지

를 담은 작품 세계와는 별개로 화려한 색채감에 자유분방한 디자인을 즐

기는 페리 엘리스(PerryEllisO에게 큰 감을 받았다.우상으로 삼았던

그의 조언을 따라 슨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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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하면서 패션디자이 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LVMH사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회장은 신 디자이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과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를

발굴해 세계 으로 명성을 날리는 디자이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아르노와 맥퀸의 력 계는 좋지 않게 끝이 났지만,맥퀸이

LVMH 사로부터 받은 연 은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이블에서 재정 곤란 없이 창조 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아르노 회장의 인 지원을 받으면서 ‘루

이비통(LouisVuitton)’여성복 컬 션,남성복 컬 션,‘마크 제이콥스

(MarcJacobs)’,‘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ByMarcJacobs)’등의

이블을 성공 으로 이끌고 있다.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회

장은 톰 포드(Tom Ford)와 구 (Gucci)의 성공신화에 고무되어 두 은

디자이 들을 발탁하 다.망해가는 패션하우스를 다시 패션 선도력을

가진 랜드로 성장시킨 표 인 사례로 꼽히는 톰 포드(Tom Ford)와

두 디자이 들은 비교의 상이 되었다.

[표 4-9] 로벌 패션 시 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의

장 특성 비교분석

보편성
특수성

미우치아 프라다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멘

토
입 생 로랑

어머니

이자벨라 블로우

할머니

페리 엘리스

지

지

자

예술가 집단

패션에디터

패션 큐레이터

슈퍼모델

화배우

프라다 창업자 

마리오 

프라다(Mario Prada)

남편

국 예술가 그룹 

YBA

뮤즈: 이자벨 라 

블로우, 케이트 모스

로메오 질리

베르나르 아르노

바비 힐슨

패션 에디터

스티븐 스프라우스, 

다카시 무라카미,  

쿠사마 야요이

뮤즈: 소피아 코폴라

베르나르 아르노

경쟁

자
톰 포드 톰 포드

추종

자

파비오 잠베르나르디

마크 제이콥스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샬라얀

대중 스타와 같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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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합 논의

1.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개인

특성 요인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개인 특

성 요인을 인지 능력,비인지 능력,사회·심리학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패션디자이 에게 요구되는 인지 능력은 시각표 (2D)지

능,입체표 (3D)지능과 같이 패션디자인에 직 으로 사용되는 ‘기술’

과 련된 능력과,언어 지능, 인 계 지능, 응 지능과 같이 패션계의

변화와 문가 집단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사회성’과 련된 능력,학문

지능,문화· 술 지능과 같이 패션디자이 가 타 역에서 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교양’과 련된 능력이 있었다.패션디자이 의 비인지 능

력은 성격 특성인 개방성,성실성,감수성,야망성,독립성과 매력 자본

으로 구성되어있다.매력 자본은 아름다운 외모,성 매력,활력,사회

기술,사회 표 력이라는 세부요인을 가지고 있다.사회·심리학 요인

은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 등을 나 어 고찰하 다.

오트쿠튀르 시 의 주요 상품은 오트쿠튀르 의상 그 자체이었다.오트

쿠튀르 의상은 최고 원단,정교한 테일러링 기술,수공 디테일,여러

차례 가 을 통한 완벽한 맞음새로 완성되어 왕족과 귀족,부유층, 화

배우와 같은 상류층 고객을 만족시켰다.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은 어깨

의 폭,치마의 기장 등 실루엣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움을 창조하 는데,

따라서 원단의 물성을 이해하고 형태를 구 할 수 있는 입체 표 (3D)

기능 즉 ‘기술’에 련된 인지 능력이 필수 이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기능성,비장식성을 추

구하 다.활동성을 주기 해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주름치마,트임 넣

기,잘 맞는 소매 구 을 해 노력하 다.옷이 말려 올라가는 것을 막기

해 체인을 다는 등,기능성 있는 옷에 한 철학을 실 하기 해 입체

표 (3D)기능을 극 으로 이용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의 디자인은 몸에 꼭 맞지 않으면서,부드럽게 감싸는 건축

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따라서 발 시아가의 의상들은 완벽하지 못한 몸

매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발 시아가는 고객이었던 여성을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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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녀들을 아름답게 해주기 해,의복 구성에 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

험을 통하여 완벽하고 조화로운 비율에 우아하면서도 입기 편한 작품들을

발표했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구조물들을 이용하여 실도

피 인 로맨티시즘 의상을 발표하 다. 능미의 몸매 구 을 해서 심지,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제작하고 형태 구 에 애썼다.

타포르테 시 로 가면서 패션을 선도하는 주체가 소수의 년층

고객이 아니라 다수의 은 세 로 바 었다.이에 따라 패션의 다양성

에 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 다. 은 층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

기 해 은이들의 라이 스타일, 문화,하 문화 패션, 술,비서

구권 문화 등 다양한 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는 ‘교양’이 요구되

었다.이 때 타포르테 디자이 들은 오트쿠튀르 디자이 들이 기여

한 역 내의 패러다임을 익히고 새로운 패션 아이템과 트 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 함께 요구되었다. 한 오트쿠튀르의 쇠퇴, 타포르

테의 부흥,스트리트 패션의 등장하고, 리뿐만 아니라,뉴욕, 라노,

런던의 새로운 패션 발상지가 추가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따라서 격변

하는 패션시스템에 응하고 패션디자이 개인과 작품세계를 홍보하는

‘사회성’이 강조되고 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뛰어난 사회의 변화를 읽고 풍부

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 다.

1960년 에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독립 인 여성들을 한 간결하며 기능

인 베이식 아이템인 튜닉,르 스모킹,팬츠 슈트, 슈트,트 치코

트,사 리룩, 리터리 룩,스목 셔츠,피 재킷 등 클래식 패션 아이템들

을 제안하 고,1970,80년 에는 술,비서구권 문화 등에서 감을 받

은 장식 이고 화려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발표하 다.칼 라거펠트

(KarlLagerfeld)는 패션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 다.오트쿠튀르 수석

디자이 , 타포르테 디자인하우스의 스틸리스트,쇠퇴하는 오트쿠튀

르 하우스의 크리에이티 디 터,패스트패션 랜드와의 업 등 패션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우아하고 장식성이 높은 오트쿠튀르 의상,실용

이고 상품성 높은 타포르테 의상,최고 원단과 수공 기술과

인 감각이 결합한 신개념의 오트쿠튀르 의상, 을 한 렴하고

감각 인 캡슐 컬 션 등을 발표하 다.이런 유연한 처에는 뛰어난

학식과 문화· 술에 한 지식이라는 교양과 사람들과 소통하며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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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사회성이 큰 역할을 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 출신으로 독학으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국 정체성과 사회에 한 호기심을 옷에 담으며 독창 인

작품 세계로 패션 업계를 다채롭게 해주었다.

1990년 반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캐주얼 라이데이(casual

Friday)’의 확 로 이 닝웨어와 잘 차려입는 옷에 한 수요가 었다.

