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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 복식과

네오 바로크·로코코 패션의 미 특성 비교

홍 미 정

서울 학교 학원

의류학과

복식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사회ㆍ정치ㆍ문화 가치 의 표

일 뿐 아니라 착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 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도구는 상화로 인물의 특성과 사회 환경을 엿볼 수 있어 복식사연구에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의 패션산업은 복식사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복식

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이 가 많아 패션디자인의 감의 원천으로 복식

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 시 의 상화 작품을 통

해,바로크 ·로코코 복식에 표 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보고,

국디자이 의 작품에 바로크와 로코코복식의 미 특성이 활용되는 경향

을 악함으로 역사 속에서 재 되는 복식의 미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국에서 바로크와

로코코시 상화의 미 특성에 한 내용분석(ContentsAnalysis)을

진행하며,이를 바탕으로 국의 표디자이 의 컬 션에 나타난

복식스타일에서 두 시 의 특성이 반 된 상태를 분석하여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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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션 작업의 복식사 배경을 찾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

에 사용된 자료의 수집은 런던 국립 상화미술 에서 선택한 상화 441

에 한 분석 작업과 국 패션의 정체성을 기 으로 선정한 국디자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알 산더 맥퀸

(AlxanderMcQueen)의 2000년 이후 표컬 션사진 1,601장을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문제의 구성은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의 상화에 해 역사사

의미와 문화 향력에 한 고찰과,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

와 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에 한 분석,21세기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

코코복식의 향력 악으로 구성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은 왕족 귀족계 들의 상징성과 함께 국의 통을

상화라는 역사 기록물로 기록한 나라이다. 상화는 권력자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수단으로 존경과 권력자에 한 숭배를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 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인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시 정신은 바로크에서는 숭고미,

남성미,근 취향을 로코코에서는 우아미,여성미,이국 취향을

표출했다.

둘째,바로크는 왕족과 귀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계질서를 강화하고 패션을 통해 계 을 구별했다.즉 패션은 스타일에

따라 신분이 구분되어 계 사회 유지와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즉 상화를 통하여 바로크 시 국의 복식의

특성은 바로크와 로코코의 시 문화정신인 바로크의 숭고미,남성미,

근 취향과 로코코의 우아미,여성미,이국 취향이 반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복식을 통한 계 의 통제가 나타나고 있다.즉

사회계층별 뚜렷한 복식의 차이는 의복을 통한 사회통제가 가능하고,

바로크 후기에 나타난 젠트리의 청교도 인 제성은 의복이 인간의

자기표 의 기능으로도 활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21세기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의 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화려하고 귀족 인 의상의 이미지를 주 으로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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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 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화하고 있는 국의 표 디자이 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의 컬 션에 나타난 패션스타일의

비교 분석하 다.그 결과 두 디자이 는 상당히 많은 부분 두 시 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재해석하여 작품을 창조하고 있는데, 특히

바로크와 로코코시 정신을 반 한 스타일의 구성,기술 요인에 의한

소재 차별화,남성과 여성 스타일의 모호성,바로크의 과시 장식효과,

로코코의 이국 취향을 반 한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두 디자이

모두 바로크와 로코코 스타일의 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사회문화 요인과 복식의 미

특성이 패션에 미치는 향과 표 형식의 미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바로크와 로코코시 의

문화정체성은 21세기의 새로운 시 정신을 반 하여 재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나 두 시 가 표방하는 보편 인 측면에서 복식에 활용되는 미

특성은 패션에서도 변함없이 요한 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크와 로코코가 표방하 던 숭고미,남성미,근 취향,우아미,

여성미,이국 취향 등은 보편 미의 개념으로 패션에도 요한

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표 되는 방식과 목 에 있어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를 들어 바로크와 로코코에서는 계 의 통제를 해

복식의 장식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다면 에서는 미의 과시 는 부의

과시를 한 사용으로 시 가치의 변화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주 요 어: 상화,미 특성,바로크,로코코,숭고미,우아미

학 번:200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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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과 의의

복식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사회ㆍ정치ㆍ문화 가치 의 표

일 뿐 아니라 착용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 하기 한 소통의

수단이었다.아울러 복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내 ㆍ외 특성을

타인에게 노출시키고 스스로의 의식과 감정을 상 에게 무언의 표 으로

서 달하기 한 방법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그 역할의 효율성은

결국 타인을 추종하는 이른바 유행이라는 상을 통해 지 도 충분히 확

인 할 수 있다.복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구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복식 규제를 통해 사회 계 이 구별되기도 한다.사회 계층

의 동일성을 표 하고 단체복과 같이 조직원의 단결을 한 일치성을 부

여하는 동질성의 표 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복식문화 상에 한 연구는 크게 복식문화사와 복식 사회심리로 나

어 볼 수 있다.이 복식문화사 연구 분야에서는 사회,문화 요인

을 반 하는 복식 변천과정 미 특징에 한 분석이 주로 다루어지

고 있다.복식 사회심리 연구 분야에서는 유행의식,미 가치 ,소비자

심리 등 패션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의 상

이 되었다.특별히 근 산업 명을 주도했고 근 미술공 운동이 시작

되었던 국에서는 패션산업에 있어 과거 복식문화의 연구가 새로운 복

식 스타일을 재창조 할 수 있도록 높은 가치를 지닌 연구 자료로써 활용

되었다. 국의 표 패션디자이 인 “비비안 웨스트우드(Dame

Vivienne Westwood: 1941-)1)”나 “알 산더 맥퀸(Lee Alexander

McQueen:1969-2010)2)”과 같은 디자이 들이 감의 원천으로 복

1) 런  컬 , Vivienne Westwood는 1971  ‘Let it Rock’ 개  시  타  

주 가 었 , 그 후 에 신   체  하여 상에   가

미한   다.
2) 런  컬 , Alexander Mcqueen  철 한 식 러링  하  끌었 , 

강한 낭만주  강 한 역사  는  주  다. 트가 는 쇼 도 리 

 , 신  쇼에 포   다 하게 도 하 다. 2010  살  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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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료를 활용한 들은 그들의 컬 션을 통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복식사 연구의 가장 보편 인 방법은 사 사료를 통한 문헌 연구와

시 그림의 분석을 통해서이며,주로 상화가 그 상으로서 많이 활

용되었다.복식사 연구에 있어 실물 연구를 할 수 있는 의류나 장신구는

부분 장기간 보 이 어려운 소재들로 제작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재

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고,문헌을 통해 구체 이고 실질 인 설명이

남아있다고 해도 개인마다 자료를 보는 방식이 달라 해석의 오류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그러나 복식이 그림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이미지 자료의 특성상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품의 표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색상이나 소재,디테일에서도 높은 정확성과 상

객 성이 잘 유지되는 사료가 된다고 지 할 수 있다.

상화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기 신석기 시 폴리네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상화는 표 의 특성상 고 술의 한

형태로서 주로 개인을 묘사한 것이며,고 이집트,그리스,로마 등에서

도 발견되고 있어 인류역사에서 매우 요한 기록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상화가 화 된 것은 르네상스 시 로, 술의 심이 이 세

미술에서 보이던 신앙 심의 회화에서 인본주의 경향의 인물화 심으

로 옮겨지면서 활발하게 발 했다.이후 왕족과 귀족을 심으로 개인

화가가 고용되었고,상공인들은 부가 축척되면서 값비싼 물건들과 개인

의 상화를 갖게 되었다.지 가 높아지면서 상화를 통해 보인 부와

권력이 자신들의 의복과 장식의 가치와 더불어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 음을 18세기에 유행한 와토 가운(Watteau gown)4)이나 깁슨걸

(Gibbsongirl)스타일5)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술의 역사는 기술 인 진보뿐 아니라 다양한 양식의 역사로서 가

치가 있으며,각 시 만의 독특한 미술 특징들도 존재했다.패션과 미

술은 보편 으로 서로의 역에서 결합되고 부분 으로 차용되기도 함으

리하 다. 
3) West, S, Portrai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 프랑  가 는 18   식   가. 색채 가  독   개

척해 낸 가 다. 그  그림에 주  등 하는 여   상. Ribeiro, A., Strong, R, The 
gallery of fashion (Washington: National Portrait Gallery, 2007), p. 11.

5) 18  가  그린 그림에 주  등 하는 복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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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 이슈와 트 드를 이끌기도 한다.더구나

두 역은 근성이 강한 패션과 술 성격이 짙은 미술이 서

로간의 역 안에서 교차하고 동행한다. 술성을 높이려는 패션과

으로 가고자 하는 미술의 결합은 희소성과 역사성을 목한다는 에

서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국에서는 상화의 화가 비교 늦게 시작되었다.헨리 8세

(HenryVIII)통치기간에는 상화를 갖는 것이 부와 지 의 상징이었

다.당시에는 상화가 사회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시

에 따라 상화의 사용 목 이 달랐는데,튜더(Tudor)시 에는 인물의

구성과 형태를 잘 표 하기보다는 사치스러운 보석 고 의류 등 사실

표 에 더 집 했다.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상화를 그리는 경향에

도 유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시 상황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자 하는 시도가 무척 요하다.이를테면 17세기 안소니 반 다이크

(AnthonyVanDyke)6)와 피터 리리(PeterLili)경의 작품은 모델들이 고

풍의 화폭에서 당 의 일상 인 옷보다 티드 스에 가까운 멋스러운

드 스를 입고 있는 상이 형 인 라고 할 수 있다.7)그러나 이러

한 회화에서는 그 시 의 패션과 미학의 이상을 표 할 수 있지만,그림

에서와 일상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 구별될 필요가 있다.즉 상화

에 나타난 복식의 경우 어떤 목 을 가지고 의식 으로 사용되어진 경우

로 여기에 나타난 의상만으로 복식스타일이나 미 특성을 규정지을 수

는 없으나,복식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서 상화의 가치와 시 문화 가

치를 반 한 사료로서의 가치측면에서 일정부분 시 의 표성을 갖는다

는 에서 연구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국은 인간의 정신 ,도덕 가치를 하여 국민의 복지와 교육을

높은 수 으로 견인하는데 박물 이나 미술 을 통한 술교육이 심이

된 유럽의 표 국가 다.아울러 국 왕실도 패션의 발 에 지 한

향을 미쳤다. 를 들자면 에드워드 7세(EdwardVII)는 패션에 심이

많았던 국왕으로 항상 말쑥하고 세련된 차림으로 앞에 나서 이른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거나 유행을 만들어냈다.이후 공8)에서

6) 니  다 는 17  플랑드  신  가 ,  시  하는 상  가  

꼽 다. ‘플랑드  그림’  매우   다.
7) Ribeiro, A., Strong, R, op. cit.,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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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애나 비(Diana,PrincessofWales), 이트 미들턴(KateMiddleton)

에 이르기까지 국 왕실의 패션에 한 높은 심과 뛰어난 패션 감각

은 국 패션에 한 세계 인 심을 불러 모으는 주요한 요인이 되

기도 했으며 국 디자이 에게도 많은 향을 주었다.

독창 이고 실험정신이 강한 국패션은 세계의 패션에 해

향력 있는 척도가 되고 <비비안 웨스트우드>,<존 갈리아노>,<알 산

더 맥퀸>이나 <버버리>,<멀버리>와 같은 형 인 국 랜드도 역

사 리바이벌을 통해 기존의 복식을 재창조하며 실험 인 스타일을 보

여 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을 표 인 패션 심지로 만들었고 다양한 룩

의 탄생과 유명디자이 들을 배출해왔던 원인이 되었다. 국패션계는

귀족 심의 수트 테일러링 기술이 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문화와

한 연 을 맺고 발 해 새로운 패션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특히 직물

산업의 발 은 국을 표하는 트 드나 체크패턴 등 다양한 패 릭을

만들었는데,이것은 국고유의 패턴 이미지를 차용한 것들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국의 바로크 ‧로코코 상화의 특성

을 알아보고,둘째로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 ‧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 분석하며,셋째로 21세기 네오바로크 ‧로코코 패션의 미 특성

분석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향력을 악하는 것이다.

8)  (재 :1936 ) , 에드워드 8 . 심프  과 결  해  포 하  

퇴  후에 공 라 리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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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1)향후 패션산업의 발 에 있어 과거를 바탕으로 특색

있고 정체성이 분명한 미 특성을 지닌 스타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

으며 (2)교육받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시각의 복식사와 복식미학 분야

에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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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내용 방법

1.연구 내용

본 연구는 통시 으로 국 바로크와 로코코 시 술문화의

술사 ・미 특성과 복식사 미 특성 분석을 통해 패션시장

에서 매우 강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 패션 디자인 세계의 미

정체성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 다.

국 패션은 독특한 성향으로 유명한데,이를테면 국신사를 상징

하는 매우 보수 인 성향과 미니스커트,펑크로 표되는 아방가르드하

고 진보 인 성향이 공존하고 있는 무척 흥미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

다.이 게 상반되는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배경에 하여 본 연구에서

는 통시 으로 국의 문화 술세계의 정체성을 이루는 미 특성

을 바로크와 로코코 술문화 미술에 있어 특별히 상화에서 찾고자

했다.

상화는 생활문화사와 복식사연구의 주요 소재며 연구 상이다.

상화를 통해 시 문화 배경,모델의 지 형성을 통한 계 사회,착용

의복을 통한 유행의 역사와 기술 산업의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아울러 각기 다른 화가들의 표 방식을 통해 당시에 유행하

던 미 의식의 특성에 한 분석도 가능하다.이에 본 연구는 국

상화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 술의 미 특성과 복식의 미 특성

분석을 통해 국 술 정체성의 근원 특성을 알아보며, 국 패

션디자이 의 컬 션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의 문화 술 특성을

분석해 이들의 미 정체성이 국패션디자이 들에 미친 향력에

해 살펴볼 것이다.이러한 연구는 세계 패션디자인 국가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국 디자인 산업의 술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 산업에

서 후발 주자인 국내 패션디자인 산업의 정체성확립과 함께 차세 디자

이 의 육성을 한 기 교육 자료로 구성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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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의 상화에 하여 고찰한다. 국 바로

크와 로코코 상화의 특징에 하여 알아보고, 국 바로크와 로코

코 복식 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 문화 요인에 하여 알아본다.

국 바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복식의 특징을 연구하여 국

상화에 표 된 복식의 시각을 분석 한다.

(2)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을 알아본

다. 국 상화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인 바로크 시 와 로코코

시 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

코코 복식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 바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특수성 보편성을 알아본다.

(3)21세기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에 하여 고

찰한다.21세기 국 패션디자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알 산더 맥

퀸 컬 션에 표 된 바로크 패션과 로코코패션의 미 특성에 하

여 분석하고,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과 21세기 바로크.로코코 패

션의 미 특성 비교 분석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개 인 자료의 검색을 한 문헌연구와 그림으

로 구성된 상화 자료를 분석 그리고 디자이 의 정체성 악을

한 분석연구방법으로 내용 분석법(ContentsAnalysis)을 활용하여 다

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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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크 ‧로코코  

상  특

-  상  특

-  바로크 ‧로코코

복식 에 향  

미친 사   

-  상 에 

 복식  틀

  상 에 

   바로크

‧로코코 복식  

미 특

-  바로크 ‧로코

코  복식   

특

-  상 에 

 바로크 ‧로코코 

복식  미 특 에 

한 해

- 합  

  21   바로크

‧로코코  

미 특  

-   

-    

- 바로크 ‧로코코 복식

과 바로크‧로코

코    미 특

 비

- 결

[그림2]통시 의 국 바로크‧로코코의 미 특성에 한 연구

본 연구는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 시 의 상화가들이 그린 그림

속 모델의 복식을 분석하여 미 정체성을 밝 내고, 국디자이

에 미친 향력을 찾아 비교분석하는 통시 의 미 특성에 해

국패션디자이 의 정체성을 찾는 질 연구수행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써 국 바로크와 로코코 시 상화 작품분석

을 해 국 런던에 소재한 국립 상화 미술 (NationalPortrait

Gallery)소장 그림을 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문헌은 서양복식사,

상화 련서 과 연구논문 박물 과 인터넷검색을 통해 수집 검토한

자료들을 참고했다.

시기 으로 바로크는 국 찰스 1세(ChalresI)세가 즉 했던 1625년

부터 1714년까지 루이 15세가 섭정한 1715년부터 랑스 명이 발발한

1789년까지 기간을 로코코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연구했다.

상화자료의 수집은 (1) 상화의 미술사 가치,(2)화가의 명성,(3)

시 표성,(4)모델의 사회 지 순으로 요도를 설정하 으며,

설정기 은 국 미술사 련 서 을 우선 으로 참조해 국립 상화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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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PortraitGallery)에 소장된 남여의 상화와 왕실과 귀족 그

리고 젠트리의 상화를 그린 화가를 기 으로 선정했다.분석 상 상

화의 모델의 사회 지 특성에 한 분석으로 왕족,귀족,젠트리로 구

분하여 특성을 정리했다.