한,패션디자이 들이 제시하는 빠른 유행 변화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

들이 실용 인 베이식 아이템을 추구하 다.디자인하우스의 주요 수입

원이 일부를 상 로 하는 옷이 아니라 에게 소비되는 향수,화장품,

핸드백,구두,패션 액세서리,라이선스 제품 등 수익을 창출하는 보조

상품이 되었다.따라서 패션디자이 들은 을 사로잡을 수 있는 랜

드 이미지 창출이 가장 요한 과제가 되었다.패션이란 인체에 입 져

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창조물로 오트쿠튀르 시 , 타포르테 시 를

걸쳐 이미 수많은 실루엣,패션사조가 창조되었다.따라서 새로운

패션의 창조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

자이 들은 과거 패션디자이 들이 남긴 패션 역내의 지식을 새롭게

조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즉,과거 패션잡지 속의 사진, 화

자료,빈티지 의상 등과 같은 패션 역에 한 풍부한 지식에 타 역

의 지식, 인들의 기호,새로운 취향을 독창 으로 조합할 수 있는

‘교양’이 필요하며, 에게 독창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스토리텔링 능력

인 ‘사회성’이 필요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부

와 능미를 과시하는 패션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던 지 인 엘리트

층을,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고 스럽고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

하는 상류층 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아 우아하고 세련된 의상이 아닌

‘나쁜 취향’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들은 모두 더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의상을 착용하기를 희망하 다.따라서 착용자를 압도

시키는 의상이 아니라 활동성을 보장하는 단순한 형태에 칼라,신소재,

디테일 등으로 새로움을 주는 형식의 디자인을 선보 다.소비자의 기호

를 악하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술의지를 밝히는 ‘사회성’을 보

여주고 있다.반면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천재라고 불릴

정도 뛰어난 ‘기술’의 소유자로 동양과 서양의 재단법,남성복,여성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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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기술은 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 인 컷의 새로운 형태의 디

자인으로 나타났다.알 산더 맥퀸은 고객층을 염두에 작업을 진행한 두

디자이 들과는 달리 순수 술가들처럼 정체성,인간,환경 등에 한

성찰을 담은 작품 창조에 몰두하 다.

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 특이 은 패션디자이 입체표 (3D)

지능에서 뛰어난 강 을 보인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상업주의에 반발하고 독자 인 작품세계를 진행하 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 드에 반발하여 를 물려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 다.발

시아가는 일체의 사교 활동 없이 입체표 (3D)지능을 바탕으로 꾸 한

실험을 통해서 순수한 형태미 구 에 몰두하고,디자인에서 재단,가 ,

제,검품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 다.상업주의에 극단 으로 반발

하여 언론과의 인터뷰, 고 등 일체의 홍보활동이나 부가 인 라이선스

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아서 오트쿠튀르 산업의 붕괴와 함께 그의 디자인

하우스도 문을 닫게 되었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반체제 인 스트리트 패션을 디자인하면서 패션계에 입문하 다.그녀는

독학으로 익힌 역사 의상 재단기술을 기반으로 입체표 (3D)지능을 가

지고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꾸 히 발표하고 있다. 다수의

디자이 들이 자신의 이블을 로벌 거 기업에 매한 것과 달리 그

녀는 독립 회사를 운 하고 있으며,시류,상업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

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은 세 디자이 가장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다른 동시 의 패션디자이 들이 략 인

아이디어 는 스 치를 디자인 에게 제시하면서 컬 션을 창조하는 것

과 달리 그는 직 드 이핑을 하면서 신 인 디자인을 창조하 다.

맥퀸은 매 시즌 새로운 테크닉을 추가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의 디자인을

선보 으며,입기 편한 상업성이 뛰어난 옷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미,

술의지를 완벽하게 구 한 옷을 발표하 다.

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을 고찰한 결과,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은 시 에 따라 강조되는 이 다름을 확인되었다.오트쿠튀르 시

는 ‘기술’이, 타포르테 패션 시 에는 ‘기술’,‘교양’,‘사회성’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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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패션 시 는 요한 것은 옷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교양’과 ‘사회성’이 강조되었다.기술,사회성,교양 모두 디자이

에게 요한 인지 능력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능력이 신하며 서로

상호보완 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각 디자이 는 자신의 강 에 따라 다

른 형태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디자이 의 비인지 능력은 성격 특성과 매력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다.성격 특성은 창의 인물의 인지 능력과 함께 창의성 발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패션디자이 들의 성격 특성을 고찰한

결과 성격 특이성이 인지 능력과 함께 작품 활동에 묻어 나와 작품

세계의 독창성을 가져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에게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야망성이었다.샤넬은 빈민층 출신으로 여성으로서 차별과 제

약이 많았던 19세기 말,20세기 에 주로 활동하 다.샤넬의 야망성이

라는 성격 특성은 여성을 남성의 종속 인 존재로부터 자립시키고 사

회 활동을 지지하려는 작품 활동으로 나타나 착용자의 활동성을 보장하

는 기능주의 패션이라는 패러다임을 낳았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CristóbalBalenciaga)는 타 디자이 들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성실성이

라는 성격 특성을 보 다.그는 일체의 사교 활동을 하지 않고 작업실

에 틀어 박 여성의 인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형태 구 에 매진하

다.발 시아가는 옷의 창조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수도자가 배하듯이 경건하게 작품 활동을 지

속하여 순수한 형태미의 구조 인 디자인의 패션을 제시하 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미우

치아 라다(MiucciaPrada),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에게 가장 두

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개방성이었다.여러 가지 경험,가치 체계에

한 열린 태도는 그들의 작품 활동에도 드러나고 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어린 시 카니발에 즐겨 참가하

으며,마술, 성술, 언 등 미신 인 역에 흥미를 느끼고 극 으

로 수용하 다.이런 신비주의 역에 한 몰두는 실도피 인 로맨티

시즘 패션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져왔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개방성의 성격 특성을 그가 끊임없는 호기심을 품게 해 패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 다. 타포르테 컬 션,오트쿠튀르

컬 션 디자이 ,패스트 패션 랜드,패션 포토그래퍼,패션 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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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시회 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고 있

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의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성은 다

양한 술 역에 한 심을 나타났다. 라다는 유명 건축가들과

업을 통해 래그십 스토어 세우고, 술 재단을 운 하며 술가 후원

하는 등 다양한 문화· 술 활동을 통해 ‘라다(Prada)’의 랜드 이미지

에 문화· 술을 향유하는 고 스러움을 더했다.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뉴욕의 부유한 유태인 집안 출신으로 일 이 클럽문화,팝 뮤

직,다운타운의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문화 등을 극 으로 수용하 다.

이런 문화 소양은 그가 업타운의 은 상류층을 한 고 스러운 다운

타운 스타일의 제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게 하 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독립성이라는 성격 특성

은 그녀가 당 의 디자이 들과 다른 독창 인 작품 세계를 지속하게 하

다.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안정 으로 운 하기 해 많은 패션

디자이 들은 당 의 트 드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해,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워드 싱,미니멀리즘 패션 등 지배 인 트 드

와 무 한 국의 복식문화와 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는 확고한 작품세계를 매 시즌 꾸 히 발표하고 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

은 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다.입 생 로랑은 민한 감성을

바탕으로 여성에 한 깊은 애정을 작품 활동에 담았다.그는 스스로 자

신의 작품은 “여성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여성의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여 여성 패션 스타

일의 부분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감수성은 자신의 감정표 에 충실한 자서 인 표 주의

패션으로 나타났다.특히 그는 행 술과 같은 극 인 패션쇼 연출을

통해 람자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더욱 굳건히

하 다.이와 같이 비인지 능력 하나인 성격 특성은 패션디자이

의 산출물에 독창성을 더하 다.

매력 자본은 패션디자이 의 요한 비인지 능력의 하나이다.패션

은 본래 타고난 외모에 더해져 착용자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라는

에서 매력 자본과 긴 한 계를 가지고 있다.패션디자이 는 창의

인 패션 디자인을 통해 착용자들의 매력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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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도 외모,패션 센스, 인 계 기술을 통해 매력 자본을 증가시키

고,언론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9인의 패션디자이 모두 매력 자본의 소유자

다.매력 자본의 구성 요소 패션디자이 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

성 있는 패션센스인 사회 표 력이었다.

여성 패션디자이 인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는 각각 자신의 디자인을 직 착용하고 스스로 디자인하우스의

뮤즈로 활동하면서 랜드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은 본인 스스로 20세기 반 독립 이고 당당

한 신여성의 형이 되어 도빌 룩, 래퍼 룩,코스튬 주얼리 등을 착용

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홍보하 다.샤넬이 극 으로 자신의 매력 자

본을 활용한 것은 마들 비오네(MadeleineVionnet),잔느 랑방(Jeanne

Lanvin)등과 같은 동시 의 여성 쿠튀리에들과 차별화된 략으로 샤넬

하우스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Westwood)은 1970년 부티크 보조디자이 시 부터 자신이

디자인한 반체제 인 격 인 패션을 직 착용하고 있다.70 의 고령

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그녀가 디자인한 컬 션 의상을 입

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정치학 박사

출신의 패션디자이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특유의 지성미

의 소유자로 긴 생머리, 어스커트,양말,통굽 펌 스로 구성된 특유

의 패션 센스로 각 을 받고 있다. 라다는 지 인 엘리트층을 겨냥해서

디자인한 ‘어 리 시크(uglychic)’패션을 직 착용하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고 있다.

남성 패션디자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도 역시 독특한 패션 센스로 매력 자본을 드러냈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과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은 타

고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며 패셔니스타(fashionista)로 패션 센스를

드러냈다.두 사람 모두 남성복 유행을 선도하고 자신의 여성복 이블에

는 유행성의 이미지를 더했다.생 로랑은 1950년 후반 말끔한 정장 차

림,1960~70년 긴 머리의 히피 스타일과 사 리 룩,1980년 테일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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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와 보타이(bow tie)차림 등 시 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패션을 선보

다.제이콥스는 데뷔 반에는 긴 머리,청바지, 린트 티셔츠와 같은

그런지 패션에서 재는 체 감량 후 정장 차림,하이패션 여성복 착용

등 화려한 패션 센스를 보이고 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엉덩이 골을 보이는 ‘범스터

(bumsters)’의 창시자로 로 라이즈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을 즐겨 착용하면

서 ‘국 패션의 훌리건’,‘패션계의 악동’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 다.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하이넥 칼라의 흰 색 셔츠,흰 색 포니테

일 헤어스타일,선 라스 등 특유의 시그니처 패션을 선보이면서 귀족

이면서 신비스러운 분 기를 자아냈다.

패션디자이 들에게 매력 자본은 경쟁이 극심한 패션계에서 심을 끌

고 패션 선도자로서 명성을 유지하는데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특히

사회 표 력을 바탕으로 한 매력 자본은 패션 에디터,고객, 들에

게 패션 리더 혹은 술가로 각인시켜주는 오라(aura)를 형성해,패션디

자이 의 랜드에 신성을 더해주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끼치는 사회·심리학 요인은

가족 상황,성 정체성,결혼 여부,건강이 있다.가족 상황은 패션디자

이 가 유년기에 어떤 문화·경제 혜택을 얻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9인의 한 패션디자이 들을 고찰한 결과 부유한

집안 출신이나 노동자 계층으로 구분되었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미

우치아 라다(MiucciaPrada),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등 5인의

디자이 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 어머니,할머니 등 집안의

여자 식구들을 통해서 일 하이패션을 하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이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은 특히 가족들의 극 인 지원 속에서 패션 스

쿨에 진학하는 등 패션에 한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크리스토발 발 시아가

(CristóbalBalenciaga),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다.크리스토발 발 시

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재 사 던 어머니를 도와 어린 시 패션계

에 입문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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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hanel),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노동자 계층

의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존하는 엘리트 패션의 습에 도 하게

하여,기능주의 패션,펑크 룩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게 하 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과 가족 상황을 고찰한 결과,패션에 심

이 많은 부유층 출신이거나,가업이 패션과 련이 높은 경우 어린 시

부터 패션에 심을 품고 극 지원을 받아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

노동자 계층 출신의 패션디자이 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창의성 발

에 유리한 패션 장을 찾아 이동하면서 기존의 하이패션에 비동조성이

높은 신 인 작품 세계를 선보 다.

9인의 한 패션디자이 의 성 정체성과 결혼 여부를 고찰한 결

과,여성 패션디자이 들은 모두 이성애자로,남성 패션디자이 들은 모

두 동성애자 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는 미혼이

었지만,사업가, 부호,귀족, 술가 등 여러 애인들과 교제하며 경제

지원을 받거나 문화 인 향을 받으면서 창의성을 발 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의

배우자는 각각 디자이 와 비즈니스 트 로서 디자인하우스를 함께 운

하고 있다.

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 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 Dior),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모두 남성 동성애자 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알 산더 맥

퀸(AlexanderMcQueen)은 모두 유년 시 래 소년들과 다른 성향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유년기에 고립되어 보낸 시간

동안 그들은 공상에 빠지거나 독서 혹은 패션드로잉을 하면서 시간을 보

냈는데,결과 으로는 패션디자이 로 성장할 수 있는 술 기반을 마

련해주었다. 술계와 패션계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역이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

는 문화· 술계에서 활약하는 동성애자 친구들의 극 인 지지로 패션

계에 입문할 수 있었으며,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와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에게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의 동성애

애인이 사업 운 을 도와 창조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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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찰한 여성패션디자이 들은 모두 이성애자로 배우자 혹

은 연인으로부터 정서 ·인지 지원을 받아 창의성을 발 할 수 있었다.

남성패션디자이 들의 경우 모두 동성애자들이었는데,성 소수자로서

성정체성이 주는 민한 감수성,재능 있는 게이 커뮤니티의 인지 지원

등이 창의성 발 에 도움을 주었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건강은 요한 역할을 하 다.가 리

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등은 타고난 건강과 활력으로 왕성한 창조 활동을 지속해

오랜 기간 동안 패션계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크리스찬 디오르

(Christian Dior),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은 신경쇠약에 시달

렸다.신경과민은 약물 독,알코올 독,우울증 등으로 발 하기도 하

는데,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마크 제이콥스(MarcJacobs)

는 재활원 치료를 받기도 하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 다.패션디자이

의 신체 인 강건함은 오랜 기간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몇

몇 패션디자이 의 알코올 독,약물 독,신경과민과 같은 정신 질

환은 그들이 습,규칙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담한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하 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요인을 고찰

한 결과,패션디자이 의 인지 능력으로 ‘기술’,‘교양’,‘사회성’이 요구

되고 있었다.뛰어난 ‘기술’능력의 소유한 패션디자이 는 신 인 형태

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창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양’,‘사회성’능력

을 강 으로 하는 패션디자이 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

패션 역에 높은 향력을 발휘하며 창의성을 발 하고 있다.성격

특성,가족 상황은 패션디자이 의 작품 세계에 개성과,차별성을 가져왔

다.매력 자본은 시 를 아우르는 패션디자이 의 요한 특성으로 패

션이라는 유형의 상품에 랜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더하는 역할

을 한다.특히 세계를 상 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로벌 패션

시 에 패션디자이 는 엔터테이 와 같이 매력 자본을 매체를 통해

드러내고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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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역 요인

비교 분석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끼치는 패션 역 요인

은 사회·문화 맥락인 이데올로기,기술,사회구조와 패션디자이 가 패

션 역에 새롭게 기여하는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다.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은 기존 패션 역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후 문제를 발견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패션디자이 들은 패션의 통과 례,패션 트

드,패션 련 지식,패션의 생산 기술 등에 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창조하고,이 산출물이 가치를 인정받아

패러다임으로 편입시키면서 창의성을 발 하고 있다.