국 디자이 는 기사 노출 빈도,세계 패션기자의 컬 션 평가

등을 고려해 세계 명성을 가진 디자이 랜드로서 국의 문화 정체

성을 컬 션에 표 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을 선정해 그

들의 컬 션 바로크와 로코코의 향을 받은 사례들을 수합하여 분석

했다.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을 실시하 으며,내용분석을 한

미 개념의 정의 자료 분석의 기 과 차는 다음과 같다.

1) 상화 분석자료

런던 국립 상화 미술 에 소장된 남녀의 상화를 분석했다.분석

의 상으로는 바로크시 의 남성 상화 114 과 여성 상화 83 ,

로코코시 의 남성 상화 175 과 여성 상화는 69 을 심으로 삼았

다.아울러 분석 상 상화 모델의 사회 지 특성에 따라 왕족,귀족,

젠트리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여 차이 을 분석한 후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복식의 미 특성을 분석한 틀을 제공해 바

로크‧로코코 복식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유추하고자한다

2) 국 디자이 의 컬 션 분석 자료

국 디자이 의 사진자료는 www.firstviewkorea.com 과

www.style.com 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993 으로 남성복은

2009F/W–2014S/S,여성복은 2009S/S-2014S/S알 산더 맥퀸의 작

품 693 으로 2009F/W–2014S/S,여성복은 2009S/S–2014S/S컬

션을 상으로 작품세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디자이 별로 바로크

‧로코코 패션의 미 특성을 분석하여 국의 바로크‧로코코의 문화 정

체성이 패션디자이 의 작품에 표 되는 향력에 해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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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고찰

2장에서는 상화의 개념과 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 개

념을 정립하고자 한다.우선 상화의 개념과 국 상화의 특성을 정

리하고 바로크·로코코 복식형성에 향을 미친 국의 사회문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다음은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바로크·로코코 복

식의 미 특성을 제안하고 본 연구에서 국 상화에 표 된 복식분석

의 시각을 보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 상화의 개념과 사 고찰

1. 상화의 개념

상화는 인물을 심으로 그려 표 한 그림을 말하는데,미술사에

서는 순수 미술이 아닌 사실상 문제의 장르로 구분되어 왔다. 상화를

보면 계 이나 계층이 얼굴과 복식에서 드러나게 되어있고 이를 통해 사

회구조를 분석하고 권력을 악할 수 있으며,자세나 골상에서는 성격,

인품,직업 등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상화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주

인공의 실제 모습과 닮아야 한다는 것’9)이 제 조건이지만 서양화가들

은 상화 인물의 외모,권력,재력의 표 을 해 실제보다 아름답게 그

리거나 더 멋있고 보다 근엄하게 표 했다. 상화는 힘 있고 자유로운

필치로 옷감의 질감 등을 잘 살리고 명암 비를 통해 인물에 엄을 부

여하기도 한다.더구나 상화 자체는 곧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서양 상화의 차이를 보면 서양의 상화는 에 든 로 그리는

일을 요시한 반면에, 상의 내면을 시하는 동양화에서는 드러난 외

양만이 아니라 그 상 인물의 속내인 정신까지도 담아냈다.조선시

9) 우 , 『  미  산책-  상  통』 ( 울: 캐 트, 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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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는 사회 기능과 련하여 추모의 도상으로 지엄한 형식을 갖추

었다.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표정하고 단정한 정형 안에서 인물 각

각의 외모와 그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 해 왔다.10)

의상은 신분과 부의 상징이며 개인의 표 도구로 역할을 하는데

요하며 몸으로 그 정체성을 소통하기 한 가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화에서는 의복이 사회 의미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 형성의 문제들을 탐구하기 해 특정한 안정성을 형성하

는 요한 물질 문화라는 가치를 지닌다.앞서 언 한 바와 마찬가지

로 이러한 그림들은 그 시 의 패션과 미학의 이상을 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착용하는 의류를 구별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의류는

시간에 의한 부패와 괴에 민감한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옛

날에 만들어진 옷이 존할 가능성은 매우 다.그러나 상화는 그 시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었는지 보여주는 최 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이 듯 상화는 시 의 복식양식을 반 하고 계 에 따른 복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로 요하다.

부분 학자들은 상화를 그 삽화정도로 보았고,문화소비에

련된 연구들은 부분 상화 연구를 통해 형성되는 요한 요소 경

쟁 정교함에 한 실례들로써 사용했다.그러나 상화는 인물의 자기

형성,계 의 물질 묘사,시장 경제를 역사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로서도 사용된다. 를 들어, 린(Breen)의 “‘상화’의 의미:18세기 소

비자 사회에서의 미국 인물화,”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 상화는 모델의

계 과 소비자 시장에의 기여를 드러내는 시각 표 이다.”라고 했다.

상화는 문학과 문학작품들에도 을 맞춰왔지만 부분은 그것의

문화 가치에 을 맞추거나 그 시 의 소비시장에 한 탐구의 일환

이었다.이 시기는 세계의 다른 문화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패션

과 옷 입는 감각이 분명 변해갔다.일부는 다른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

고 있었고 이 향들은 남성,여성 모두의 패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0) 태 , “ 후  상  다움- 신, 채, 그리고 카 라 쿠라”, 학 

 21 료집,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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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화의 사 고찰

1)기원

상화는 고 로부터 시작된 술의 한 형태 고 주로 개인을 묘사

한 것으로, 기 신석기 시 폴리네시아에서 시작되었다.11)이어, 상

화들은 고 이집트,그리스,로마 등지에서 다양하게 제작되어 꾸 히

발견 되고 있다.유럽에서 제작된 개인 상화의 기원은 고 그리스 로

마 시 에 쟁에서 승리하거나 원정을 떠날 때 만든 동 에서 비롯되

어, 웅의 업 과 함께 그의 모습을 각인한 기념비 다.고 로마에서

도 개인 상제작은 가장 요한 사회문화 하나 다. 상은 조각으

로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세 그리스도교 사회가 도래하자 개인을 한

상화 제작은 쇠퇴했고,인간 심을 가치로 내 건 르네상스 시기부터

다시 흥을 맞이했다.

고 부터 인간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졌지만,명확하게 한

개인을 상으로 한 상화가 제작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상화

의 주인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분 권력자들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

하기 해서라도 상화가 필요했다.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와 15세

기 랑드르에서 비로소 권력자가 아닌 사람이 상화의 주인공으로 등

장했는데 이러한 원인은 경제가 비약 으로 발 하자 생활수 이 향상되

면서 시민 계 이 두하 고 일반인의 상화도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

이었다.

상화의 개척자이자 15세기 랑드르를 표하는 화가 얀 반에이크

의 작품을 보면 유럽 귀부인이 고 여신이나 신화 속 인물로 묘사된

상화가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유행은 당시 귀족 계 이

연극과 가면무도회를 즐기면서 생겨났고 상화에 신화를 도입함으로써

상화 지 향상을 꾀하는 측면도 있었다.

르네상스의 심이었던 이탈리아의 미술과는 다른 북유럽과 랑드

르12)에서 확립된 술을 가져온 얀 반에이크는 랑드르의 회화에서 유

화(oilpainting)라는 기법을 가져와 그림을 더없이 가치가 있게 만들었

11) West, S, op. cit., p. 14.
12) 늘날 에  란드 남 , 그리고 프랑   우 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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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화는 사실 으로 세부 표 이 가능하 다.안료에 호두기름이나 아

마씨 기름과 같은 오일을 혼합한 유화물감의 출 은 회화의 역사를 바꾸

어 놓았다.이 기름이 섞인 물감을 연속 으로 몇 겹 바르면 투명성과

함께 깊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얀 반에이크에 이르러 택,색의

깊이감,빛의 표 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보편

으로 사용했던 스코,템페라와는 달리 수정이 가능한 덕분에 한층

정교해진 세부 표 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화의 기술 완성도가 높아졌

다.이러한 재료의 신으로부터 랑드르의 극사실 재 통이 시작

될 수 있었다.13)

앞서 언 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에서는 상화의 화가 조

늦게 시작 되었는데,특히 헨리 8세 통치기간 동안 상화는 부와 지

의 상징이며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상화는 왕실의 가족

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한 수단으로 왕실이 국제결혼을 해 제작된 것

이 많았다.그 시 왕실의 결혼식에서의 상화는 종종 두 당사자가 각

자 자신의 약혼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결혼

왕족의 상화를 교환함으로써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주력하 다.

상황에 따라서 상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한데 튜더시 에는 오

히려 사람의 형상을 잘 묘사하는 화가들보다는 사치스러운 보석 고

의류를 표 하는 화가의 능력이 더 요구되었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 상화 왕실은 인물의 모습을 왕의 상징성보다는 좀 더 실제 모

습과 같게 그려 개인 특성을 살려 것이 특징이다.

2)변천

상화는 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하는 사회 반 구조 속에서 일

종의 사회 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잘 보여 다.비록

시 와 화가에 따라 다르게 표 될지라도 상화는 지 에 따라 의상에

서부터 액세서리까지 그 시 를 말해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된다.

왕족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남겨 후 의 후손들이 그 상화를 통

해 그 시 를 풍미한 자신들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했다.

세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상화 신 신의 모습이 이를 신했다.오

13) 랑, 『미 컬  보는 사– 리 2 (1)』( 울: 캐 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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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리스도,성모마리아 등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모습이 주로 그

려져 상화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상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에

와서,신에게 헌하는 구성원이었던 인간의 모습이 독립된 개인 상화

로서 그려졌다.르네상스로 오면서 변화된 상화의 상은 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소재가 되었다.르네상스 이 에는

권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상화 다면 그 이후는 상화의 인물이 권력

과 계없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르네상스 기에는 왕족이나 귀족들

의 인물화로 그려졌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후 에 남기고 싶은 욕망들이

서민에게 되어 자신들의 상화를 그려 집에 장식하게 되었다.왕족

과 귀족들은 략결혼을 한 수단으로써 상화를 사용하기도 했다.아

울러 사진처럼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상화는 당시 유일하게 자신

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이었다.

르네상스 시 에는 자신의 존재를 리 알리고 자신의 명 와 삶을

원히 남기려는 지극히 인간 인 욕망이 넘쳐흘 다. 상화는 결국 르

네상스 화가들의 천재성과 당 인들이 품고 있던 욕망의 산물이다.세상

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한 욕망,죽어서도 기억에 남고자 하는 원을

향한 욕망,자신과 가문을 리 알리고자 하는 명 에 한 욕망 그리고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하는 미에 한 욕망,이 같은 욕망을 충족

시켜 매체가 바로 상화 다.14)

상화는 권력자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수단으로 존경과

권력자에 한 숭배를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오늘날까지 상화가

보여주었던 이미지는 정치 성향이 강하게 표 되는 도구의 하나 다고

볼 수 있다.독재 정치가 강한 나라일수록 숭배를 목 으로 한 주요인물

이 자주 상화로 묘사된다.시 으로 유럽의 역사 국 엘리자베

스 1세(ElizabethⅠ)의 상화가 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것도 왕권

의 확립을 한 정당화와 권력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데 필요했기 때문

이다.엘리자베스 1세는 여성군주로서 다른 왕들과 달리 자신의 왕권을

차별화하고자 고도의 이미지 략으로서 자신의 상화에 상징 으로 장

미와 백합의 문장,동물,불사조,보석 등을 그려 넣었다.엘리자베스 1세

14) 고 , 『 상  상  또는 간  빛과 그늘』( 주: 한 트, 198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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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화는 여성 군주로서의 약 과 왕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 상징 권력의 창출로 이용되었다.이처럼 시 를 이끌어 가던 주요

인물들이 상화를 통해 그들의 세력과 과시욕으로 표 하 다.

그러나 서구문화의 근 화 과정에서 카메라의 출 은 결국 상화의

기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고,결국 상화제작이 딱딱한 형식

주의로 흐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분명 사진의 출 이 상화의 유

행을 감소시킨 면은 있으나 술성을 감안할 때 상화와 사진은 별개의

분야로 보아야 한다.

3)런던 국립 상화 미술 의 역사와 의의

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인들의 상화를 시‧보 하는 국립

상화 미술 (NationalPortraitGallery)이 운 되고 있다.이 미술 의

운 방침은 지난 과거의 상과 역사 기록의 승으로서 상화 문화

를 보존하고 그 통을 유지하는데 을 두고 있다.이러한 통은

국 왕족 귀족계 들의 상징성과 함께 국의 통을 상화라는 역사

기록물로 보여주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상화가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국을 표하는

술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화는 회화나 미술로 분류하기 어려운

장르인데 국은 상화를 독창 술과 기교의 산물이 아닌 역사와 정

치의 반 물로 상화 미술 을 건립해 오늘날 세계 인 상화 미술

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 런던에 소재한 런던 국립 상화미술 은 ‘국인들만의 상화’

를 수집하겠다는 특별한 목표를 가진 매우 특이한 기 이다.나라의 역

사를 인물들의 상화로 기록하겠다는 발상은 1850년 에 국에서 처음

으로 구 되었다.15) 상화를 미술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역사 기록물

(document)로서의 수단으로 여긴 것은,다른 나라의 미술 과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증명하기

한 방법으로 상화를 통해 문화 통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

화했다.국립 상화미술 은 국의 역사 과정에서 생성된 문화 산

15) 지향, “ 상   민  역사-런  립 상 미 (National Portrait Gallery)  

시 ”,『 연 』, 2013, 30, pp. 1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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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써 요한 의미가 있다.

18세기는 엘리트층만이 아니라 부유한 간계 사이에도 상화의

개인 소장이 유행하 으나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기 해서도 필요했

다.정치 으로 상화를 통해 국민의 단결과 랑스와의 경쟁의식은 의

회를 설득하여 미술 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19세기 반 이후

국정부는 국가의 명 와 국민의 복지라는 정신 ,도덕 가치를 해서

국가가 술을 경제 으로 보조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16)이를 통해

문화 술에 한 정부의 생각이 국민의 문화수 을 높이고 술로 화합

하는데 요한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 되었다.국

립미술 은 술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었으며,옛 거장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다른 나라들과 견 만

한 문화 엄을 갖추고 국의 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에서

‘국립미술 ’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 틀림없다.17)

상화미술 의 목표는 ‘국의 역사 통의 유지와 발 을 상징

하는 명한 개인들의 상화’를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국이라는 나라

의 역사 웅들을 신비화하고 나라의 역사를 개인들을 통해 보여주려

는 욕구를 반 하 던 것이다.사실 국인의 유 이나 유물,미술품,복

고 인 술에 한 집착은 일종의 국사회 특수성으로서 자본주의 발

달과 청교도정신 등 문화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의 미술

은 륙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식이 국역사에 한 심이 강해지면서

상화가 역사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생겨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토머스 칼라일(ThomasCarlyle)은 “역사 상화 미술 은 다른 어떤

종류의 국가 그림 소장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며 상화 미술 들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소 한 국가 소유물 하나로 모든 나라에 존재해

야 한다.”라고 당 성을 피력했다.

국립 상화미술 의 설립은 낙후된 국 미술의 발 과 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사람들에게 상화 인물을 존경하고 닮고 싶다는 생

각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상화미술 은 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

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자료와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16) 진, “ 과 역사 겹쳐  : 「 , 주 , 업 :    책」”, 

『 카 브』, 2010, 2, pp. 299-305.
17) 지향(2006),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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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역사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

상화는 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진품으로서의 가치도

요하고,화가의 역량보다는 상화 주인공의 명성이 요하다.칼라일

의 논조를 따르면 국가의 진정한 역사는 “ 재의 모습을 만든 모든 힘

들”의 기록이며 역사 인 인물들은 “그 힘을 움직여온 인물들”이다.18)

그는 상화를 역사 기록물로,그리고 상화 주인공의 정체성을 악

하기 한 통찰력의 도구로 다시 읽는 방법을 제시했다.특히 주인공과

동시 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림은 논의에서 제외되었고,기록물로서의

상화의 가치를 시하여 상화의 그림들이나 모형들은 미술 이라기

보다는 역사 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문제는 상화의 기능에 내포된 근본 인 역설을 드러냈는데,결

국 술을 희생하더라도 역사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원칙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상화는 미술사에서 볼 때 순수미술이나 회화로

인정을 하지 않은 장르 고 국미술이 륙에 있는 미술에 비해 부족했

던 반면 화가들의 부분이 국을 표하는 상화 화가 다.미술로서

의 인정보다는 역사 기록으로 상화의 개념을 보여 런던 국립 상

화 미술 에 소장한 상화는 이런 에서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의 복

식을 분석하는데 요한 자료가 되었다.

제2 국 상화의 특성

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역사 으로 곧 유럽 문화의 향을 받

았으나 거기에 완 히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통문화 속에 유럽 문화를

흡수·소화시키면서 독자성을 지켜왔다.미술의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경

향은 외가 아니었다.