패션디자이 들은 패션계에 입문할 당시 패션 이데올로기 즉,패션의

례, 존하는 트 드,패션계가 제시하는 이상미에 반발하거나 극 동

조하면서,자신의 철학,미 의지,정서가 담긴 새로운 창조물로 패션

장의 이목을 끌었다.그들의 패션 상품이 새롭고 유용한 것이라는 인

정을 받게 되고, 신 인 디자이 로 인정을 받게 되면,패션디자이 들

은 패션계를 좌우하는 트 트 세터로서의 계 치를 차지하게 되었

다.패션 선도력을 지닌 패션디자이 가 된 후에는 존하는 패션 역

의 지배 인 사회구조,트 드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는 착용자인 여성이 주체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주의 몸을 구속하는 당 의 패션 례에

반발하여 기능주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그녀는 1930년

리 오트쿠튀르 산업을 표하는 디자이 로 명성을 얻은 후에는 다

른 동료 디자이 들과 함께 신 빅토리아풍 패션을 선보이고 상업주의에

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업 성공을 거두고 패션계에서 창의

인 디자이 로서의 치를 굳건히 하 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오트쿠튀르 패션이 시 의 흐름의

읽지 못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해 스트리트 패션을 목한 오트쿠튀르 컬

션을 디오르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반향을 일으켰다.이 후

술,비서구구 의 문화 등에 감을 받은 다양한 스탕리을 선보이면서

20세기 후반기의 트 드를 주도하 다.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역

시 1990년 반 인 ‘그런지 룩’으로 신성을 인정받은 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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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의 트로 패션을 선보이면서 로벌 패션 시 를 이끄는 패션디

자이 하나로 활약하고 있다.

패션 역의 정보와 기술이 공유되고 달되는 방식인 패션 사회구조

는 오트쿠튀르, 르테포르테,거 로벌 기업 등과 같은 패션 산업 시

스템과 디자인하우스의 수습 생활,아트 스쿨의 교육 제도,독학 등과 같

은 교육 시스템이 있다.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미우치아 라다(Miuccia

Prada)는 오트쿠튀르 디자인하우스의 수습 생활을 하거나 ,패션 문

스쿨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독학으로 패션을 익혔다.크리스토발 발 시

아가(CristóbalBalenciaga),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의 창의성 발 에는

하이패션 디자인하우스에서의 수습 생활이 패션에 한 지식을 익히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마크 제이

콥스(MarcJacobs)은 어린 시 부터 패션에 한 흥미를 품었으며,유명

아트 스쿨에서 패션 문 교육을 받고,졸업 패션쇼에서 두각을 나타내

패션계의 입문할 기회를 얻었다.

오트쿠튀르 시 는 리가 유일한 패션의 발상지로 리의 오트쿠튀

르 패션 산업에서 활약하는 것이 창의성 발 의 필수 인 요인이었다.

1960년 부터 타포르테 패션이 각 받기 시작하면서 라노,런던,

뉴욕 등 새로운 패션 도시가 부상하고,패션 문 교육을 받은 디자이

들이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CentralSaintMartinsCollegeofArtandDesign),뉴욕 슨스

스쿨(ParsonsTheNew SchoolforDesign),벨기에 앤트워 왕립학교

(The Antwerp RoyalAcademy ofFine Arts), 라노의 마랑고니

(IstitutoMarangoni)등 출신의 패션디자이 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유명 패션 스쿨들은 패션디자이 의 등용문으로 각 받고 있다. 로벌

패션시 의 리 유서 깊은 디자인하우스는 고 유능한 해외출신의 패

션디자이 들이 유입되어 리의 패션 인 라와 시 지를 내면서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창의 인 패션디자이 들은 모두 리, 라노,

런던,뉴욕 등 패션업계의 생산 인 라나 유명 교육 기 ,패션 에디터와

바이어들이 활동을 하는 주요 패션 도시로 이동해 패션 역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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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손쉽게 얻고 패션 장과 소통할 기회를 높 음이 확인되었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과 기술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패션디

자이 들은 랑스의 수공 기술,이탈리아의 텍스타일 산업, 통 의복

구성법 등 패션 련 기술들을 극 으로 활용하고 극 인 신소재 개

발을 통해서 창의 인 작품 활동을 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디자이 들은 리, 라노의 최고 소재 업자,수공 기술자,뛰어

난 재 사와 재단사 등과 력하여 신 인 컬 션을 발표하고 있다.

로벌 패션시 의 거 로벌 기업들은 국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비교 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내며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패러다임은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 “Coco”

Chanel)의 기능주의 패션,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

의 1950,60년 의 실루엣,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의 ‘뉴룩’,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의 에스닉 패션과 르 스모킹 룩 등,칼 라

거펠트(KarlLagerfeld)의 1980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Westwood)의 뉴로맨티시즘 패션과 역사주의 패션,미우

치아 라다(MiucciaPrada)의 잇백,미니멀리즘 패션,알 산더 맥퀸

(AlexanderMcQueen)의 표 주의 패션,마크 제이콥스(MarcJacobs)의

그런지 패션 등과 같은 특정 패션 스타일이 있다.패션디자이 가 제시

하는 특정 스타일은 패션 장의 인정을 받아 언론에 노출되거나 패션

선도자들에게 착용이 되고,다른 디자이 들과 실제 소비자들에게 향

을 미쳐 주요 패션 트 드 즉,패션 사조로 자리 잡았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 산물인 패러다임은 유형의 패션 스타일,패션

트 드뿐만 아니라 패션 례의 변화도 포함한다.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의 블랙 칼라의 사용,베스트셀러 향수 샤넬 N

˚5로 디자이 향수 사업 개라는 새로운 패션 례를 제시했다.크리

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스타킹,모자,모피,장갑 등 문 생산업

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상표를 빌려주고 수익 의 일부를 받는 로

얄티 시스템을 확립해 패션디자인하우스의 라이선스 사업 개라는 새로

운 패션 례를 낳았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비서구권 모

델들은 1980년 처음으로 기용해 패션계에 새로운 이상미를 제시하

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랜드의 고유성에 시 정신을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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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후한 디자인하우스를 부활시키는 크리에이티 디 터의 선례가

되어 로벌 패션 시 의 패션 용병 시스템이라는 패션 례가 되었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라다 재단을 설립하여 은 술가

들을 후원하면서 패션 회사와 술의 교류와 사회 기여의 사례가 되었

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극 인 패션쇼의 연출로 패션

쇼의 행 술화라는 새로운 패션 례를 낳았다. 로벌 패션시 의 패

션쇼는 컬 션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랜드의 신성과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가름하는 요한 지표가 되었다.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연 인과 같이 들의 주목을 끄는 스타 디자이 로 패션디

자이 의 엔터테이 화라는 패션 례를 낳았다. 을 고객으로 하는

세컨 이블,패션 액세서리,화장품,향수 등의 매출은 패션디자이 의

인간 인 매력도에 향을 받고 있다.마크 제이콥스는 화려한 사생활,

독특한 패션 센스로 화 배우와 같은 인기를 끌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

지하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창의 인 산출물들은 패션 에디터의 기사,공신력 있

는 일반 언론의 기사,패션 학자들의 연구와 술, 기,자서 등과 같

은 문헌 자료로 기록되면서 패션 역의 요한 패러다임으로 편입되고

있었다.공신력 있는 패션 련 기 에서 수여하는 상들인 미국 패션디자

이 회(CFDA)상과 국 패션 회(BritishFashionCouncil)의 ‘올해의 디자

이 상’과 국의 기사 는 귀부인 칭호, 제국 훈장, 랑스 정부

의 종 도뇌르 훈장(OrdredelaLégiond'honneur),명 박사 학 등

은 패션디자이 에게 계 인 치와 권 를 주고 있다.패션디자이

의 작품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

Art), 리의 장식 미술 (LesArtsDécoratifs),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

트 뮤지엄(Victoria&AlbertMuseum)등 복식 자료가 풍부한 유수의 뮤

지엄에 소장되고 시되면서 술 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은 에게

향유되며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 다.패션에 새롭게 편입된 패러다임

은 동료 혹은 후 의 패션디자이 들에게 향을 끼치며 그들의 창의성

발 을 한 패션 역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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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패션디자이 창의성 발 에 향을 장 요인

비교 분석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향을 패션 장은 패션 에디터,

술가 집단,개인 투자자,바이어,패션 선도자,패션 교육자와 학자,고

용인,동료나 후배 디자이 들이 있다.

시 에 걸쳐서 요한 향을 미친 패션 장은 패션 에디터 다.

패션 에디터들은 수많은 패션디자이 의 컬 션 에 요한 패션 트

드를 선별해 제안하고,신인 패션디자이 를 소개하면서 스타덤에 오르

게 하는 등 패션 업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패션 언론의 기사

와 사진들은 문헌 자료가 되어 패션 역의 정보와 지식으로 축 되어

후 의 패션에도 향을 미친다.

미국 보그(Vogue)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 스(LittleBlackDress)

를 “검정색 실크 크 이 (crepe)로 만든 샤넬 포드(TheChanelFord)”

라고 명명하며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하 다.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카멜 스노우(Carmel Snow)는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바수트(Barsuit)에 “뉴룩(New Look)”이라는 이름을 주어 원

불멸성을 주고 크리스찬 디오르를 세계 인 디자이 의 반열로 올려주었

다.패션 에디터의 향력을 감지한 패션디자이 들은 다른 패션디자이

들과 차별화된 작품 세계,철학,개인사,매력 등으로 패션 에디터의 마

음을 사로잡고 꾸 히 기사거리에 오르고 회자되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

지하기 해 노력하 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신여성의 형으로 유

력자들과의 스캔들,독설과 오만한 태도 등으로 패션 언론에 계속 회자되

면서 패션 선도력을 유지했다. 랑스의 부유한 집안 출신의 크리스찬 디

오르(ChristianDior)는 20세기 반 격변하는 시 상에 따라 집안이 몰락

하는 기구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다.디오르의 온화한 성격과 신사 같은

매 는 호감을 얻었고,독특한 개인사는 호기심을 유발해 패션 언론의

극 인 지지를 받았다.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와 마크 제이콥

스(MarcJacobs)역시 패션 에디터들의 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

인 창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의

인 패션쇼는 충격과 볼거리를 제공해 패션 에디터들의 심을 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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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독특한 외모와 거침없는 독설로 패

션 에디터들에게 인기를 끌며 패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직 요트 지원,유명 건축가와 업한 래

그십 스토어 오 , 술 재단 운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서 언론에 꾸 히 등장하고 있다.패션디자이 의 독창 인 작품 세계뿐

만 아니라 등학교 교사 출신 디자이 ,좌 공산당 출신 디자이 ,몰

락한 집안 아들,재벌 아들,런던 이스트 빌리지 불량 청소년 출신,승마

에 능한 신여성 등과 같은 패션디자이 들의 개인 인 스토리는 언론의

호기심과 심을 끌고 인간 인 매력을 더했다.패션디자이 들은 패션

선도력을 유지하기 해 패션 에디터들과 극 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컬 션이 언론에 노출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패션디자이 의 컬 션은 패션 선도자들의 선택을 받아 착용되면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유럽의 왕족과 귀족,정치가의 부인 등과 같은 상

류층 인사들과 함께,아방가르드 술가 집단, 화배우,슈퍼모델,팝 스

타,젯셋족 등 들의 동경의 상인 유명인사가 패션 선도자의 역할

을 하고 있었다.패션디자이 들은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맞는 뮤즈를

선정하고 옷을 입히며 에게 디자인하우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

었다.미국이 제2차 세계 이후 경제와 문화 강 국으로 떠오르면서

할리우드 화배우,팝 스타 등이 요한 패션 선도자가 되었다.

창의 인 패션디자이 는 투자자들의 재정 인 지원을 받아 디자인하

우스를 설립하고 창조 활동을 지속하 다.오트쿠튀르 시 와 타 포

르테 시 의 패션디자이 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다.가 리

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는 부유한 연인의 투자를 받았으

며,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패션하우스를 설립하 다.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랑스 직

물업자 마르셀 부삭 (MarcelBoussac)의 지원을 받았고,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은 미국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얻어 자신의 디자

인하우스를 열었다. 로벌 패션 시 에는 세계 마켓을 상 로 경쟁

을 벌이기 해 막 한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서,주요 투자자는 개인이

아니라 거 투자 회사가 되었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이블을 세우고 창조 활동을 지속했으나,항상 재정 인 곤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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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에 LVMH사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Arnault)회장에

게 발탁되어 각각 랑스의 유서 깊은 디자인하우스의 크리에이티 디

터 자리를 맡으면서 세계 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재정 인 안

정, 랑스의 패션 련 생산 인 라의 조를 받아 창의 인 작품 활동

을 할 수 있었다. 로벌 거 그룹의 지원을 받는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에게는 작품의 술성과 독창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지

속 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상업성이 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패션의 한 심이 높아지고 패션의 술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

서 1980년 부터 세계 유수의 뮤지엄에서 패션디자이 의 작품을 소장하

고 시하기 시작하 다.패션 시는 패션디자이 의 컬 션에 술 가

치와 독창성을 인정해주는 거가 되며 시회 비와 함께 패션디자이

의 작품 세계에 한 도록과 서 이 출 되어 패션 역의 지식체계로 편

입을 돕고 있다.패션 시에서 창출되는 풍부한 자료는 후 의 패션에

감을 주어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기여하고 있다.뉴욕의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TheMetropolitanMuseum ofArt), 리의 장식 미술

(LesArtsDécoratifs),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Victoria&Albert

Museum)의 복식 담당 큐 이터들은 패션디자이 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시하면서 에게 패션디자이 를 소개하고 있다.패션디자이 와 디자

인하우스는 컬 션의 요한 작품들과 컬 션의 감,주제,제작 과정 등

에 한 시각 자료와 문헌 자료를 아카이 에 보 하고 있다.패션 큐 이

터는 디자인하우스 아카이 (Archives)의 자료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이 와

력해 시를 기획해 들에게 패션디자이 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디자인하우스의 신 인 이미지 창출을 돕고 있다.