고유의 통양식을 낳고 발 시킨 것은 이 지역으로 잇달아 이주해

온 북방계 민족이었으며, 차 그 풍토 조건에 융화하면서 이루어진

국미술은 북방 인 신비성과 후성(重厚性)이 두드러진 특색으로 꼽히

18)Ibid.,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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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한 근세에 이르러서는 종교개 의 선풍으로 미술은 종교

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그리하여 궁정과 귀족,그리고 뒤에

는 시민계 이 극 인 지원자가 되면서 세속 인 미술이 주류를 이루

어 유럽 미술과는 다른 특이한 성격이 부각되었다.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국의 통은 뿌리 깊게 계승되고 있다.19)

상화는 인물이라는 고유의 한 개인을 나타내는 술 작품이다.사

람의 신체 특징에 포함되는 몸과 얼굴표 이 상화라는 우려가 있지

만 특정인물의 사회 지 ,덕목으로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상

화의 요한 요소이다. 상화는 인물의 고유하고 독특한 측면을 보여

주는 상징성과 사회 환경에 따른 시 성을 가지고 있다. 상화는 시

를 기록으로 남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품 속 인물들을 연구하고 이해하

는데 요한 가치와 자료가 된다. 상화에서 볼 수 있는 복식은 그 시

의 사회 ,문화 요인을 포함한 요한 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상화는 개인의 형상을 달하며 작가,참석자의 인지 사회 역할,그리

고 순간의 경우보다 제기 인물의 자질의 상상력을 입증 할 수 있다.

한, 상화는 참석자의 사회 ,문화 환경에 발생한 행동의 규칙이나

술 행을 반 할 수 있다. 상화는 역사의 다른 기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시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화 인물을 보면

사회 역할,사회 계층을 알 수 있으며,세부 으로 드 스,소품,배경,

라벨 등 개인의 다른 면을 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이에 통 인

국사회는 신분계층사회,농업기 사회,토지귀족사회로 볼 수 있는 특

이한 사회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계층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퍼킨의 주장과 같이 16-17세기의 국사회는 계층사회라기보다는 신

분(estate)과 계(degree)로 구성된 신분 계층사회 다.20)이 계층질서는

신분으로 구분되고 신분은 다시 계로 분화된다.그런데 이 신분과

계는 그 구성원의 경제 부나 생산 양식에 있어서의 역할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생산과는 직 인 계가 없는 사회 기능

(군사,행정,종교 등)에 따라 주어지는 존경,명 ,권 등에 의해 결정

19) 산 과, 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134&cid=40942&categoryId=33048.
20) 주 , 『 근 사 연 』( : 경 학  , 199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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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경제 부나 이해 계보다는 비경제

인 기 인 신분과 계로서 인간집단을 구분하고 있었다. 계질서는 신

분으로 구분되고 그 신분은 다시 계로 분화된다.신분과 계는 사회

유동 때문에 신분의 고하와 부의 다소가 차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

나고는 있었으나 신분이 부보다 우 에 있던 시 다.21)

16-17세기 의 3 신분계층인 귀족계층,젠트리,요먼(yeoman)은

국 특유의 사회계층이었다.귀족계층은 명문가의 통,새로운 부,

문 인 지식과 능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국 근 사회에 응해 갈 수 있

는 새로운 귀족의 체질을 갖추게 되었다.그러나 이 새로이 재편성된 귀

족들보다 더 특징 인 사실은 이들 귀족계층 바로 에,근 인 용어

로 산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젠트리와 요먼과 같은 사회계층이 15-17세

기 에 범하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젠트리는 국의 사회 신분 계에 있어서 귀족 바로 에 있는 사

회계층으로서 유작귀족이 향유하던 특권을 리지는 못하 으나 귀족과

함께 지배계 을 형성하고 있던 계층이었다.귀족 이외에 간계층 상층

부라 할 수 있는 젠트리가 범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선

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국사의 한 특성이라 할 것이다.

요컨 ,엘리자베스 시 의 귀족들은 귀족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

구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역이었던 계층이었다.그러나 귀

족 생활,사 낭비와 정치 우행은 귀족들이 경제 기상황에 빠

지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담당해 왔던 사회 군사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젠트리에게 양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gentry란 말은 gentleman의 군집명사로서 그 자체로 젠틀먼 계층이

란 뜻을 가지고 있다.신분 으로 스콰이어를 심으로 상하에 기사와

젠틀먼이 결집되어 그 핵심을 이루고 횡 으로 일정한 토지재산과 가문

을 가진 자유직업인(법률가,의사,교사,목사 등)과 상공업자(상인,무역

업자,목양업자,제조업자 등), 으로 차지농,요먼으로부터 상승한 보충

분자들로 형성된 사회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주환(1992)의 『 국근 사회연구』에서 국은 귀족(nobility)은

'peerage'(有爵貴族)에게만 용되는데,귀족을 유작귀족에게만 제한하여

21) Ibid., p. 15.,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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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려 할 때 우리는 젠트리 논쟁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귀족과 젠트

리의 구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토니(R.H.Tawney)는 젠트리를 귀족

보다 하 에 있는 토지소유자로 규정한 다음,젠트리는 상승하는 계층이

고 귀족은 몰락하는 계층이라 하 다.트 버 로퍼(H.R.Trevor-Roper)

는 양자 구분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 하 다.그러나 귀족

과 젠트리는 가치 심리 실제 인 면에서 그 구분이 정연(整沿)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귀족은 법 형식 으로 젠트리와 명백히 구분될 수

있고 그들이 국사회를 특징짓고 그 발 에 큰 향을 끼쳤기 때문에

양자 구분은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 다.

이 듯 국의 신분사회계층의 구분은 국의 사회문화 요인으로

요하고 국사의 특성상 왕족과 귀족 그리고 국 명과 국 근 사

회의 주도 인 사회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젠트리로 나 어 국의 상화

를 보고자 한다.

1.바로크

바로크(Baroque)란 오늘날 르네상스에 이어 유럽에 나타난 17세기

미술의 문화 술 반을 지칭하는 양식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나,그

어원 (語源的)의미는 ‘불규칙 인 모양의 진주(眞珠)’라는 것으로,에스

냐 말로는 ‘barrucca’,혹은 포르투갈어로 ‘barroco’에서 연유된 것이라

한다.18세기 후반 랑스에서는 곡선이 많은 장식 과다의 건축이나 장

식을 얕잡아 보는 말로 변측,이상(異常),기묘 등 취미에 맞지 않는 의

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17세기 바로크와 로코코의 문화는 거 한 상업력과 결합하여 강 해

진 왕국의 취미에 의해 각기 그 특성을 만회했다.당시의 호화 취미는

장 한 실 특색으로 나타났다. 국은 17세기와 18세기를 통해 양

으로 질 으로 최고의 수 을 이룩한 회화 역이 바로 상화이다.이

러한 미술의 최 발생지는 이탈리아 지만 실제 개의 심지가 된 것

은 당시 세계 제 1의 해양국으로 번 한 에스 냐(이하 스페인)와 그의

속령 네덜란드( 재 벨기에 지역) 으며, 한 17세기 말의 랑스와

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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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궁정을 심으로 귀족계 이 술에 한 지원자로서 등장하

여 유럽에서 빙되는 술가들이 늘어나는 한편, 국인 술가도 차

육성되면서 귀족 취향의 세속 술이 추진되었다.회화에서는 랑드르

출신의 반 다이크가 찰스 1세의 빙으로 8년간 국에 머물면서 궁정화

가의 자격으로 200장 이상의 상화를 그려 국의 상화 묘법(描法)을

새로운 단계로 비약시켰다.18세기의 국은 식민지 무역과 산업의 발

에 힘입어 시민계 도 술지지자의 열에 새로이 가담하게 됨으로써

미술작품은 보다 수요가 범 해졌다.W.호가스(1697∼1764)가 유화와

화를 통해 교훈화(敎訓畵)나 풍속화를 발표한 것이 이 무렵이며, 실

을 비 으로 보면서 당시의 사회를 풍자 으로 묘사했다.

국의 미술은 청교도로 인한 종교미술의 지와 신들의 그림이

국인의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국의 바로크 시 는 궁정미술이 발

달하지 못하고 귀족 상화가 발달하 다.왕족을 비롯하여 귀족,젠트리

는 화가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과시하

려는 욕구를 상화로 신하 다.

17세기 의복의 역사를 보면, 기보다는 다소 갖춰진 형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특히 국에서는 그 동안 그려진 많은 상화나 그림,

부유한 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낮은 계 까지 주로 재 패션

경향을 볼 수 있는 린트된 삽화들이 많이 있었고,많은 양의 실제 의

복이 재까지 박물 에 잘 시되어 있다.

1)왕족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미로 보는 견지에서 바로크 미술을 타락 는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기는 하나,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이상,균형,조화라는 은 바로크는 고 주의와 상반되는 양식으로 오

히려 고 주의가 이성을 바로크는 감성을 보여 다.

고 주의가 변화보다는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이

라면 바로크는 장식 이며 화려하고,과장되며 풍부한 표 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의 바로크는 청교도로 인한 종교미술이 지되었고 비종교

그림이 국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 결국 상화로 국한되어 국의 상

화가 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바로크 양식 시 의 회화는 보통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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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궁 의 장식화,풍속화 등으로 구분되며, 부분의 회화작품에서 바

로크 양식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된 감정 표 과 율동감,왕족이

나 귀족들의 권세를 나타내기 한 화려한 표 기법이 사용되었다.따라

서 바로크 양식 시 회화의 특징은 율동감,과장된 감정 표 ,화려한

표 기법을 보여 다. 상화는 신체 외모와 정신을 기록하며 일반

이면서 특정 이고 속 이면서 특정한 한순간을 표 하는 것으로 상

화는 화가 되기 이 최상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사치 으며 그

림 속 인물들은 최상의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했다.22)

국에서는 15세기 독립된 국가를 형성한 튜더 왕조에 와서 왕권의

권력을 보여주기 해 본격 으로 상화가 등장했다.경제 으로 풍족

해지고 시민 계 이 두하면서 가장의 존재가 커지는 등 가족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화에 한 요구가 높았다.르네

상스시 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화의 부흥이 유럽 역에서 일어났

다.인간 자신들의 존재와 명 를 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이 당시 상

화가 성행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이탈리아 르네상스 연구가의

상징인 야코 부르크하르트도(JacobBurckhardt) 상화의 부흥에 상당

히 기여했다. 상화의 부흥에는 다른 요인들의 향도 작용했다.일례

로,화가들이 이어 작업을 할 수 있는 유화의 도입,상공인들의 부가

축 되면서 값비싼 물건들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개인이 상화를 갖게

되면서 지 를 높이고 싶은 인간 인 욕망이 나타났던 것이 그러했다.

바로크시 의 상화가로서 주변 국가의 화가들은 국으로 유입되

어 왕족의 상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를 들면 독일 출신 국화가 고

리 크넬러 경(SirGodfreyKneller)은 이탈리아에서 1674년경 국으로

옮겨 상화가로서 궁정화가가 되었고 1692년 기사 작 를 받았다.

안토니 반 다이크(Anthonyvandyck)는 바로크시 최고의 상화

가로 루벤스에 버 가는 랑드르 (派)의 가이다.왕족과 귀족의 우아

하고 기품 있는 상화를 그린 반 다이크는 찰스 1세와 국 궁정의 인

물을 그린 상화가 다.그는 왕의 권 와 엄을 강조하면서도 우아하

고 섬세한 묘사로 국왕의 상화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일반 으로

22) 신주 , " 과  계에 한  고찰", 『한  산업학 』, 2008, 58(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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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물을 보고 얼굴과 손을 우선 그린 다음에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

와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 같은 세 한 장식 같은 것들을 그렸다.붓 터

치가 섬세하고 담하 고,인물의 얼굴각도,형태와 빛 등 그림을 살

아있게 하는데 심을 가졌다.반짝이는 옷과 장신구를 휘감고 있는 그

의 상화 속 인물들은 실물보다 미화되었고,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포

즈를 취하고 있다.그는 왕실 일가와 귀족들을 세련되고 품 있는 자세

와 화려한 복장으로 묘사하면서 오늘날 명문가의 품 와 교양 있는 여유

로움을 그림에 남긴 공식 상화 양식을 만들어냈다.그의 상화 양식

은 이후 국 상화의 발 에 요한 기 이 되었다.이와 함께 새니

얼 베이컨(NathanielBacon)은 1625년 찰스 1세 식을 기리는 의미에

서 상화를 그렸고 요한 칼라일(JoanCarlile)은 국 상화 화가로

문 으로 그림을 연습할 수 있는 최 의 여성 하나 다.

2)귀족

17세기 바로크 화가들은 귀족의 이상형을 섬세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이상 인 이미지로 표 했다.화가들은 밝은 색채보다는 짙은 색조

를 사용하여 명암의 변화를 주고 미와 강렬함을 최 한 표 하 고,유

화만의 특징인 제작기간의 신속함으로 다작을 할 수 있어 바로크 회화

양식에 발 을 가져왔다.

리엄 호어(William Hoare)는 토마스 게인즈버러(Thomas

Gainsborough)와 조슈아 이놀즈(SirJoshuaReynolds)와 함께 왕립아

카데미의 창립 멤버로 1759년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국 화단에 등장하

기 까지 최고의 상화가 다.정치 계로 공작들과의 친분으로 자

신의 강력한 후원자 던 뉴캐슬의 공작,그의 가족,추종자,팸과 체스터

필드백작,그리고 보퍼트공작은 그의 요한 후원자 다.

피터 리(PeterLely)의 기 작품들은 안토니 반 다이크와 네덜란

드의 바로크 양식으로부터 향을 받았음을 보여 다.찰스 1세의 상

화가가 되어 그의 명성은 꾸 히 성장해 갔으며,찰스 1세가 처형된 후

에는 올리버 크롬웰(OliverCromwell)과 찰스 2세(ChalresII)를 차례로

왕으로 섬겼다.피터 리는 사교계의 상화법을 새롭게 정립했고,18세

기까지 지속된 메조틴트 기법을 국에 최 로 한 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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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미텐스(DanielMytens)는 네덜란드의 상화가로 당 최고

의 술 수집가 던 토마스 하워드(ThomasHoward)의 후원으로 국

으로 건 와 1625년에 찰스 1세의 화가가 되었다.쟝디 바엔(Jan de

Baen)는 네덜란드에서 국으로 망명하여 국의 찰스 2세를 포함하여

그 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그렸고,그가 그린 상화는 인기가 있었

다.

리암 그리말디(William Grimaldi)는 스승이었던 조슈아 이놀즈의

작품을 그 로 복사했던 화가로 조슈아 이놀즈는 웨일즈 린스

더릭의 왕자나 요크의 공작 등 다양한 사람에게 그를 추천해 상화를

그리게 했다. 리엄 라킨 (William Larkin)은 국의 제임스법원의 구성

원을 상징 인물로 그린 국화가로 화려한 직물의 특성과 디테일,자

수, 이스,패션보석 등의 특징을 잘 그린 화가 다.존 라일리 (John

Riley)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JamesⅡ)의 상화,그리고 리엄 3세

(William III)와 메리 2세(MaryII)의 궁정화가 다.라일리는 자신의

술에 겸손하 지만 그가 그린 상화는 정 하고 살아있는 듯 했다.

3)젠트리

빅토리아 시 간계 으로 주로 상공업 법률가 학자,의사와 같은

문직에 종사하는 간 계 을 시민계 이라 할 수 있다.

왕정은 세와는 다른 근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다.

컨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여 세 장원 심의 자 자족의 농업 경

제를 탈피하여 산업 명의 기반을 마련한 이나 시민 계 이 성장하기

시작하 다는 ,지방 분권 체제 신 앙 집권 체제가 발달하기 시작

하고, 건 주의 통치 신 료 기구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등은

세와 구별되는 새로운 요소들이었다.이처럼 왕정은 세 요소

와 근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 으나 엄 히 말하면 신분간의

차별이 남아 있고,일반 국민들의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왕정 시 의 사회는 세 사회라고 할 수 있다.23)

존 마이클 화이트(JohnMichaelWright)는 런던 출생으로 화가이며

23) 지식 과, 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577&cid=47323&categoryId=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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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 다.그의 경력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조지 제임슨

(GeorgeJameson)에게서 회화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1648년 이탈리

아에서 로마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으며,골동품 수집가로서는 네덜란드

지사 오폴트 빌헬름 공과 했다.공화정권 국에 돌아와서 도

슨(William Dobson) 상화를 그리고,그 후 찰스 2세의 속 화가가 되

었다. 표작은 <옥좌의 찰스 2세>(c.1661)가 국 왕실소장 작품으로

남아 있다.메리 빌(MaryBeale)은 17세기 국의 최 의 문여성 화가

이며 가장 요한 여성 상화 화가 한 명이다.코넬리우스 존슨

(CorneliusJohnson)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국에서 활동했다.그는 새로

운 젠트리 계 의 상화를 그렸는데 그의 기 상화는 타원형 임

패 의 그림이었다.그의 스타일은 많은 경력을 통해 상당히 변화가 되

었고 어떤 부조화도 자신의 스타일에 새로운 스타일로 동화시켜 의류의

묘사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했다.존 울러(JohnWollaston)는 화가의

아들로 런던에서 태어났다.상인과 토지 소유자인 젠틀리의 공식 인

상화에 한 수요 증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해 상화를 그렸다.그의

작품이 리 알려지면서 상화 주문이 늘어나고,미국 체류 하는 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정립하고 개발하 다.울러는 다른 화가보다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의 상화는 많

은 박물 컬 션에서 볼 수 있다.