로벌 패션 시 에는 패션 문 교육 기 출신의 유명 패션디자이

가 배출이 증가하면서 패션 교육자들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와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명문 아트 스쿨 출신으로 모두 졸업 패션쇼에서 패션 장에게 발탁되어

패션계에 입문하 다.패션 교육자들은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

게 패션 련의 지식과 기술을 수하고 있다. 한 그들은 패션 에디터,

패션디자이 ,바이어 등 패션 장과의 긴 하게 교류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패션 장에 소개하고 패션 산업에 진출을 돕고 있다.

동료 디자이 와 후 디자이 들은 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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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하 다.패션디자이 의 새로운 산출물은 동료 디자이 들의

동조와 지지를 얻어 주요 패션 트 드나 새로운 패션 례로 자리 잡았

다. 부분의 창의 인 패션디자이 들은 선배 디자인하우스에서 수습 생

활을 통해 익힌 패션 역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하 고,동료 디자이 와 후 디자이 의 의해 추종되어 패러다임으

로 편입되었다.후 의 디자이 들은 패션디자이 의 창의 인 산출물인

패러다임을 시 정신에 맞게 재해석하며 창조 활동을 지속해 패션 문화

를 창출하고 있다.패션디자이 는 자신의 개인 특성 요인을 바탕으로

패션 역이라는 사회 문화 맥락 속의 여러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서 새로운 산출물을 창조하고,패션 장과의 긴 한 력 계를 통해

패러다임으로 편입시키면서 창의성을 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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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21세기 패션 산업은 제조업 심의 장치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환되고 있다.표 화되고 렴한 가격의 패션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패션 디자이 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디자

인 개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패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나

창조자인 패션디자이 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반 찰스 워스

(CharlesWorth)가 등장하기 시작되면서부터이다.패션은 착용자의 사

회·문화 지 를 드러내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패션디자이 들의 ‘새

로움’과 미 취미의 표 의 각축장이 되었다.

신,새로움,변화를 요한 가치로 여기는 패션에서 ‘창의성’은 경쟁

력의 근원이고 가장 요한 열쇠이다.21세기 정보 통신의 발달은 신소재

와 신기술의 공유를 가져와,패션 제품 간의 기술 격차가 격하게 어

들었다.표 화된 패션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패션디자이 의 술의지와

상상력이 더해진 창의성이 차별화의 핵심요소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패션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패션디자이 들의 창의

성 발 요인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Csikszentmihalyi)와 하워드 가

드 (H.Gardener)의 통합 인 을 심으로 고찰하 다.패션디자이

의 개인 인 특성과 재능과 함께 패션 역 내에서 사회·문화 체계에

반응하고 술의지와 철학을 표 하는 방식,새로운 디자인의 가치가 평

가하는 장과의 계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창의성의 일반 고찰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이 창의성을 정의

하고 분석의 모형을 개발하 다.패션디자이 의 창의성을 ‘패션 시스템

에 속해있는 패션디자이 가 패션이라는 상징체계에 한 지식을 바탕으

로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동시 의 장에서 새로

움과 유용성을 인정을 받고 패션 역에 포함될 때 발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패션디자이 의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패션 역,패션

장으로 나 어 세부요인을 밝혔다.패션디자이 의 개인 특성요인은

인지 능력(기술,교양,사회성),비인지 능력(성격 특성,매력자본),

사회·심리학 요인(가족,성 정체성,결혼,건강)이다.패션 역의 창

의성 발 요인은 패션디자이 의 주요 창작품과 패션의 사회·문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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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인 시 정신,사회구조,기술 측면과의 상호 작용과 디자이 의 창조

물이 역의 일부로 편입되는 패러다임이었다.패션 장은 패션산업에

서 일을 하거나 패션 창조에 향을 주는 문지기들로,패션 에디터,바이

어,패션 교육자,패션디자이 ,투자자,비즈니스 트 ,패션모델,고용

인,패션 큐 이터 등 패션업계 종사자들과 패션 선도자로 구성되었다.

둘째,앞서 개발한 패션디자이 창의성 분석의 모형을 이용하여 오

트쿠튀르· 타포르테· 로벌 패션 시 의 창의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리엘 코코 샤넬(Gabrielle“Coco”Chanel)은 사회성,기술의 인지

능력,야망성,독립성의 성격 특성,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여성의

종속 인 존재로 머물게 하는 과시 인 패션에 반발해,남성복의 실용성

을 도입한 기능주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다수의 애

인,아방가르드 술가 집단,미국의 패션 에디터와 바이어가 창의성 발

을 지지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는 뛰어난

입체표 (3D)지능에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이 합해져 패션의

부분의 실루엣을 창조하 다.상업주의를 거부하고 순수한 형태미 구

에 몰두한 발 시아가의 신 인 의복구성 형태는 패션 에디터,동료

디자이 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크리

스찬 디오르(ChristianDior)는 사회성,교양,기술 등의 고른 인지 능

력의 소유자로 개방성과 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쟁

후 패션의 침체기에 실도피 인 로맨티시즘 의상의 패러다임을 창조해

오트쿠튀르 통을 부활시켰다.라이선스 사업,기성복 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상업주의를 추구하 고 술가 집단,패션 언론의 극

인 지지를 받았다.

입 생 로랑(YvesSaintLaurent)은 기술,사회성,교양의 인지 능력,

감수성,개방성의 성격 특성,높은 매력 자본의 소유자를 지녔다.시

의 흐름에 따라 남성복,스트리트 패션, 술 작품,각국의 통의상에서

감을 받은 폭넓은 작품 활동으로 패션의 모든 스타일을 창조하

다.패션 언론,비즈니스 트 의 지원을 받았으며 수많은 후 디자이

의 추종을 받았다.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사회성,교양,기술

의 높은 인지 능력,개방성의 성격 특성,뛰어난 사회 표 력이라

는 매력 자본을 가졌다.패션 시스템 변화에 따라, 타포르테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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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고,샤넬 쿠튀르 하우스를 이끄는 등 기존 디자인하우스의 고유성

에 새로움을 가미하는 패션 용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았다.감각

있는 은 술가 집단에게 감을 얻어 시 정신을 악하며 패션 선도

력을 유지하 다.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는 기술,교양

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토 로 기

존의 트 드에 반발,펑크 패션,역사주의 의상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

더니즘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았다.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자

신의 스스로가 디자인하우스의 뮤즈가 되었다.부티크 디자이 시 에

는 은이 집단의 지지를 받았고 하이패션 디자이 로 성장한 후에는 패

션 에디터,패션 큐 이터 등에게 인정을 받았다.