4)종합 논의

바로크 스타일은 화려한 장식,자유롭게 흐르는 라인, 체 곡선 형

태를 강조하 고 사실 섬세하기보다 웅장했다.이러한 술형태의 주 후

원자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귀족과 부유한 부르주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유럽의 의회 주변은 상류 후원자들의 심이었으며 술가와 장인

들 역시 이 주변에서 많이 형성되었다.

찰스 1세는 술가를 보는 탁월한 감각을 가졌고,르네상스 시 의

미술작품을 수집하면서 주변에 화가들을 궁정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독려

하고 후원하 다.

국은 문학에서 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와 같은

작가가 향력을 보 으나,재능 있는 화가가 나오지 않아서 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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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외국에서 온 화가들이 궁정 화가로 활약을 하 다.이 시기에 찰스

1세는 반다이크를 궁정화가로 임명하여 국왕실에서 그려왔던 틀에 박

힌 상화의 양식에서 벗어나,자연스럽고 우아한 바로크의 상화로

환을 가져왔다.특히 신교를 찬양하는 국은 종교화에서 벗어나 궁정화

가들은 왕권의 이미지를 이상 인 통치자,왕의 권 와 교양,품 를

강조한 상화를 그렸다.반다이크의 상화는 국 회화에 커다란 향

을 주었고 국 회화의 심이 되어 화가들에게 향을 주었다.

통치자의 상화 정면 포즈는 3세기 비잔틴 그리스도의 모자이크에

서 찾아 볼 수 있다.15세기 종교 향에 신이나 신격화하기 한 인

물들을 그리기 해 상화의 상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경우 정면을 그

려 신성함과 권력을 강조했다.17세기 통치자의 월 인 권 는 강한

종교 신념에서 연루되었고,그리스도의 묘사와 련된 포즈에서 통치

자는 신성한 상징 인물로 그려졌다.

국의 리처드 2세(RichardII) 상화에 나타난 정면포즈와 시선을

통해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묘사와 같은 포즈로 자신의 권력을 축소 표

시했다. 상화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포즈는 잘 사용되지 않았지만,좌상

은 일반 으로 힘을 표 하기 해 사용되었다.

권력자의 상화의 포즈는 매우 일 성이 있었고 의복과 장식은 권

에 해 많은 것을 보이도록 하 다.왕족의 상화는 인물보다는 자

신의 신을 항상 체 길이로 그려 세시 의 그리스도의 표 을 강조

한 성도의 정면 수식으로 그렸다.바로크의 미술에 향을 반다이크

는 신상을 실물보다 약간 크게 그려 왕의 권 와 고상함을 상화에

반 했다. 통 으로 신 상화는 왕과 최고의 귀족만이 릴 수 있는

특권으로 그림의 크기나 인물의 자세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요한

요소이기도 했다.특히 왕족과 귀족의 상화인물은 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 상화의 인물의 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왕

의 얼굴을 돋보이기 한 각도로 오만하고 기품 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배경을 드 이퍼리로 화면에 운동감을 더해 강조했다.의복의 스타일은

술에서의 변화를 직 받는 역 하나인데,1600년 의복의 라

인 한 곡선 형태를 강조하던 바로크 스타일을 반 했다.왕족들은

부분 정면을 보고 서있는 스탠드 자세로 권 를 더 강조했고,좌우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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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피가 크고 배경의 드 이퍼리가 의상과 같이 화려한 장식으로 이

루어져 더욱 강조되었다.인물의 사실 묘사나 음 의 조,색채와 다

양한 옷감의 표 은 그 시 의 의복을 완벽하게 표 하고자했다.실제의

옷감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그리고 질감과 실루엣을 정교하게 표 함

으로써 왕의 모습은 장엄하고 숭고하게 그려졌다.

바로크의 시 왕과 귀족들은 인물자신의 이미지를 세련되고 우아하

며 기품 있는 이상 인 상화로 표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시기의

상화가들은 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모습과 같게 그렸지만,주인공의

모습에서 가장 장 인 부분을 돋보이게 그려 인물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강조했다.

국 귀족들은 상화를 그릴 때 치마 주름을 풍성하게 강조하는 버

니니 같은 술가를 선호했다.이러한 경향은 이 시 에서 무의식 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에 띄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바탕이 깔려있었다.

부분 귀족의 상화는 정면으로 향하고 있으나 작은 가발을 하고 있다

는 특징을 보인다.그리고 젠트리들은 앉아 있는 상화가 부분이다.

지주들은 지속 으로 17세기 후반 화려한 남성 여성의복을 변했

는데 이는 엄격한 조직화 된 의식과 구속 속에서 발 된 기 바로크 형

식이 부흥했을 당시의 스타일을 잘 반 하고 있다.

바로크 시 계 에 따른 상화 특징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 28 -

왕

족

[그림 3-1]KingJamesⅡ

bySirgodfreykneller

[그림3-2]KingJamesⅠ

byDanielMitens

[그림3-3]KingWilliam Ⅲ

byJanbdeBaen

귀

족

[그림3-4]

ElizabethCunyngham,Mrs

DanielbyAllanRamasy

[그림3-5]William Russell

bySirgodfreykneller

[그림3-6]GeorgeVilliers

byWilliam Larkin

[그림3-7]ElizabethClaypole

byJohnMichaelWright

[그림3-8]HenryRich,

1stEarlofHolland

byDanielMitens

[그림3-9]William Brouncker

byPeterLely

젠

트

리

[그림3-10]SirRoger

L'strange

byJohnMichaelWright

[그림3-11]ThomasBritton,

byJohnWollaston

[그림 3-12]GilbertBurnet

byJohnRiley

[그림3] 국 바로크 시 계 에 따른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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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코코

바로크와 고 주의,낭만주의와의 간기에는 얼핏 보면 분명히 혼

란한 시 이지만 하나의 두드러진 양식,즉 로코코가 있었다.로코코

술은 유럽에서 최후로 나타난 독창 인 양식이다.로코코(Rococo)란 말

은 루이 15세 시 에 유행되던 장식 문양에서 유래된다.즉, 랑스 어로

‘Rocaille’에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 돌’,‘자갈’이란 뜻이나,미

술상으로는 베르사유 궁 의 정원에 만들어진 조개껍데기나 돌,자갈로

장식한 인공 동산을 그 게 부른 것에 연유하면서 시 미술의 양식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18세기는 국에게 사회 경제 으로 수많은 변화를 안겨 주었는데

특히 르네상스 이후 진행과정이었던 술과 상업의 결합 움직임,다시

말해 술의 상업화 과정 속에서 미술시장이 가장 큰 호황기를 가졌던

시기가 되었다.미술품이 시장에서 순환된다는 것은 경제 인 이유와 사

회 인 이유가 있어야 설명된다.새로운 유통 랫폼으로서 경매의 생활

화와 옥션하우스라는 이름의 경매장소가 등장하면서 이들 경매에는 신흥

사회엘리트들과 산층들이 참여했는데 이들 경매시장은 18세기 들어서

더욱 일반화되면서 경매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이러한 상의 배경에

는 정치 경제 환경 변화가 선행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제국 간의 상업경

쟁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선두로 나섬에 따라 세계 상업패권의 장악,

산업 명이라는 경제 명에 따른 내부 사회의 변화로 새로운 사회계

부르주아지의 등장을 가져왔다. 한 르네상스 이후 륙에서 불어온 문

사상의 확 는 계몽사상의 확산과 의 휴머니티 상이 퍼지면서

18세기 국 미술시장은 화되기 시작했다.네덜란드로부터 경제력

패권 유럽미술시장의 심축을 넘겨받으면서 유럽의 심시장으로 서

게 된 것이다.이러한 18세기 국미술시장의 특징은 과거의 수집과 호

기심의 충족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된다.24)

국은 17세기까지 특히 네덜란드의 화풍을 모방하여 오다가 마침내

고유한 화풍을 이루게 되었고 유럽의 왕들은 유럽 역을 순회하던 작

24) 계, “18   미 시  달 과  고찰”, 『 학연 』, 2014, 15(1), p.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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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술가들과 교류했다.18세기 반까지 네덜란드,이탈리아,특히 베

네치아 화가들이 계속해서 국으로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장 앙투완 와

토(Jean-AntoineWatteau),필립 메르시에(PhilippeMercier)같은 랑

스 화가들도 런던에 와서 작업했다.그러나 곧 국은 자체 으로 화가

를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국의 화가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화풍을 형성

한 것은 상화 분야 다.

유럽 역에서 국립 아카데미가 창설되었는데,런던에서는 호가스의

주도로 1734년에 세인트 마틴스 인 사립 아카데미가 세워지고 1768년

에는 왕립 아카데미가 세워졌다. 국 화 의 창시자 리엄 호가스

(William Hogarth)는 풍자문학이 발달하고 사상의 표 이 자유스러웠던

17세기 말부터 국에서 <탕아의 편력>이나 <유행에 따른 결혼도>과

같은 일련의 그림들을 제작하여 국 사회의 습을 꼬집었다.사회 참

여 인 면모를 보인 호가스는 조지 왕 시 국의 문화도 캔버스에 옮

겨 담았다.그는 권선징악을 풍자하는 교훈 인 담화,해학과 습,사실

과 공상을 동시에 표 했다.그의 작품은 사회 교화와 철학 인 담화의

표 을 목표로 했다.

호가스는 정치 ,종교 ,사회 주제를 담아 모든 사람을 한 그

림을 그렸다.그는 국 미술을 수공업 인 수 랑스,이탈리아 화

풍의 향에서 탈피시켜 국만의 고유한 화풍을 만들고자 했다. 한

국 회화에 생동감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 해 당 의 모습을 사실 으

로 표 하고자 노력했다.이를 해 호가스는 다양한 풍속이 뒤섞인 런

던 사회와 국의 문화와 역사,막 태동한 산업,정치 ,종교 ,사회

주제를 담아 그림을 그렸다. 명,부르주아의 힘과 활동도 그림에 함께

담아낸 것이다.호가스에 의해 창시되어 후에 랑스의 그뢰즈에게 향

을 이러한 문학 장르화는 호가스가 자신의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화의 매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기 후반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호가스의 진정한 업 은 문학 인 회화를 창출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

라,18세기 국과 랑스에 많은 향을 끼쳤던 루벤스에게 감을 받

은 화풍으로 국식 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에 있다.

1750년 이후에 국의 상화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환했다.동

시 에 활약한 조슈아 이놀즈 경(SirJoshuaReynolds)과 토머스 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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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버러(ThomasGainsborough)는 상화와 풍속화에 새 경지를 열었는

데 이들은 18세기 국에서 가장 뛰어난 상화가 지만 사실상 완 히

다른 화풍을 구사했다. 이놀즈는 사실 인 회화가 보여 주는 흥분된

분 기를 선호했던 개성강한 화가 다. 이놀즈는 모든 회화 기교를

세심히 고찰했고 렘 란트나 루벤스와 같은 가들의 그림이 지닌 비

을 밝 내기 해 끊임없이 탐구했다.그는 한 술에 해서 논쟁하

기를 즐겼고 왕립 아카데미 의장으로 선출되어 자신의 이론을 강의

했다. 이놀즈는‘ 하고 장엄한 ‘역사화의 이상을 상화에 용하여

’ 한 상화’(GrandMannerPortraiture)25)를 만들었다. 상화를 주

문한 이들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자세와 행동을 개념 인 인물상으로 이

를 바로크식으로 그렸다.

게인즈버러는 이놀즈보다 훨씬 순수하고 즉흥 이었으며 학 인

면이 었다.그의 상화는 그가 깊이 존경했던 반 다이크의 상화와

같이 시 이고 귀족 이며 격식이 있었다.게인즈버러는 부부나 가족과

같은 그룹 상화를 종종 제작하 는데,‘화하는 그림’으로 알려진 이

러한 장르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그려진 바 있으며 국에서는 호가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게인즈버러는 풍경화에 심을 가지고 있어 자연을 배

경으로 편안한 분 기로 상화 주문자들의 성격을 정서 으로 악하여

서정 이고 감각 인 디테일로 인물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조지 롬니(GeorgeRomney)는 역사화가로 시작하 는데,그의 회화에

서는 이놀즈나 게인즈버러의 작품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던 자연스러움

이나 열정,역동성이 다소 감미로운 자세로 완화되어 나타났다.롬니의

상화는 재력이나 신분에 을 두기보다는 런던의 귀족 여성의 감수성을

세련되게 표 했다는 특징을 지녔다 이 외에도 호 (Hoppner)는 섬세한

국의 붓 터치를 넓고 기름지며 다소 습 으로 정형화시켰다. 이번

(Raeburn)은 무게를 실은 뛰어난 붓 솜씨로 스코틀랜드 사회를 묘사하

으며 랑스 19세기의 근 회화에 향을 앨런 램지(AllanRamsay)

는 당시 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기념 상화를 모방했다.

25) 우 , op. ci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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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왕족

찰스 바스(CharlesJervas)는 시 의 문인의 작품에 언 된 인기

작가로서 1723년 킹 조지 1세(GeorgeI)의 교장 상화 화가로 성공했

다.1739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국에서 생활했다.고 리 크넬러 경은

독일출신 국 상화가로 독일 뤼베크에서 출생하여 런던에서 사망했

다.암스테르담에서 렘 란트와 페르디난드 볼의 제자가 되었고 이탈리

아에 있다가 1674년 경 국으로 옮겨 상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1680년 피터 르리의 뒤를 이어 궁정화가가 되어 1692년 기사 작 를 받

았다.1715년 남작의 작 를 받았고 표작으로는 <리처드 스틸경의

상>이 있다.

알 시스 벨(AlexisSimonBelle)는 국 왕의 보편 인 화가로 알

려져 있다.제임스 2세는 사망하기 몇 주 왕 루이 14세에 의해 국,

스코틀랜드,아일랜드의 왕으로 선포되었던 그의 아들 제임스 에드워드

에 의해 화가로 명성을 알렸다.

2)귀족

18세기 반까지 부유한 귀족들은 실물크기의 신을 그려 부와 권

력과 사회 인 지 를 강조했다.18세기 후 산업 명으로 부를 축척한

젠트리들은 새로운 고객층으로 상화시장에 새롭게 등장했다.그들은

귀족과 같은 모습을 모방하거나 근면하고 성실한 성공을 한 자신들의 있

는 그 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리엄 호어는 목욕 의 상화를 유행시킨 최 의 상화가이며,

1759년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등장까지 최고의 상화가 다.그는 자신

의 강력한 후원자 던 뉴캐슬의 공작,그의 가족,추종자,정치 계자

들에게 선호 받았다.그의 요한 후원자는 펨 로크와 체스터 필드 백

작,그리고 보퍼트의 공작이었다.그는 게인즈버러와 조슈아 더불어 왕립

아카데미의 창립 멤버 다.

조슈아 이놀즈 경(SirJoshuaReynolds)은 18세기 국의 가장

향력 있는 상화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놀즈는 열한

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자랐다.그의 아버지는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었지

만,운 좋게도 이놀즈는 상류층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1740년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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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놀즈는 매우 유명한 일류 상화가인 토머스 허드슨의 제자가 되

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게인즈버러와 나란히 당 굴지의 화가로 꼽혔

으나,기법에서는 물론 화단세력에서도 압도 이어서 18세기 후반의

국 미술계에 제1인자로서 군림했다.1768년 로열 아카데미가 창설되자

그 원장이 되었고,이어서 기사작 를 받아 1784년 궁정화가가

되었다.

리차드 롬튼(RichardBrompton)의 작품은 1763년, 상화 연습을

몇 년 하는 동안 스 링 가든의 객실에 시되었다.그는 사치스러운 생

활로 인해 빚을 지고 법원으로 가게 되었지만,러시아 황후의 경제 도

움으로 인해 구제가 되었고,그 후 러시아 황후 상화 화가로 임명되어

많은 상화 주문자를 만나게 되었다.

안드 아 솔디 (AndreaSoldi)는 피 체에서 태어나 국 상인의 조

언 따라 1736년에 국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상화가 다.그는 귀

족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으며,런던의 미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랑스 상화가로 국에 왔던 장 -밥 티스트 반 루(JeanBaptiste

VanLoo)는 유일한 경쟁자 다.주로 맨체스터의 공작,보 퍼트의 제 3

공작이 후원자 다.데이비드 모리에르(DavidMorier)는 국의 육군 총

사령 컴벌랜드의 공작의 후원아래 고 임원의 상화뿐만 아니라,군

인의 유니폼과 국 연 의 기록을 시각 으로 악하여 그림으로 그렸

다. 국 육군기병 의 군 문화에 한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을 제공하

다.

3)젠트리

존 릴리(JohnRiley)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상화 그리고 리

엄 3세와 메리 2세를 그린 궁정 화가 다.그의 제자 하나는 조나단

리처드슨(JonathanRichardson)이었다.릴리는 자신의 술은 조용하고

겸손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상화는 진실 되고 살아있는 듯 했다.그

는 자신감으로 리 는 크넬러의 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나다니엘 혼(NathanielHone)은 아일랜드 태생의 상화가로 이탈리

아에서 유학을 하고 국으로 돌아와 로열 아카데미 창립회원이 되었다.

당시 고 주의 풍의 그림이 유행 하 는데,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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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보이는 패션을 그리거나 드그림을 그려 동료 화가들에 의해

비하되고 조롱의 상이 되었다.주로 풍자 그림을 그렸는데,세 화를

잘 그려 술가의 작품으로 최 의 개인 을 가졌다.

존 오피(JohnOpie)는 국의 풍속화 상화 화가로 술과 문학

에 종사하는 훌륭한 남성과 여성을 그렸다.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특히 그림과 수학에 한 재능을 보 다.오피의 훌륭한 재능을 인식한

박사 J.월코트(JohnWolcot)는 스승이자 조력자로써 격려와 조언 해주고

학비를 주어 그의 경력과 발 에 실질 인 도움을 주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소박한 주제를 즐겨 그렸으며 명암법을 즐겨 사

용한 렘 란트와 카라바조,벨라스 스의 향을 받아 힘차고 담한 명

암 비를 특징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1805년에는 왕립 아카데

미의 회화 교수가 되었다.

4)종합 논의

로코코시 의 특징은 바로코시 의 생기와 웅 성의 압감에서 우

아와 세련과 섬세의 필연 요구에 있었으며,경쾌한 흐름의 선,부드러

운 곡면,우미한 여성 인 성격을 들 수 있다.로코코시 는 유럽의 역사

에서 가장 한 한 시 의 무드와 생명력 보여 특징을 알 수 있게

된다.

18세기 유럽 륙은 여 히 군주가 군림하는 시 고, 류층

문화로의 이행과정이 매우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러나 랑스

보다 백여 년이 이르게 시민 명을 치른 국은 궁정취향의 술에서 부

르주아 술로의 환이 랑스에서보다 일 ,그리고 보다 철 하게

이루어졌다.18세기에 들어서 국은 이미 안정 인 류층 문화의 국가

로 변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귀족계 은 시민계 에 의해 완 히

려나게 되는데, 술과 문화의 역사를 통틀어 한 사회계층에서 다른

사회계층으로의 주도권 이행이 이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 는 거의 없

었을 것이다.26)그러나 류층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평 화 되고,계층사

이가 모호해지면서 랑스와 독일에서와 같은 로코코문화에 한 강렬함

26) 주 , “빅 리   상  통해 본 근   사  특 ”, 여  학원 사학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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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족문화의 립으로 나타난 풍자화라는 문화 가치로 나타났다.

국 로코코시 의 표화가 호가스는 유명한 상화가이자,계층에

계없이 런던 사교계와 의 삶을 그린 풍자 화가이며,호가스의 작

품들은 벌 그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섬세하게 마무리되면서 회화 이

야기와 묘사로 가득 찬 화면을 구성하 다.호가스의 기법은 17세기 네

덜란드 회화에 한 연구로 자신의 디자인을 자유로운 화법과 아름다움,

우아함의 선으로 미와 조화의 토 가 되는 요소 다.

게인즈버러는 풍경을 배경으로 상화를 그린 화가로 어두운 색조의

섬세함이 뛰어난 화가이다. 이놀즈는 모델의 성격을 정서 으로 악

해 장 하고 우아한 색조를 강조했고,벨벳과 베일 등 의상 재 의 상

화를 그렸다.

이놀즈는 국 왕립미술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국미술

의 수 을 높이고자 역사화를 강조했으며,고 주의의 감각을 상화에

용시켜나갔다.

화가들이 그린 상화에 나타난 로코코 스타일은 "S"와 "C"곡선 등

이 두드러지는 스타일이며,트 이서리 장식(교회창문 윗부분의 돌에 새

긴 장식 무늬),스크롤 워크(소용돌이무늬)그리고 국에서의 스타일 반

,고딕 스타일의 선 등의 스타일로 더 간결해 졌으며 섬세함이 두드러

진 스타일이다.로코코 양식 역시 패션에 상당한 향을 주었는데,섬세

한 이스와 꽃무늬 데코가 들어간 버 테가 든 스커트, 스텔톤 색상

등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조끼 한 섬세하고

정교한 로코코 자수가 들어가 있다.

청교도의 드 스는 흔히 “우울한 색상”으로 묘사된다.일반 인 견

해에서,“우울한 색상”이란 단정하고 화려한 색상이 아닌 다소 칙칙한

드 스를 말한다.부유한 청교도들은 주로 좋은 품질의 옷으로 단정하고

제되고 장식이 덜한 옷을 입었다.청교도를 따르는 군인들 한 그들

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그들 스스로 원두당(둥근 머리)이라는 별명을 얻

었다.깃털 트리 테가 있는 넓고 평면을 가진 모자를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 지만,청교도들의 모자는 높이가 높고,덜 화려했다.역사 으로

왕과 귀족들의 머리모양은 사회 신분을 상징했다.남성은 머리숱이 많

고 컬이 들어간 머리모양으로 가발을 써서 신분의 차이와 권력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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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여성들은 머리를 높이 올리고 진주와 화려한 보석들, 이스와

리본,꽃과 넝쿨로 장식을 하여 부와 신분에 한 표 을 하 다.

로코코 시 상화를 보면,왕족은 바로크시 보다 각도를 오른쪽

으로 살짝 돌려 왼쪽의 얼굴의 각도를 강조하 고,의상은 곡선을 살려

부드러운 선을 강조 하 다.왕족과 귀족은 서 있는 자세가 많았고 젠트

리는 주로 앉은 자세가 부분이었는데 그려진 상화도 남성의 상화

가 여성의 상화보다 많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귀족들의 상화 배

경이 바로크보다 단순해졌고 원 풍경을 배경으로 한 젠트리는 바로크

시 보다 실루엣이 더 단순해지고 남성들은 목주변의 장식으로 크라바트

(cravate)가 발 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크 시 계 에 따른 상화 특징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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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바로크·로코코 복식 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

오랜 귀족 통을 가지고 있는 국은 과거로부터 세습되어온 계

주의 념과 통 보수주의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의 나라이며, 화 과정 속에서 청소년 노동자 계층을 심으로

형성된 하 문화패션의 변형인 스트리트 패션의 근원지이기도 하다.27)

그 기 때문에 국의 시 흐름에 따른 문화 특성을 악하면서 이

를 패션에 용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다.특히 17세기에서 18

세기까지로 일컬어지는 바로크,로코코시 국에는 정치,경제,사회문

화 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이 변화들이 맞물려 술 반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바로크,로코코시 상화에

나타난 복식과 패션의 미 특성에 향을 미친 요인으로 17,18세

기 국의 사회문화 인 원인을 악하고자 한다.구체 으로는 정치,철

학,경제,사회문화 인 요인으로 나 어 17,18세기 국에서 어떠한 사

회문화 요인들이 상화 복식과 패션의 미 특성에 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자본주의를 정

착시켰으며 인류 역사상 최 의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어의 모국이다.28)그런 나

라의 국민이 강한 자부심을 느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러

한 요인들로 국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국민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민

족이다.따라서 시 별 사회문화 요인의 흐름을 살펴보기 에,먼

기본 으로 국의 주목할 만한 사회 특징과 국인들의 국민성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의 기후는 여름이 선선하고 겨울은 따뜻한 서안해양성 기후의

형이기 때문에,기후 변화가 극단 이지 않고 온화하다.이러한 기후의

향으로 국인은 격 인 변화를 싫어하며,온건함을 선호하고 보수

특성을 보인다. 국인들은 이런 기후 특성을 그들의 심성과 연

27) 연, 승 , “   체    내재  특징”, 『복식 연 』, 

2013, 21(2), pp. 234-245.
28) 지향, 『  나 』( 울: 랑, 200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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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도 한다. 국인은 날씨를 매우 요하게 여기는데, 국의 날씨는

국인들의 가장 요한 자질인 용과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온화한

변화’를 그들에게 가르친다.29)아울러 국의 지리 치를 살펴보면,

국은 유럽 륙 북서쪽 서양 연안의 륙붕에 치하며,그 이트

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두 개의 섬 주 의 몇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완 한 섬나라로서의 지리 조건은 국인의 독특한 국민

성을 일부 설명해주기도 한다. 국인들은 제노포비아로 알려진 외국인

오증으로 유명한데,개인주의 이고 자기 심 인 특성을 가지며 외국

인을 기피하고 배척하기도 한다. 같은 국 내에서도 지역감정이 강

한 편이다.물론 유럽과 가까운 지리 조건 때문에 섬나라라는 조건은

자연 상이라기보다 인 인 사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30), 국의

지리 조건과 함께 국이 최 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16세기 이래 개

신교 국가의 정체성을 획득하면서 ‘선택된 국민’이라는 자기인식을 만들

어냈다는 사회문화 배경이31)역사 으로 국인의 독특한 섬나라

특성을 형성해왔다.이러한 자연 환경과 지리 조건으로 인해 국인들

은 원 삶에 한 동경이 매우 강하며,그에 따라 원생활 한 발

달되었다.특히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국인들의 원에 한

동경은 더욱 강해져 술,건축,생활방식의 반 인 문화 측면에서

이러한 원 특성이 반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은 계 사회로 인해 근 민주주의를 제일 먼 시작한 나라이

지만,본래 농업을 기반으로 한 토지 소유가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토지 소유에 따라 계 이 나 어져있던 계 사회 다.16세기경 토지의

소유와 한 계가 있는 신분 계층으로는 토지를 소유하는 계층인

귀족, 소지주 계층인 젠트리,자 농민계층인 요먼,그리고 이들 계층

의 교류역할을 하는 류계층인 법률가,상인 계층이 있었다.32)아직도

귀족계 은 여 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국민들의 정서 속에도 이

러한 계 의식이 남아있다.

29) Ibid., p. 9.
30) Prévost, A. F., Hume, D., de Meynières, O. G. D, 신  (역), 『 사』( 울: 사, 

2013), p. 18.
31) 지향, op. cit., p. 38.
32) 재 , 『 사  』( 주: 학  , 2003),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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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로크

17세기 유럽의 강 국은 랑스, 국,스페인이었다.이탈리아는 다

른 나라들에 의해 지배 받아 작은 정치 단 로 나뉘어 있었고 네덜란드

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부유하 으며 번 하 다.하지만 시민 명,

반란,농민 기 등 귀족사회에 한 반란을 포함하는 사회 정치 격

변의 연속이 거듭되는 시기 다.이러한 유럽 역에 걸친 기를 극복

하기 해 좀 더 강한 왕권을 필요로 하는 ‘ 군주제’가 명 명이 일

어나 군주의 월권이 제한되어 있던 국을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수용

되고 있었다.

랑스 국왕의 왕권이 강화되는 동안, 국 군주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그녀의 사 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는 제임스 1세를 국 왕 에 앉혔다.스코틀랜드의 불운의 메리 여왕의

아들 제임스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 지만,의회와의 립에서는 한발

물러섰다.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국 교회에서는 진 인 개신교 흔히

청교도라고 불리는 종교 세력이 성장했다.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즉

기간 에 등장한 청교도들은 존 칼빈(JohnCalvin)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국 교회와 나머지 로마 가톨릭교의 의식과 식을 정화하고 싶어 했

다.

제임스 1세의 정교정책을 반 한 일부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건

가 메이 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다른 세계로 항해 하 는데,다른

청교도들은 계속 국에 남았다.제임스 1세의 아들,찰스 1세는 왕권신

수설을 강력히 주장했는데,결국 의회와 돈 그리고 종교 인 립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왕의 수입은 인 이션이나 왕실 비용을 올림으로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그러나 찰스 1세는 국교회의 종교 수를

강요하는 것을 시도,국회의 동의 없이 추가 세 을 부담하게 하는 등

청교도들과 다른 국인의 반감을 샀다.1649년 시민 명이 발발해 찰스

1세는 단두 의 이슬로 사라졌고 군주제는 폐지되었으며 연방 형태가

성립되었다.

루이 14세가 지배하고 있는 랑스로 도피했던 찰스 1세의 장남 찰

스 2세가 자리를 신했다.새로운 군주 찰스 2세는 랑스 스타일의 왕

권을 도입 했다.재치 있고 날카로운 정치가 스타일인 찰스 2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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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얻기 해 음모와 뇌물을 서슴지 않았다.그는 합법 인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1685년 돌연 사망해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 에 오

르게 되었다.무능한 정치인 제임스 2세는 주변 정치세력을 두려워해 모

든 정치 벌의 정책을 통과 시켰다.로마 가톨릭 신념으로 이끄는 국

정당의 지도자는 제임스 2세의 통치를 끝낼 수 있도록 네덜란드에서 오

지의 리엄을 국 정당의 지도자로 했다. 리엄은 네덜란드 군

와 동행하여 국에 입성 하 고,제임스 2세는 1668년 랑스로 탈출

하 다. 리엄과 그의 아내,그리고 개신교 제임스 2세의 딸은 왕 를

물려받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이 통치기간(1689-1702)동안,의회는

로테스탄트 반 자에 배의 자유를 부여하지만,로마 가톨릭교에는

반 하 다.

17세기 국에서는 철학 사상 부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바로 스콜라 철학 사상에서 경험주의 철학 사상으로 바 것이다.

‘고 경험론(Classicalempiricism)’은 지역 으로 국에 국한되며 시기

으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철학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된다.33)

표 인 사상가로는 로크,버클리,흄을 들 수 있다. 국 경험주의 철

학 사상의 시작은 베이컨(Bacon)이었는데,그 이후 실제 인 찰에 기

반하여 타당하게 나온 결론을 요하게 여기는 과학 이고 경험 인 태

도가 요시 되었다.이러한 경험주의 철학 은 당시 과학 분야의 발

과도 맞물린다.17세기에는 과학 명으로 불리는 변 이 일어났는데,

이 과학 명은 17세기를 진정한 근 시 로 탈바꿈한 가장 요한 요소

로 꼽히고 있다.16세기 코페르니쿠스(NicolausCopernicus)가 주장하

던 지동설은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 으나,갈릴 오 갈릴 이,

러,뉴턴에 의해 실증되었다.이에 따라 새로운 과학 사상이 발 하기 시

작하 고,이는 철학 과 세계 까지의 반 인 변화를 이끌게 되어 지

식의 근원을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태도는 더욱 발 하게 되었다.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고 역학의 체계를 세운 것은 베이컨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표 인 사건이 되었다.이 게 국의 경험론은 당

시의 과학 발 을 반 하고 있었다.

한편 17,18세기는 ‘이성의 시 ’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이성의 시

33) , 『  경험 』( 울: 카 , 200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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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그 이 세인들의 사고의 심이었고 행 의 표 이었던 신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치된 시 라고 할 수 있다.34)이 시기에 들어서

는 경험 존재나 신성불가침을 강조하던 세와 달리 구체 인 사실

을 요시하며,인간 이성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따라서 종교의 괴성 신에 인간 이성에 한 숭배가 나타났고,인간

의 자율성이 확보된 시 다.35)

국의 경제는 13세기 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는 소빙하기의 시기

는데,기온 하와 빙하 진출,해면 하,농작물 생산량 하 등이 나

타나 당시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으며,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체 인구 3분의 1이 죽기도 했다. 국의 인구는 16세기 동안 꾸

히 증가했으나,17세기 들어서는 염병이 돌고 경제 ,종교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졌

다.