미우치아 라다(MiucciaPrada)는 교양,사회성의 인지 능력에 개

방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착용하기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을

요하게 여겨 1990년 이후 미니멀리즘,잇백 열풍,지 인 엘리트층을

한 ‘어 리 시크(UglyChic)’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다.비즈

니스 트 인 남편으로부터 정서 ,인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패션

에디터들의 지지를 받았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기술,

교양,사회성의 인지 능력과 감수성,독립성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한 감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서 인 표 주의 패

션을 선보 으며 패션쇼의 행 술화를 통한 감정 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 다.그는 국의 인 미술가들의 향을

받았으며,그의 창작품들은 패션 에디터들의 주목을 받았다.마크 제이콥

스(MarcJacobs)는 사회성,교양의 인지 능력,개방성,감수성의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아름다운 외모,활력,사회 기술 등 매력 자본의

소유자로 의 팬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 고의류,팝 뮤직에서

감을 받아 그런지 룩을 창시하 으며, 담한 차용을 통한 이면

서 입기 쉬운 패션,패션디자이 의 엔터테이 화 등의 패러다임을 창조

하 다.패션 에디터, 미술가, 로벌 그룹,패션모델, ,등의 지

지를 받아 상업 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셋째, 패션 시 의 창의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구를 통

해 고찰한 창의성 발 요인을 개인, 역, 장 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개인 요인 디자이 의 인지 능력은 시 의 흐름에 따라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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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차이가 있었다.오트쿠튀르 시 는 기술이, 타포르테 패션 시

에는 기술,교양,사회성이 로벌 패션 시 는 요한 것은 옷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스토리텔링 하는 교양과 사회성이 강조되었다. 시

를 통하는 디자이 의 요한 개인 요인은 매력자본으로 디자이

들은 타고난 외모,성 매력,활력,개성 있는 패션 센스,사교술 등을

이용하여 패션 장을 매혹시켰다.이밖에 사회심리학 상황 특이사

항은 모든 남성 패션디자이 들이 동성애자 다는 이 있다. 을

상으로 하는 로벌 패션 시 의 패션디자이 들은 인지 능력뿐만 아

니라 매력 자본을 길러 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좋은 랜드 이미지를

상승 시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패션 역의 창의성 요인을 살펴보면,패션디자이 들은 오트쿠튀르

하우스의 수습생활, 문 패션 교육 등을 통해서 패션 역 지식을 익히

고, 존하는 이데올로기에 반발하거나 극 동조하면서 새로운 산출물

을 제시하 다.9인의 패션디자이 의 창의 인 산출물은 패션 에디터,

바이어,패션 선도자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 역으로 편입되어 패션

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패러다임은 가 리엘 코코 샤넬

(Gabrielle“Coco”Chanel)의 기능주의 패션과 같은 패션사조와 칼 라거

펠트(KarlLagerfeld)의 옛 디자인하우스 부활 등과 같은 패션 례를

포함한다.패션은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산업의 산물로,디자이 의 상업

주의에 갖는 은 창의 활동에 요한 향을 끼친다.입 생 로랑

(YvesSaintLaurent),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미우치아 라다

(MiucciaPrada),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고유 스타일보다는 시

의 분 기에 주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 트 드 세

터로 자리매김하 다.크리스토발 발 시아가(CristóbalBalenciaga),비

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알 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등은 기술력이 뛰어난 디자이 들로 창조의 감을 자신의

기술에서 찾고 일 성 있는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한 모든 패션디자

이 들은 패션 역의 정보와 기술력이 집되어 있는 주요 패션 도시로

이동함이 확인되었다.

패션 장에서 시 를 걸쳐 패션디자이 의 성공의 요한 열쇠가

된 문지기는 패션 에디터 다.패션디자이 들은 사회성과 매력자본을

무기로 삼아 패션 에디터들과 극 으로 소통하 다.가 리엘 코코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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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Gabrielle“Coco”Chanel)과 칼 라거펠트(KarlLagerfeld)는 독설,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은 인 패션쇼,입 생 로랑(Yves

SaintLaurent)과 마크 제이콥스(MarcJacobs)는 사생활,미우치아 라

다(MiucciaPrada)는 술 재단 운 으로 항상 언론의 심을 받으면서

디자인하우스를 에게 각인시켰다.오트쿠튀르 시 와 타포르테

시 의 디자이 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디자인하우스를 열었

다. 로벌 패션시 에는 세계 마켓 상 로 사업을 진행해 막 한 비

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 복합기업들이 요한 투자자가 되었다.이

밖에 패션 시가 새로운 문화 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타포르테 시

와 로벌 패션 시 에는 패션 큐 이터라는 문지기가 추가되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와 하워드 가드 (H.

Gardener)의 이론을 기반으로 창의 인 패션디자이 9인의 사례연

구를 진행한 결과 패션을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패션디자이

개인은 문제 을 발견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제시하고,수많은 산출물들

이 패션 장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의미 있는 패션 문화로 창출

됨을 확인하 다.패션디자이 는 창의성 발 을 해서 사회성,교양,

기술 등 인지 능력을 키우고,패션 역의 정보가 응집되어있는 곳으

로 이동하여 극 으로 패션 장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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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StudyonInfluencingFactorsof

CreativityofFashionDesigners

-CenteredonPerspectivesofM.Csikszentmihalyi& H.

Gardener

MinSunLee

Dept.ofClothingandTextiles

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Infashionattachinggreatimportancetovaluesofinnovation,newness

andachange,'creativity'isthesourceofcompetitivepowerasthemost

importantkey.Developmentofthe21stinfo-communicationscausedsharing

ofnew materialsandtechnologies,outstandinglylesseningatechnological

gapamong fashionproducts.Inafloodofstandardizedfashionproducts,

creativityalongwithartwillandimaginationofafashiondesignerisbeing

emphasized as the key elementofdifferentiation.This study aims at

examining factors influencing on fashion designers'creativity presenting

fashionthenew centeredonintegratedperspectivesofM.Csikszentmihalyi

andH.Gardener.Togetherwithfashiondesigners'domaincharacteristicand

talent,this study presents a broad analysis centered on the method

respondingtosocioculturalsystemsinthefashiondomainandexpressingart

willandphilosophy,andrelationshipwiththefieldevaluatingvalueofa

new design.

Researchfindingsofthisthesisareasfollows.

Firstly,thisstudydefinedcreativityoffashiondesignersanddeveloped

ananalyticmodelbasedonthegeneralconsiderationofcreativity.Itgavea

definitiononthecreativityoffashiondesignersas'acompetenceafashion

designerbelonging to thefashion system can createa new and useful

productbasedonknowledgeofthesymbolicsystem offashion,revealed

whenwinningrecognitionofnewnessandusefulnessinthecontemporary

fieldwithinclusionintothefashiondomain.Influencingfactorsof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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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sweresubdividedintoperson,fashiondomainandthefashionfield.

Personalfactorsoffashiondesignerscontaincognitiveabilities(skill,culture,

sociality),non-cognitiveabilities(character,EroticCapital),social·psychological

factors(family,sexualidentity,marriage,health).Influencing factors of

creativityinthefashiondomaincouldbementionedasinteractionbetween

fashiondesigner'smaincreationandZeitgeist,socialstructure,technologyof

thesocialculturalcontextoffashion,asaparadigm designer'screationis

incorporatedintopartofthedomain.Fashionfieldiscomposedoffashion

workersand leaders including a fashion editor,buyer,fashion educator,

fashion designer, investor, business partner, fashion model, staff as

gatekeeperswhoareworkinginthefashionindustryorinfluencingonthe

fashioncreation.

Secondly,using an analytic modeloffashion designers' creativity

developedalready,acasestudy wasconducted about9creativefashion

designersofHauteCouture·Pret-A-Porterintheglobalfashionage.The

findingsareasfollows.

Asa person having charactersofsociality,cognitivecompetencefor

technology,ambition,independence with Erotic Capital,Gabrielle “Coco”

Chanelsuggestedanew paradigm ofthefunctionalistdesignintroducing

practicality ofmen's wearwhile resisting the conspicuous fashion that

makes women dependent.A lotoflovers,avantgarde artistgroups,

American fashion editors and buyers supported revelation ofcreativity.