스튜어트 왕조(StuartDynasty)시기는 국 경제가 매우 발 한 시

기 다.도시들이 성장하고 석탄 산업 한 크게 발 하던 시기 다.특

히 15세기부터 국에서는 장미 쟁(WarsoftheRoses)이후 젠트리

계 에 의해 인클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집권 시기 동안 활발히 행해졌다.이 토지개척 사업은 국 농업 자본주

의의 성장을 가져왔고,이는 궁극 으로 국 자본주의 발 으로 이어졌

다.이 운동으로 인해 젠트리 계 은 막 한 부를 축 하게 된 반면 토

지를 잃은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해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16세기 제1차 버지니아 식민 계획 이후로 17세기 국의 식민지 사

업은 본격 으로 확장되었다.17세기와 18세기 국은 총 13개의 식

민지를 건설하게 된다.이러한 식민지 사업으로 무역이 활발해졌으며,

국의 무역은 1610년에서 1640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36)교역 물품

한 매우 확 되었고,국내 교역도 매우 발 하게 되었다.그러나 이 시기

의 국 경제가 늘 탄탄 로 를 달린 것만은 아니다.제임스 1세는

리엄 코 인의 회사에 수출 독 권을 부여하게 되는데(Alderman

Cockayne'sProject),이를 계기로 네덜란드와 일명 무역 쟁을 벌이게

34) Ibid., p. 23.
35) Ibid., p. 23.
36) 우룡, 『  지역·사 ·  해』( 울: 나 , 2002),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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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여기에서 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 결국 코 인은 독 권을

포기하 으며,3년 만에 로젝트를 해산한다.이로 인해 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그러나 국은 포기하지 않고 자국의 무역 보호를

해 노력했는데,1651년 항해조례로 인해 해상무역이 다시 발 하게 되었

다.

크롬웰은 왕의 군 를 격 한 새로운 모델의 군사령 으로 1659년

그의 죽음까지 군사 독재의 형태로 연방을 이끌었다.시민 명의

으로 청교도 지도자들은 크롬웰의 자리를 신 할 수 없었지만 군주제를

재건하 다.크롬웰 집권 시기에는 지나친 종교 의식 강조와 독재 정치

로 인해 경직되고 엄격한 분 기가 조성되었다.반면 국민들은 그러한

엄격성으로 인해 불만이 커져만 갔다.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승하와

더불어 국의 국운은 르네상스 정신을 이어갔던 활력의 시 로부터

차 으로 불안한 암운이 감도는 분열의 시 로 변 하게 다.바꿔 말

하면 앵 로 색슨족에 잠재되어 있었던 개인주의 정신,즉 인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한 욕구가 강력히 표출 다.37)17세기 후반 즉 한 찰

스 2세는 외조부로부터 쾌활하고 기지에 빛나는 성격과 여색에 한 탐

욕을 물려받았다.38)그는 음담패설을 좋아하 으며 여색을 밝 향락을

즐기고 수많은 정부를 두었다.그 때문에 궁정은 음탕한 분 기로 채워

졌다.찰스 2세는 1642년 이래 폐쇄된 극장을 다시 개 시켰으나,무 에

올려진 극들은 그들의 취향에 맞는 속하고 부도덕하며 환락 인 것이

었다.당시의 극들은 온건하고 건 한 인간의 모습보다는 타락하고 방탕

하고 비속한 풍속을 제 없이 표 했다.39)주 이 늘어났으며,커피와

홍차가 유입되면서 다방이 생겨났다.

그 지만 이러한 쾌락 이고 음탕한 분 기가 당시 국 사회 체

의 분 기를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층 계 에서는 이 시기 이 의

건 한 분 기가 잘 이어지고 있었다.종교 인 분 기 한 비교 잘

유지되어 종교 련 서 이 계속해서 잘 팔려나갔다.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pérolabarroca)’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

했는데,17세기의 미술,공 가 16세기 르네상스의 고 인 조화의 세계

37) 억, 『  학  해』( 울: 지 당, 1999), p. 187.
38) Prévost, A. F., et. al, op. cit., p. 473.
39) 우룡, op. cit., p. 231.



- 44 -

에 비해 유동 이며 격정 인 남성 감각에 의해 형성된 데서 표출된

기묘하고 이상한 이미지가 강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40)흔히 바

로크는 르네상스 시기 이후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엽에 걸쳐 유행하던

유럽 건축 미술의 한 특징으로 말하기도 하며,미술,음악,건축 반에

유행하던 술 양식을 지칭하기도 한다.바로크 술은 당시 시 배

경과 한 연 이 있는데,바로 루터의 종교개 이 그것이다.가톨릭교

회의 부패가 심각해지면서,루터는 교회쇄신을 해 『95개조 논제』를

제시했고 이는 유럽 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이를 통해 본격 인

종교개 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결국 로마 가톨릭 세력에

서 분리된 로테스탄트 세력이 생겨났다.루터의 종교개 이 발달이 된

교회 분열의 기에서 교황을 심으로 한 가톨릭은 로테스탄트에

처하기 하여 교리 정책 반을 재정비하는 규모 개 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를 가톨릭개 운동이라 부른다.41)가톨릭교회는 손상되었던

교황의 권 를 다시 세우고 하늘의 무한한 을 재 하기 해서 그

어떤 시 보다도 미술의 힘을 극 으로 이용했다.42)그 지만 이러한

쾌락 이고 일탕한 분 기가 당시 국 사회 체의 분 기를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층 계 에서는 이 시기 이 의 건 한 분 기가 잘

이어지고 있었다.종교 인 분 기 한 비교 잘 유지되어 종교 련

서 이 계속해서 잘 팔려나갔다.

이러한 원칙은 미술뿐 아니라 건축,음악 등 다른 술 분야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 다.이는 새로운 술 양식,바로크 양식을 탄생시키게

된다.일반 으로 16세기로부터 18세기에 걸친 시기를 유럽사에서는

왕정시 라고 하는데,바로 이러한 시 에 군주의 세를 과시하

는 술로 채택된 것이 호화스러운 바로크 술이었다.43) 랑스에서는

이 주의(absolutism)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

세에 의해 되었고, 국에서는 왕권신수설을 지향한 제임스 1세로서

표된다.그러나 국은 지리 으로 유럽과 거리가 있으며,독자 이고

통 인 것을 추구하는 국민특성 상 고딕 미술 양식의 통을 지켜나가

40) 진, “  (Baroque) 식 시   남 복에 나타난 남  몸 미지”, 『복식

연 』, 2011, 19(4), pp. 723-739.
41) 고 , “가 릭개  미 과  식  탄생”, 『미 사학』, 2009, 23, p. 347.
42) , 미 ,『 미 사』( 울: 미진사, 2006), p. 252.
43)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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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 기가 계속 되어 유럽의 바로크 양식이 들어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그러던 1666년 런던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이 화재로 인

해 런던 체의 5분의 4가 소실되었다.찰스 2세는 크리스토퍼 에게

재건사업을 맡겼으며, 이 건물 재건에 고 · 세·바로크가 충된 양식

을 용한 것이 바로크풍의 건축이 국에 들어온 시 가 되었다.

섬나라인 국 문화의 향은 지리와 기후 조건으로 인해 국고

유의 사회문화 여건을 만드는 요소가 되었고,정치 으로는 근 의 역

사 경험 가운데 의회정치사회 제도, 국의 계몽주의가 배경이 되었다.

경제 으로 산업 명의 발생은 사회 경제 ,기술 변화의 향력 등

이 요 직물산업의 발 으로 국문화를 결정하는데 향을 주었다.

사회문화 요인은 자연 환경에 의한 원 ,자연 취미 통과

16세기 종교개 에 의해 신교와 구교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바로크는 장

한 스타일로 발 되었다.의회정치와 시민 명에 의한 보수와 개 ,

국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한 요인 입헌군주제의 계 사회가 나타났

다.왕권 확립에 한 시 요청은 술작품,복식과 같은 문화 산물

을 통해 표 되었는데,그 시기의 권 는 바로크 양식의 특징인

‘형식의 장 함’으로 표출되었다.이러한 미술작품을 사거나 소장할 수

있는 재력은 귀족층밖에 없었으므로 바로크 미술은 가톨릭 신앙을 보

하기 해 귀족층을 심으로 일어난 미술사조라고 볼 수 있다.바로크

양식은 가톨릭국가에서 반종교개 의 표 수단으로서 발 했으며,

왕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군주들이 자신의 을 드러내기 한 수단

으로 화려하면서도 풍요로운 바로크 미술을 이용하기도 했다.44)

세계에서 가장 먼 농업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 명이 가장 먼

일어났으며,산업자본주의 발달도 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은 시

민 명과 명 명으로 시민권과 헌정 정부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 사

회의 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진 개 을 진행시켜왔다.이러한

온건한 개 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서 국 지배 엘리트들의 융통성과

보수성이 지 되고 있다.국왕의 치를 국민의 우두머리이고 보호자

로서,귀족도 역사 사실이자 통으로서 인식하 고 귀족은 국민의 삶

을 향상시키는 고귀한 목표에 자신을 바쳐야 하고 은 그러한 지도자

44) ,『새 게 는 럽 미 사』( 울: , 2003), p. 166.



- 46 -

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수정주의 견해를 제시했다. 국인들은 정치

인 면에서는 격한 사회 변동보다는 진 인 개 의 보수 통을 확

립해왔다.이러한 보수주의의 통은 국 주류 사회의 성격을 결정해

온 반면,이에 한 반작용으로서 개인의 자유에 기 한 개 을 요구하

는 진주의 지식인들을 출 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국은 왕실과 세습 귀족의 통,의회 정치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며,이들은 국 인 것을 변하는 제도로서 수백 년 간 국 사

회의 통치의 근간이 되어왔다.잉 랜드에서는 유럽과 같이 국왕이

왕정을 확립한 이 없었고, 국 왕실은 1640년 내 으로부터 1688년

명 명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왕권의 도 을 받았으나 의회와 타 함으

로써 살아남았다. 한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 쟁의 패배와 랑스

명,나폴 옹 쟁을 겪는 동안 국민 단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구심

으로서 왕실의 요성이 부각되면서,“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왕실의

상을 구축했다.따라서 국은 명을 거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

로 거듭난 랑스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왕실과 세습 귀족의 통을 이

어왔고 이 때문에 국 사회에는 오랜 통 속에서 유지되어 온 계 의

식이 깊이 남게 되었다.45)

국이 근 화의 환 속에서도 건 사회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

던 것, 국 귀족들이 소수의 응집력 강한 집단으로서 경제력과 향력

면에서 유럽의 다른 귀족들을 크게 앞서는 엘리트 의 엘리트 기 때문

이라고 해석된다.산업 명 이 국은 상 자와 하 자의 계가 명

확한 토지 귀족 심의 피라미드식 사회 고 총인구의 5% 이하의 젠트

리 계층이 권력과 사회 신을 독 하고 있었다.젠트리는 세습 귀족

과 더불어 국 문화를 이끌어 온 세력으로 튜더/스튜어트 시 세습 귀

족과 함께 귀족사회(aristocracy)를 구성하면서 의회 의원직과 치안 사

직을 독 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지방의 통치자로서 부상했다.이들

은 국가로부터 을 받지 않았고,이러한 사회 사의 통을 20세기까

지 이어왔다. 국 사회의 종 계 질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가부장

윤리에 의한 상층의 온정주의 보호(Patronage)와 하층의 의존

(dependence)이 공경의 계로서 유지되어 왔다. 국 엘리트들은 일방

45) 원, " ·미    체 에 한 연 ," , 울  학원 사학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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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리만을 향유하지 않고 사회 사라는 직무를 떠맡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고 이러한 가부장주의는 지주와 농민,장인과 도제,

고용주와 노동자 등 사회 모든 사회 계를 지배하며 세 를 이어 재생산

되었다.46)

국 귀족들은 16세기 이래 진행된 농업 명 과정을 거치면서도

간 계 보다 먼 자본주의의 미덕을 익히고 기업가 자질을 발휘함으

로서 근 사회 변화의 심에 있었다. 한 18세기부터 19세기를 거쳐

근 산업 명과 속한 자본주의화를 통해 간 계 (MiddleClass)

부르주아지가 부상하 음에도 불구하고,상층 부르주아지를 흡수하며

간 계 의 문화를 이끌 수 있었다.특히 맨 의 귀족 간 계 에 자

리하는 상인 은행업에 종사하는 통 부르주아지와 문직 종사자

들은 젠트리 계층의 생활 습 을 모방하고 토지를 획득하며 사립학교와

학의 경험을 지주층과 공유함으로써 귀족 문화의 통을 근 사회의

지배 문화로 구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국 토지 귀족층의 세력은 1870년 이후 농업 불경기로 지 가 하락

하고,정치 으로 민주주의 사회로 돌입함으로써 서서히 쇠퇴 해왔

다.그러나 근 사회로의 환 과정에서 국은 랑스와 같은 부르주

아 명 없이 산업 명을 경험하고 귀족 질서를 유지하 으므로 국

근 사회를 형성하는데,그리고 간 계 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국

귀족들의 문화는 지 한 향력을 미쳤다. 한 국의 귀족들은 20세기

엽까지도 사회 엘리트로서 국가 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단결력을 고

양 하는 데 심 인 역할을 수행했다.47)20세기 들어서서 국 왕실의

존폐의 논란이 있어 왔으나,왕실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 의

미와 특별함이 더해져 왕실의 존재감은 더 확고해졌다.

다음은 국 상화의 특성과 국의 사회문화 요인을 근거로

국 상화에 표 된 복식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46) Ibid., p. 63.
47) Ibid., p. 64.



- 48 -

[그림5]바로크시 복식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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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코코 시

18세기 국의 정치를 살펴보기 해서는, 국의 표 인 두 당

인 토리당과 휘그당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에서는 스튜어트 왕조

후기에 제임스 2세(JamesII:1685-88)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

으며 통에 의한 계승을 주장한 토리(Tori)당과 명분을 시해 가톨릭

교도의 왕 계승을 배제하고자 한 휘그(Whig)당의 양분 체제가 시작되

었다.48)실제로 명 명을 주도한 것은 휘그당이었기 때문에, 리엄 집

권 시기에는 휘그당의 힘이 더욱 컸다. 리엄 이후,메리의 동생이자 제

임스 2세의 딸이었던 앤이 여왕 자리에 올라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왕

이 되었다.앤 여왕은 토리당을 옹호하 다.앤 여왕 최 의 의회는 진

인 토리당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장군과 재무장 ’은 외정책으로 인

해 휘그당에 기울어지고 있었다.그러나 휘그당이 쟁에서 계속되는 승

에도 불구하고 명한 조약을 제 로 맺지 못했으며,종교분쟁과 말버

러의 해임 등으로 일시 으로 사기는 토리당에게 기울었다.1714년 앤

여왕 사망 후 그녀의 사 게오르크 루트비히가 조지 1세로 왕 에 즉

하면서,18세기 반에는 휘그당의 우세가 계속 되었다.조지 1세는 독일

출신으로 어를 못했고 하노버에 칩거하고 있는 기간이 많았다.따라서

이 시기에 실질 인 국정을 의회가 책임지게 되면서 이 의 군주제에서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는 입헌군주제가 성립

되고 책임 내각제와 의회 정치가 발 하게 되었다.이후 조지 3세 집권

시기에 토리 당원들의 권력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토리당과 휘

그당의 힘은 팽팽해져 갔다.계속해서 국의 의회는 왕권을 옹호하는

토리당과 비국교도와 상인의 지지를 받던 휘그당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두 정당은 이후 19세기에 의회 개 을 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1689년 권리장 에서 의회의 언론 자유를 규정하 고,1695

년 검열제가 폐지되면서 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언론

출 물들이 등장했다.출 검열법이 폐지된 후 10년 동안,인쇄업자들에

의해 한 해 230만부라는 놀라울 정도의 량 생산이 이루어졌다.49)검열

48) Ibid.,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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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폐지 뿐 아니라,정치 뉴스에 목말라했고 이를 해소하기 해

기꺼이 값을 치를 비가 되었던 산층의 성장이 큰 향을 주었다.50)

한 언론출 물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산층을 심으로 이루어진 독자

의 확 는 언론의 상업 성공과 더불어 리즘이 성장하는 배경

이 되었다.51)

베이컨 이후 국의 경험주의 철학은 존 로크(JohnLocke)에 의해

서 확립된다.로크는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에게는 천부 으로 주어진 본유 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모든

념은 후천 인 경험을 통해서 이룩된다고 했다.52)그는 본유주의의 논

리에 반 한다고 볼 수 있는데,그는 신의 념조차 본유 이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데카르트(RenéDescartes)의 념 이론에 향을 받았는

데,그의 서인 『인간오성론』을 살펴보면 데카르트의 념 이론에 뉴

턴의 물리학을 배경으로 하여 념이 경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했

다.이로써 종래 지배 이었던 신학 형이상학의 기본개념을 이루던 실

체개념은,인간의식에 의하여 지향되는 상개념으로 화(轉化)하게 되

었다53).로크의 철학은 근 시민사회에 큰 향을 미친 계몽주의의 사

상 기반이 되었다. 계몽주의는 칸트(Immanuel Kant), 볼테르

(Voltaire),루소(JeanJacquesRousseau),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등에 의해 발 되며 유럽 역으로 퍼지게 된다.계몽주의는 신

이 아닌 인간 이성의 능력을 시하기 때문에 철학을 신학으로부터 분리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이후 국의 경험주의 철학은 버클리

(GeorgeBerkeley)를 거쳐 흄(DavidHume)에 이르며 실용 인 특성을

가지는 국 경험 철학의 통을 확립하게 된다.이러한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통은 국에서 일 이 과학 명과 산업 명의 추동력이

되었다.54)

49) Barker, H. (2000). Newspapers, politics and English society, 1695-1855 (Vol. 211). 