CristóbalBalenciaga,alongwithexcellentcubicexpression(3D)intelligence

and sincere character,created mostofsilhouettes in the contemporary

fashion.AninnovativeclothingconstructionofCristóbalBalenciaga,rejecting

commercialism and concentrating on realization ofpureformativebeauty,

wasestablishedasanew paradigm underenthusiasticsupportfrom fashion

editorandcolleagues.Equippedwithcognitivecapabilitiesincludingsociality,

refinement and skills,Christian Dior had character of openness and

sensibility.Hecreatedaparadigm ofromanticclothinghavingapropertyof

escapism inthefashionrecessionafterthewarandrevivedatraditionof

HauteCouture.Throughbusinessdiversificationincluding licensing anda

Pret-A-Porterenterprise,he pursued commercialism,supported by artist

groupsandfashionpress.

YvesSaintLaurenthadcognitiveabilitiesincludingskills,socialityand

culture,characterofsensibility and openness and higherErotic Capital.



- 340 -

Together with the flow of the age,he created every style of the

contemporaryfashionthroughvariousworksinspiredbymen'swear,street

fashion,artworks and traditionalcostumes ofmany nations.He was

supportedby fashionpress,businesspartnersandfollowedby numerous

designersoffuturegenerations.KarlLagerfeldhashighercognitiveabilities

ofsociality,cultureandskills,characterofopennessandEroticCapitaof

outstandingsocialpresentation.Withthechangeofthefashionsystem,he

createdanew paradigm ofthebravefashionsoldiersthataddednewnessto

the uniqueness of the existing design house while advancing into

Pret-A-Porterindustry and leading HouseofChanel.Inspired by young

sensuousartistgroups,heunderstoodthespiritofZeitgeistandmaintained

fashion leadership.VivienneWestwood hascognitivecapabilitiesofskills

andculture,andcharacterofindependence.Shecreatedanew paradigm of

thepostmodernism fashion based on thepunk fashion and costumesof

historicism whileresisting theexisting trend.Asapersonhaving Erotic

Capital,shewassupported by youngsterswhen working asa boutique

designer.Aftergrowingupasahighfashiondesigner,shewassupported

byfashioneditorsandcurators.

MiucciaPradahascognitiveabilitiesofrefinementand sociality with

characterofopenness.Thinkingmuchofmakingclotheseasytowear,since

1990s,she'ssuggestedanew paradigm ofminimalism,feverofitbagand

'UglyChic'forintelligentelites. Withtheemotionalandcognitivesupports

ofherhusband,abusinesspartner,she'salsosupportedbyfashioneditors.

AlexanderMcQueenhadcognitiveabilitiesofskills,culture,socialityand

characterofsensibilityandindependence.Basedonthekeensensitivityand

brilliant technical skills, he presented an autobiographical fashion of

expressionism and created a new paradigm oftransmitting feelings by

converting a fashion show to the performance.He was influenced by

avant-gardecontemporaryartistsinBritain,attractingattentionfrom fashion

editors.Marc Jacobs has cognitive abilities ofsociality,refinementand

characterofopennessandsensibility.Asaperson having EroticCapital

includingbeauty,vivaciousnessandenergy,socialattractiveness,hehasfans

from themasses.Hecreatedagrungelookinspiredbypopculture,pop

musicandsecondhandclotheswithaparadigm offashionavant-gardebut

easytowearthroughdaringborrowingandturningafashiondesignerinto

an entertainer.With thesupportoffashion editors,contemporary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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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groups,fashion models including the general,he's winning a

commercialsuccess.

Thirdly,influencingfactorsofcreativity,identifiedthroughcasestudies

of9creativefashiondesignersinthecontemporary fashionperiod,were

analyzedbyperson,domainandfield,Thefindingsareasfollows.

Inthepersonalfactors,cognitiveabilitiesofadesignerweregivendifferent

emphasisaccordingtothetimes. Skillswereemphasizedintheageof

HauteCoutureandcultureandskillinthePret-A-Porterage.Globalfashion

agegaveemphasisoncultureandsocialityforstorytelling,makingmuchof

ideasratherthanclothingitself.Asfordesigners,theimportantpersonal

factorpenetratingeveryperiodisEroticCapital.Designershavefascinated

thefashion fieldusing innatebeauty,sexualattractiveness,vivaciousness

andenergy,characteristicfashionsenseandsociality.Inaddition,interms

ofthesocialpsychologicalsituation,particularlyeverymaledesignerwas

homosexuals.

Astheresultofexaminingfactorsofcreativityinthefashiondomain,

fashion designers cultivated the fashion domain knowledge through

apprenticeshipattheHauteCoutureHouseandprofessionalfashiontraining,

and suggested a new productwhile resisting orfollowing the existing

ideologyactively.Creativeproductsof9fashiondesignerswereincorporated

again into thedomain with the supportoffashion editors,buyers and

fashionleaders,becominganew paradigm ofthefashiondomain.Paradigms

contain fashion trends like the functionalistfashion ofGabrielle “Coco”

Chanelandfashionpracticeslikerevivaloftheolddesignhouse.Fashionis

an industrialproductformaking a profit,so designers'perspective to

commercialism hasan importanteffecton creativeactivities.YvesSaint

Laurent,KarlLagerfeld,MiucciaPrada,MarcJacobs,takingnoticeofthe

periodicatmosphereratherthanoftheuniquestyle,suggestedanew style

everyseasonandbecameatrend-setter.Asdesignershavingoutstanding

technical skills, Cristóbal Balenciaga,Vivienne Westwood,Alexander

McQueendiscoveredinspirationforcreationfrom theirskillsandshowedthe

consistentwork world.Furthermore,itwasidentified thatevery fashion

designermovedtothemainfashioncitiesinformationandtechnicalskillsof

thefashiondomainarecentralized.

Inthefashionfieldallovertheages,agatekeeperwhobecameakeyof

fashiondesigners'success,wasafashioneditor.HavingsocialityandEr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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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asaweapon,fashiondesignerscommunicatedwithfashioneditors

actively.Gabrielle“Coco” Chaneland KarlLagerfeld alwaysdominated

pressheadlinesforavenomoustongue,AlexanderMcQueenfortheavant

gardefashionshow,MarcJacobsandYvesSaintLaurentforprivacyand

MiucciaPradafortheartfoundationoperation,makingthepublicawareof

thedesignhouse.IntheageofHauteCoutureandPret-A-Porter,designers

opened adesign houseattracting funding from privateinvestors.In the

globalfashionage,asbusinesstargetingglobalmarketsrequiresenormous

expenses,conglomeratesbecameimportantinvestors.Inaddition,withanew

culturalphenomenonofthefashionexhibition,inthePret-A-Porter and

globalage,agatekeeperofafashioncuratorwasadded.

This study conducted case studies of9 creative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basedontheoriesofM.CsikszentmihalyiandH.Gardener.Asthe

result,itidentifiedthataperson,fashiondesigner,findsoutaproblem and

suggestsanew productinthesocioculturalcontextsurroundingthefashion.

Also,numerousproductsarerecreatedasthemeaningfulfashion culture

throughaprocessfashionfieldevaluates.Itshowsthatfashiondesigners

should cultivate cognitive abilities of sociality,culture and skills for

revelationofcreativity,movetotheplaceinformationofthefashiondomain

isaggregatedandinteractwiththefashionfieldactively.

Key Words:Fashion Designer,Creativity,CognitiveAbility,Erotic

Capital,Paradigm,FashionField,Fash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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