Harlow: Longman, p. 30.
50) 지미, “18   언 달과 여 ”, 경  학원 사학 , 2013.
51) Ibid.
52) 학 어사 , 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771&cid=282&categoryId=282.
53) 산 과, 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967&cid=40942&categoryId=31515.
54) 나  , op. cit., pp. 501-502, 551-552, 598, ( 원, op.cit., p. 59 에  재 .)



- 51 -

18세기에는 과학과 자연사에 한 심이 계속해서 증 하던 시기

다.라이 니츠(GottfriedWilhelm Leibniz)는 뉴턴(IsaacNewton)과는

별개로 미 분법을 창안했다. 한 1714년 『단자론』을 출간하 는데,

라이 니츠의 이론은 로코코의 조형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토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인상 깊다.그의 단자론은 계측이 어려운 자연 상

을 설명하는 이론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로카이유의 조형 특

징까지 연계될 수 있다.우선 으로 자연의 원리를 신의 섭리로 보는 신

학 세계 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총체 인 질서나 법칙에 의

한다기보다는 순수한 단 로서의 개체 실체가 독립된 의도와 운동으로

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다.이러한 논리에 의해 라이 니츠의 이론은

17세기 데카르트에서 정 되어 스피노자(BaruchdeSpinoza)에서 확고

하게 형성된 바로크식 세계 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55)

한편 계몽주의와 함께 발달한 것이 랑스의 살롱 문화인데,살롱에

서는 신분에 계없이 화를 나 수 있었고,다양한 사상가들이 출입

하여 계몽 사상가들이 활발하게 사상을 나 수 있었다.따라서 살롱은

계몽사상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 한 부분의 살롱을 여성들이 운

하고 여성의 주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동의 장이 되었다.

국에는 이미 커피하우스나 클럽이 살롱의 역할을 체하고 있었지만,

랑스 살롱의 이 훨씬 세련된 편이었다. 국에서의 살롱은 1719년

알 산더 포 (AlexanderPope)가 런던문학 카페를 열면서 최 로 국

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세련미를 더하게 되었다.

1650년에 국 최 의 커피 하우스가 개방되었는데,커피하우스는

속도로 유행하며 1700년 에는 사교와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다.사람

들은 커피하우스와 술집 등에서의 사교에 익숙해지고 신문과 잡지,그리

고 서 들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하게 되면서,서로 다른 의견과 여론

을 공유하는 자세와 여유도 생겨나게 되었다.앤 여왕 치세 동안에 런던

사람들의 취향은 그다지 세련된 것은 아니었지만,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차로 그들의 매 를 품 있고 교양 있는 것으로 다듬어 갔다. 한

그들은 언어와 행동양식에 있어서 정제되고 통제된 우아미를 시했

다.56)

55) 락, “ 카   연주 ”, 『 미 사학 집』, 2012, 36,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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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국 문학 역에서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국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뮤엘 리처드슨(SamuelRichardson)이

그 시작 을 끊었는데,청교도 집권 시기 종교 이고 도덕 인 색채가

강했던 국 문학과는 달리 실제 인 삶의 문제를 담아 근 소설의 출

발을 이끌었다.이후에 헨리 필딩(HenryFielding)이 최 로 사실주의

소설을 발간하여 근 소설을 확립시켰다. 한 인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었으며,신고 주의시가 유행하여 획기 인 문화발 이 일어나게

되었다.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로코코(Rococo)는 18세기에 유행했던 유럽

의 술 양식으로,조개무늬 장식을 뜻하는 랑스어 로카이유(rocaille)

로부터 유래한 용어이다.바로크 시 의 호방한 취향을 이어 받아 경박

함 속에 표 되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이 특징이다.57)18세기

국에서는 건축에 한 수많은 탐구들이 이루어졌는데,이들은 17세기

반에 고 주의를 지향하 던 이니고 존스(InigoJones)의 통을 되살리

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그러나 모순되게도 완 히 소멸하지 않고 있었던

고딕 건축 역시 이 시기에 다시 등장했다.58)

국의 정원 설계는 건축과는 정반 의 방향으로 나아가 다소 역설

이다.‘국풍’혹은 ‘국풍 국식’정원으로 알려진 정원 양식은

국이 로코코 양식에 기여하 던 가장 요한 분야 으며, 국은 자신들

만의 고유한 정원 양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랑스풍’정원의 향에 맞

설 수 있었다.59) 국식 정원의 다른 특징이 있는데, 국이 스스로의

미학을 발 시키면서 형성했던 기본 인 미감은 자연주의 인 것이었다.

로코코 기에 국에서 동시 으로 발생한 국식 정원은 새로운 자연

을 형성하고 있다. 국의 경험주의 미학이 자연의 불규칙 인 형태와

불확정 운동이나 변화를 미 인 상으로 삼으면서,자연 혹은 자연주

의는 18세기 미학과 조형의식을 이끄는 핵심 인 키워드가 되었다.로카

이유 한 이러한 자연주의 조형사고가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60)

56) 억, op. cit., p. 252.
57) 드라마사 , 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90020&cid=170&categoryId=170.
58) Bazin, Germain, 미  (역),『  』( 울: 시공사), p. 243.
59) Ibid., p. 246.
60) 락, op. 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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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회문화 요인 로코코의 문화 개념 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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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즈리’의 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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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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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만 과장

과시 소비

[그림6]로코코시 복식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요인

세련미에

의한 완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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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국 상화에 표 된 복식분석의 틀

본 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국 바로크·로코코 상화의 특성과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 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 문화 요인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국 상화에 표 된 복식분석의 틀을 제시하 다.

[그림7]복식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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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의 미의식과 사회문화 요인은 그 시 의 복식미를 규정짓

는다.그리스나 로마 시 에는 정신 이데아가 심이 된 세계를 추구

하 기 때문에 복식에 있어서도 인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강조보다 인

체의 조화 비례에 주안 을 두고 직사각형의 천을 그 로 둘러 입는

드 이퍼리형을 남녀가 같이 착용함으로써 복식에서 성 특성이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그러나 인체는 혼보다는 강한 것이며, 능 인 것이

라 믿었던 르네상스 시 나 더욱 세속화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개된

바로크나 로코코 그리고 낭만주의 시 에 복식은 인체의 생리학 이며

자연스러운 미와의 조화를 생각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가 뚜렷이 구분되

었다.그러므로 여기서는 복식에서 성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17세기

에서 19세기의 시 정신을 살펴볼 것이다.3세기의 이념 공간을 니체는

근 (Modern)라고 간주하며,17세기에는 ‘이성의 지배’하에 ‘의지의 주권

성에 한 증명’을 갖는 ‘데카르트의 귀족주의(Aristokratism Descartes)’,

18세기에는 ‘감성의 지배’하에 ‘감각(허 임)의 주 성에 한 증명’을

갖는 ‘루소의 여성주의(Feminism Rousseau)’,그리고 19세기에는 ‘욕구의

지배’하에 ‘동물성의 주권성에 한 증명’을 갖는 ‘쇼펜하우어의 동물주

의(Animalism Schopenhauer)’로 규정하고 있다.

17세기는 귀족 이고 체계 이며 동물 인 것을 경시하고,감정에

하여 엄격하며 정서가 메말라 있으며,‘비독일 이고’,우스꽝스러운 것

과 자연스러운 것을 싫어하며,일반화하며,과거에 하여 주권 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기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주인으로 남기 해

요컨 많은 욕 습 이 있는 등 의지가 강한 시 이면서도 강한 정

열의 시 다.18세기는 여성에 의해 지배되고 수다스러우며 재기발랄

하고 깊이는 없지만 하나의 정신으로 소망하는 것과 마음에서 원하는 것

을 하며,가장 정신 인 것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며 모든 권

를 태롭게 했다.즉 감격하고,명랑하며,맑고 인간 이고,자기 자신에

해 선 이며,결과 으로 보면 많은 천민(Canailla)이 있고 사회 이

었다.

사실 17세기는 무한의 권력을 가진 군주의 시기로,르네상스 시

와는 달리 왕권에 의하여 지배되는 앙집권 국가 으며 이에 따라

힘과 권 가 존 되는 시 다.그러므로 우주를 심으로 하고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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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자연 속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는 유동·생성의 세계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17세기 바로크 술도 형식 으로는 기

교와 과시에 한 취향,과장된 표 주의 형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내용 으로는 삶의 연극 개념,표면 세계의 환상성에 한 인식,시

간의 흐름 죽음의 확실성과 종국성에 한 날카로운 깨달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조 으로 삶과 환희에 한 욕망이라는 특징을 갖는

다.특히 이 시기 조형 술의 특징은 호방하고 과장된 설계,복잡하고 지

나친 장식,격동감과 풍요감,감각 인 기교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패션이 ‘한 사회의 상층 계 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하 이론에 따

라 하 계 으로 달되는 것’이라는 고 설명을 생각해본다면 이것

은 상당히 다른 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인 가 리엘 드 타르드(Gabrieldetarde)의 ‘모방의 법칙,thelaw of

imitation’(1890)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는 들의 욕구는 특

정한 모방의 원칙에 기반 한 사회 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패션에 있어 계 차별화에 해서는 19세기 말 경제학자 베블

(ThorsteinBundeVeblen)61)이 그의 서『한가한 계 론』에서 패션을

계 차별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는 복식의 기원 내지는 착용동기에서 고 인 신분 상징설로 인식되어

왔던 이론이다.그는 패션이란 여성의 비이성 인 모방심리이며,신분상

징의 유일무이성에 한 차별화의 욕구로 묘사하고 있다. 세 유럽은

십자군 원정으로 동방과의 무역확 로 인해 다양한 물자가 유입되어 사

람들의 부에 한 과시는 더욱 강해졌고 기야 교회와 국가는 이러한

사회 상에 해 실질 인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그 결과

‘사치 지법’이라는 명칭 아래 몇몇 규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계 에

따라 착용을 삼가야 할 옷과 장신구를 알려주는 구체 조항들이 여기에

포함 다.따라서 상층 계 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비록 그에 상응하는

경제 여유가 있을지라도 특정한 옷을 입는 것이 지되었다.과거에도

61) 미  사 ·경 학  블 (Veblen) 『 한계 (Leisure class) 』에  한계 에 하

는 사람에게는 값비싼 건  남들  볼  도  과시  비하는 것  사  지  

지하는 단  다고 함에 라 과시  에 재  가격  비  가 늘어나는 

 과  블  과라고 한다.



- 57 -

자신의 사회 치에 따라 구별되는 의복의 허용의 기 이 엄격했으며

세 시 가 되면서 의복에 한 사치 지법이 이 보다 더욱 구체화

되고 포 으로 개되었다.이러한 사회 변화에는 무엇보다 당시 상

업자본주의의 여 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상업자본주의의 발달은 사

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사회 체를 이 시 보다 ‘유동 인’것으

로 만들었지만 반면 법은 여 히 계 분화를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었

다.

결과 으로 사치 지법은 특정한 물건을 소유한 계층의 사회 지

를 가시 으로 드러냈다는 에서 의복이 사회 지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다.짐멜(GeorgSimmel) 한 베블런의 이론을 그림 하여

계 상징의 동조성과 개인 차별화의 도구로서 패션을 진술했다.패션이

란 모방과 창조의 사이클이며,패션의 하향설을 주장했다.짐멜은 특히

고정된 사회보다 유동성이 있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엘리트층에 한 하

류층의 모방심리는 확 되며,패션 리더인 엘리트층은 그들의 유일 무이

성을 유지하기 하여,군 과 차이나는 보다 우월함을 주장하기 하여

스타일을 신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그는 자본주

의 사회를 분석하면서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의식을

강화시키나,역설 으로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

시킨다고 했다.그러나 상퀼로트(sansculotte)는 노동자들이 입었던 반

바지로 18세기 귀족들의 일상 아이템이 되면서 상류층에 가 되었

다. 명 에는 실크 스타킹이나 반바지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타롱(patalons)을 입기 시작했지만,이것이 국 런던으로 되면서

디즘의 표 인 인물로 남성복을 단순화한 보 럼멜(BeauBrummell)

에 의해 상퀼로트는 실크 재질의 긴 바지 형태로 상류층에 되었다.

패션의 역학은 양면 인 인간태도로 개인화와 동조화,차이와 연합,

한편으로는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과 한편으로는 의존(동일시)하고자 하

는 욕망을 포함하는 것이다.따라서 패션은 이 모순 충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매커니즘인 것이다.짐멜에게 있어

패션은 사회변화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이 사회변화는 결국 진보 인 것

이다.따라서 그에게 패션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 으로 베블

런은 패션을 권력 차별화에 따라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한 매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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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으로 보았다.그들만의 계 을 모방하기 해 발생되는 필연의 소비와

소유의 욕망은 낭비 이며 비이성 인 행동이라는 것이다.그에게 있어

패션을 통한 개인의 차별화는 과시 이며 낭비 이다.

바로크 시 의 정신은 권 가 우 이다.남성이 패션의 주도

인 입장으로서,긴 머리의 가발,즉 풀 보텀드 그(fullbottomed

wig)로서 곱슬거렸으며(lovelock),무릎까지 오며 넓은 바지 스타일인 페

티코트 리치스(petticoatbreeches)에 많은 루 (loop)를 장식하고,그

에 조끼 스타일의 더블릿(doublet)와 그 에 코트를 입었다.메리 이

블린(MaryEvelyn)은 페티코트 리치스가 의 바지 에 치마를 덧

입는 이어 스타일처럼 가장 남성 인 이미지와 여성 인 이미지의 융

합으로서 양성 인 이미지의 결합을 보여주는 라 했다.그러나 바로크

후기 복식에서의 성 특징은 확연히 구분된다.여성처럼 옷을 입는 것

은 비문명화된 것이며,반사회 이며,비이성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따

라서 근 의 남성 이미지의 바지차림이 이 시기에 정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이 시기의 여성은 남성복에 한 선호로 남성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했다.1643년 찰스 1세는 남성복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이 성을 장하는 것을 지하기도 했다.아크로이드(Ackroyd)는 이

시기에 여성들이 남성 복식을 차용함은 안 과 편리함 등의 실용 인 측

면과 혹은 그들의 열등한 성을 극복하기 한 것이며,특히 공 인 여성

들이 남성 복식을 착용 하 기에,다른 이들은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바로크 복식의 조형 특징도 부분과 부분이 서로 얽 유동 이고

유기 인 공간 배치로서 체 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다채로운 색상

과 곡선이 풍부한 호화로운 장식이 주 공간과 한계를 지우기보다는 열

려 있어 공간과의 상호 의존 계가 깊다. 한 세 지향 인 가치 추

구로 화려한 장식은 더욱 힘과 극 인 감정표출을 보여주는 측면이며,

남성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바로크시 를 지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유럽인들은 바로크의 장

,숭고 그리고 역동감에서 로코코의 경쾌,우미,아담함으로 바꾸고,세

련된 사교술,기지와 담소,요염함을 나타내는 18세기 상류계 의 취향을

띠게 된다.



- 59 -

로코코시 여성들은 길고 좁은 소매와 이 칼라가 달린 거 한

코트,남성의 더블릿을 착용하 는데,이것은 이성의 복식을 도착함으로

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돈 시킨다는 에서 고소당하기도 했다.이러

한 에서,이성간의 복식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도착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 지 이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로코코시 는 동양에 한 심과 향으로 인해 유럽문화 반에

걸쳐 문화와 술에 지 한 향을 미쳤다.이런 경향은 이국 취향으

로 받아들여 로코코스타일로 새롭게 창조하고 동양의 문화 특징을 새

로운 스타일로 발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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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 복

식의 미 특성

3장에서는 국 바로크·로코코 시 의 상화를 분석하여 복식의 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2장에서 연구한 국 상화에 표 된 복식

분석을 기반으로 시 정신에 따른 복식의 미 특성을 분석하 다.문헌

연구에 의해 정립된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일반 특성과 국 바

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을 분석하여 복식의 보편

성과 특수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1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일반 특성

본 은 바로크·로코코 상화의 사례에 나타난 복식의 특성을 알아

보고 계 간의 복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역사 기록으로 상화

의 개념을 보여 런던 국립 상화 미술 에 소장한 상화에 나타난 인

물의 복식을 통해 사회 지 와 정체성을 악한다. 상화를 사회

지 특성에 따라 왕족과 귀족,젠트리의 계 간의 특성으로 구별하고 복

식의 서로 다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들의 특성을 정리하여 차이

을 분석한 후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복식의 미 특성을

분석하 다.

1.바로크

바로크시 의 복식은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걸쳐 발생한 패션의

향으로 그 과도기는 몇 십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부셰(François 

Boucher)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의복에서 엘리자베스 시 의 향력

은 여왕이 죽은 해인 1603년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어떠한 의복

은 유럽 륙에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꽉 끼는 더블릿(doublet),무릎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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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오는 짧은 바지,드럼 딩게일 그리고 풀 먹인 여성 펜 칼라,풍부

하고 완고한 재료로 만든 풍만한 실루엣,그리고 17세기 분 기를 보여

주는 과한 장식이 그러하다.”62) 부셰는 패션의 과도기가 1620년에서

1625년까지라고 인식했지만63)토르 토라와 유뱅크는 17세기 패션에

한 연구에서 남성복의 경우 1625년,여성의 경우 1630년부터 시작되었다

고 했다.64)

패션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국 왕실과 다른 유럽국가들

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엘리자베스 1세가 왕 계승자 없

이 서거한 후에,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왕좌에 올랐고, 제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되었다.재정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쟁을

암시 했지만 제임스 1세는 스페인과 좋은 계를 유지했다.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스페인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당시 스페인의 향을

받은 패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페인이 그만큼 강 국이었음을 알 수 있

다.제임스의 통치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인 1623년,찰스는 스페인으로

건 가 스페인 왕비를 직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그는 노골

으로 거 당해,그가 국으로 돌아 왔을 때 그의 아버지인 제임스에게

스페인과 쟁을 하자고 요청했고,신부는 랑스에서 찾았다.1625년,

찰스는 그의 식 년에 랑스 출신인 헨리에타 마리아(Henrietta

Maria)와 결혼했다.부셰는 “1625년 이후에 우리는 거의 같은 의복을

랑스에도 찾을 수 있는데,슬래시(slash)장식의 더블릿,베네티앙,처진

남성 칼라,꽉 끼는 반소매로서 소매부분에는 팔꿈치 속옷 아래가 슬래

시 처리되어 있는 코트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유니폼 식의 여성 코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묘사했다.65)

17세기 기 청교도들은 찰스 1세의 정부를 타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일반 으로 색을 쓰지 않는 소박한 스타일을 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이러한 스타일을 상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이것이

흔한 스타일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부유한 귀족들은 공화정시 인

1650년에서 1660년 동안 계속해서 정교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찰

62)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N. Abrams, 1987), p. 273.
63) Ibid.
64) Tortora, P. G., Eubank, K,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2010), p. 

206, 213.
65) Francois Boucher, op. cit.,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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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2세가 왕 계승자로 복귀했지만,그의 통치기간 부분을 네덜란드와

쟁을 하는데 소비한 반면,그의 사 인 랑스의 루이 14세와는 좋은

계를 유지했다.이 시기에 국은 랑스 패션이 격하게 다시 유입

되어 17세기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이후에도,17세기 10년 동안은 패션에서

격한 변화를 찾아 볼 수는 없었다.소매 없는 더블릿,패드된 트 크호스

(trunkhose),크고 정교한 러 그리고 더블릿에 들어간 화려한 자수,

셔츠와 트 크호스바지 같은 것이 그러하다.

찰스 1세가 왕이 된 후의 상화를(그림8-1)보면,1625년에서 1630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찰스 1세는 무릎길

이 치즈 반바지66)를 입고 있다.토르 토라와 유뱅크는 치즈에

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체 으로 넓게 재단한 동시에 무릎 쪽으

로 가서는 좁아지게 재단,허리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쪽 모서리는 주로 리본이나 이스로 장식되었다.”67)

찰스 1세가 입은 잿빛 란색 더블릿은 가슴 부분과 소매 부분에 긴

슬래시 장식이 있고,소매 부분 사이로 린넨 셔츠가 보인다.특히,팔

쪽의 슬래시는 당시 유행하 던 장식이었으며,정교한 자수 그리고 아름

다운 패턴이 인기 있었다.찰스의 통치 기간 동안 상질의 단색 옷감이

사용되었고 재단기술도 뛰어났으며,평범한 스타일이 선호되었던 반면,

제임스 1세의 복식은 다소 화려한 옷과 보석의 사용이 많았다.찰스 1세

의 상화를 보면 정교한 잿빛으로 트리 된 은색 술과 장식용 술,

은 노란색 라인이 들어간 더블릿에 조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

인다.그 지만 상의와 하의가 하나의 색으로 된 옷이 많았다.68)찰스 1

세의 복식 처진 칼라는 뻣뻣하고 다루기 힘든 엘리자베스 시 의 러

를 신했다.셔츠에 붙어있는 이스 칼라의 폴링 밴드는 17세기 상

반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매우 정교하 다.이 시 남성들은 주로

신발을 신었지만,찰스 1세는 1630년 이 에 왕이 신었던 부츠를 신었

다.

칼라일 제임스 헤이(Carlisle,JamesHay)백작 상화를 보면 (그림

8-2),셔츠 칼라는 지나간 과도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체 인 스

66)   트   날 타  
67) Tortora, P. G., Eubank, K, op. cit., p. 208.
68) Ribeiro, A., Strong, R, op. cit.,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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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은 더블릿의 팔 쪽에 슬래시 장식이 있고,더블릿과 장식 자수의

치즈 반바지를 입고 폴링 밴드와 러 의 간쯤 되는 사각 린넨 칼

라에 신발을 신었다.찰스 1세의 스타일과 비슷한 의복이지만 왕이 된

후 사라진 스타일이다.

찰스 1세 시 는 랑스 스타일이 거 유입되었는데,허리 라인은

높아지고,불룩한 트라우져(trousers)그리고 셔츠의 아래쪽이 보이게,그

리고 더블릿은 앞쪽이 약간 열린 형태 다.더블릿의 소매에 슬래시 장

식이 있는 건 일반 이었고,셔츠가 보이게 한 개 내지 두 개의 큰 슬래

시 장식으로 꾸며졌다.기본원단을 선호하여 무거운 장식은 커 스,목,

바지,옷의 끝단에 장식 되었다.이러한 스타일은 존 벨라시스(John

Belasyse)의 상화에서(그림8-3)찾아볼 수 있다.벨라시스의 옷은 단순

한 색처럼 보이지만,어깨 로 떨어지는 넓은 큰 이스 릴 장식의

셔츠를 입었고,커 스도 이스 릴 장식이,바지의 무릎부분은 리본으

로 장식되어 있다.

17세기 여성 패션의 변화는 찰스 1세의 아내인 헨리에타 마리아

(QueenHenriettaMaria)에 의해 시작되었다.찰스의 부인 앤 여왕의

상화를 보면,엘리자베스 1세 시 의 드 스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

다.그러나 헨리에타의 상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복이 격히 변화

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다이크 경이 그린 첫 번째 상화(그림8-4)는 흰 의상을 입고 있

다.‘비록 그는 그녀의 드 스를 흰색으로 칠하는 것을 선호했지만,이것

은 신 라토닉 사랑과 순수성의 함축된 의미’다.여왕이 다른 강렬한

색의 드 스를 입은 상화가 있지만,패션에선 다소 애매한 색상이었

다.69)이 의 스타일과 비교해서 가장 에 띄는 부분은,부드럽고,비스

듬히 떨어지는 어깨인데,비록 소매는 풍성하고 거 하지만,어깨 라인은

이스 칼라에 의해 잘 정돈되었다.여왕은 하얀색 새틴 재킷을 입고 있

는데,핑크로 된 슬래시 장식과 팔꿈치 아래 소매에 풍부한 태피터

(taffeta)실크 장식을 볼 수 있다.‘바스크’라고 하는 짧은 앞 가리개는

재킷 아래쪽에서부터 허리 아래쪽까지 입는다.이 시 허리라인은 원래

인체의 허리라인 보다 높았는데,허리부분과 가슴 쪽에 분홍색 리본으

69) Aileen Ribeiro, The Gallery of Fash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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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식했다.보디스(bodice)와 스커트가 모두 풍성한 모양으로 부자연스

럽고 납작하나,스커트는 엘리자베스 시 때 유행하던 비율과는 다르며,

양 사이드 보다 뒤쪽이 더 풍성하다.여왕의 다른 상화(그림8-5)를 보

면,스커트의 모양,소매,그리고 보디스는 이 의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패션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여왕이 입은 검은 세이지 그

린 색 새틴 가운은 허리에 정교한 색 리본이 배치되어 그녀가 입은 가

운 색깔과 조되었다.보디스의 앞부분과 스커트는 정교하지만 비싸지

않은 아라베스크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70)옛 의복 스타일과 이 스타일

과의 가장 큰 차이 은 이스 장식이 된 깊게 인 사각형으로 재단된

목선이다.17세기 에는 이 듯 다양한 스타일의 목선이 등장한 시기이

다.토르 토라와 유뱅크는 여러 스타일의 목선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목선은 낮아지고,V 모양,사각,수평인 경우도 있었다.”71)반면,

비 로우는 다양한 종류의 목선에 해 “목선은 높고 유행에 따라 처진

이스 칼라는 피라미드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칼라의 부분은 가슴

라인 아래로 내린다.”72)

후자의 스타일은 향후 헨리에타 마리아 그림(그림8-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란 새틴 재킷,그림8-4에서 볼 수 있었던 하얀색 의복과 비

슷한 가운으로 타 타 실크를 사용한 의복이다.그러나 여기에,하얀색

의복과는 다르게,여왕의 머리는 격하게 처진 칼라의 이스 로 높

게 솟아 있었다.이 시기에 찾아 볼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은 비라고

슬리 (viragosleeve)이다.73)이 소매는 여러 개로 둥근 모양 퍼 가 양

쪽 소매에 있었는데,퍼 의 주 를 슬래시 장식으로 꾸며졌다.반다이크

가 그린 다른 상화를 보면 여 히 사치스러운 가운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50년,찰스 1세가 크롬웰과 의회 구성원들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

해 왕에서 물러났는데,청교도의 향으로 이 시 의 남성복과 여성복은

70) Ibid., p. 68.
71) Tortora, P. G., Euban, K, op. cit., p. 213.
72) Marybelle S. Bigelow, Fashion in History: Western Dress, Prehistoric to Present, 2nd 

ed.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9), p. 170.
73) 17 에 쓰여진 매   간격  어 리본  매어 프 슬리브  여러 개  느

낌  나게 한 것 다.   에  런 식 고 고   매가 드

 등에 채택 었다.[  지식 과] 비라고 슬리브 [virago sleeve] ( 료사 , 

1997.8.25, 한 사 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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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색사용이 자제되었다.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칙칙한 청

교도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반란군의 지휘자들도 옷을 사는데 많은 비

용을 지불했다.부셰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랑스 패션은 1650년 까

지 계속 되었고,청교도 스타일은 소박했던 크롬웰의 정부시 산층

사이에서 주로 입었다.그러나 국 귀족들의 의상은 네덜란드,심지어

같은 시 의 랑스의 상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화려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다.74)

청교도 스타일의 향을 받던 시기에 제작된 호화로운 의상의 한

를 월터 스트릭(WalterStrickland)의 상화(그림8-7)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는 정교한 색 자수의 패턴이 들어간 검은 벨벳 더블릿을 입고

있다.이 더블릿의 소매 안쪽에는 긴 슬래시 장식이 있고,흰 린넨 속옷

이 보인다.그는 린넨 이스의 폴링 밴드를 입었고,부드러운 가죽 장갑

을 끼고 있었다.검은색, 색 장미모양의 장식이 신발에 있었는데,그의

치즈 반바지 아래쪽의 릴과 맞춘 듯 했다.그의 왼쪽 어깨에 슬링

되어 있는 검은색 스카 를 했고,허리 주 에도 둘 다.이 시 는 찰스

1세와 엘리자베스시 보다,더 어두운 색 사용이 많았지만, 색 자수와

가죽 장갑 등이 고 스러움을 보여 다.이 공화정시 의 의상에서는 모

순의 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올리버 세인트 존(SirOliverSt.John)(그림8-8)을 그려 피터 나슨

(PieterNason)의 다른 상화를 보면,청교도 스타일을 재구성한 형태가

있다.여기서 상화의 모델은, 간 아래쪽으로 빼곡한 선의 단추가 들

어간 거무스름한 색 더블릿을 입고 있다. 한,그의 왼팔과 허리를 감

싸는 색과 검은색 슬래시 장식을 찾아 볼 수 있다.세인트 존은 오른

발을 살짝 앞으로 내 고 서있고,호화로운 리본과 치즈 반바지

의 자수가 집 되어 그려졌다.부츠 쪽에 색의 정교한 이스 공

도 볼 수 있다.

이 시 상화에서 볼 수 있는 여성복은 더 제 되었지만,취향과

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로 크롬웰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ElizabethCromwell)(그림8-9)에서 찾아 볼 수 있다.그녀는 밝은 오

지색 선이 들어간 검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진주로 된 목선과 귀걸이,

가운의 목에 부착된 하나의 진주는 그녀가 부유하다는 것을 잘 보여

74) Francois Boucher, op. cit.,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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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주목해야 할 은 깊게 인 목선으로,거의 어깨 쪽에 흘러

내리게 재단되었으며 이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많은 인기를 얻었다.

리베이로(AileenRibeiro)는 다른 상화를 보고 “이러한 스타일의 보디

스는 1650년 공화정시 처음 등장했다”고 하 다.75)그러나 인 목선

은 도덕 인 이유로 청교도들에 의해 비 받았다.이러한 상화들은

청교도의 향과 최신 유행 의상이 어떻게 결합 했는지 보여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청교도 이념과 실제로 공화정기 시 사람들이 입었던 스타

일도 함께 보여 다.

공화정시 의 국 여성패션은 다양하게 바 었는데,특히 랑스

패션으로부터 받은 향이 그 원인 하나이다.실루엣 모양의 변화를

제외하고,일반 인 패션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었다.짧게 재단된 가운,

속옷같이 하게 잘라낸 옷감이 그러했다.제이콥 스망스(Jacob

Huysmans)의 상화(그림8-10)를 보면,캐서린이 랑스 패션에 빠르게

응했다는 걸 알 수 있다.아마도,여성패션에서 가장 놀랄 만한 변화는

공화정시 이 에 시작했고,그 후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깊게 인

목선이다.여왕의 보디스는 낮게 재단되었는데 16세기 후반과 17세기

납작하게 디자인 되었다.(그림8-11).17세기 후반에는 엘리자베스 시 의

비율만큼 다시 길고 좁게 변화했다.이 상화에는 여성의 허리가 매우

가늘고,깊고 좁은 보디스의 앙에 보석의 선이 장식된 V모양의 허리라

인이 있었다.그녀의 소매에는 팔꿈치 길이의 양 소매에 슬래시 장식이

된 큰 퍼 가 달려 있었다.이 소매는 ‘비라고 소매’의 수정된 형태인데,

하나의 퍼 는 찰스 1세의 통치 때인 그림8-1과 그림8-2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패션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이다.캐서린은 고 스러운 족제비

털이 들어간 스칼렛 로 를 입고 있었다.

부분 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시 의 많

은 상화들은 실제 옷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평상복을 반 해서 상

화를 그리려 했다.평상복 차림의 상화가 유행으로서 지속되는 가운데,

후기 상화들에서는 좀 더 옷에서 의미 있는 디자인을 찾아 볼 수 있

다.그림에 묘사한 의복은 실제 착용한 평상복이 아니지만 평상복 차림

이 어떻게 정교한 스타일로 발 되었는지를 보여 다.여왕 메리 2세의

상화에서(그림8-12)드 스의 앞부분에 들어간 디자인을 볼 수 있는

75) AileenRibeiro,op.cit.,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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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깊게 인 목선 구조를 가진 이스 칼라,드 스의 면의 허리 라

인까지 떨어지는 이스가 그 다.그녀의 슈미즈의 소매는 한 가장자

리에 이스 장식이 되어 있고,드 스의 소매는 작은 릴 장식이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스타일은 격식 있는 의복은 아니었는

데,메리는 아름다운 선이 들어간 호화로운 스라소니 털 스카 그리

고,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앞으로 떨어지는 진주 장식체인,비스듬히 그

녀의 오른쪽 가슴을 가르는 진주체인을 했다.흥미롭게도,이 상화는

메리 그녀가 아직 공주일 때 그려졌고,다른 복제품은 옷과 머리장식이

약간 바 채로 7년이 지난 후 그녀가 여왕이 된 후에 만들어졌다. 상

화의 이 모든 구성요소에도 불구하고,하나 혹은 두개의 상화를 통해

우리는 17세기 후반의 실제 의상을 언뜻 알아 볼 수 있다.17세기 후반

으로 흐르면서,새로운 스타일이 국에 유입되었는데 바로 맨 어

(17-18세기경의),즉 일종의 헐거운 여성용 가운 망토이다.맨 어는 보

디스를 이어 붙이는 것 신 하나의 피스로 만든 것이다.이러한 형태의

기원은, 동 드 스에서 유래되었는데,76) 상화의 모델은 하나로 된 큰

옷감을 입고 있었다.엘리 제임스(EleanorJames)의 상화(그림8-13)

는 맨 어 뿐만 아니라 높이 솟은 코모데 머리장식의 가장 완벽한 를

보여 다.

남성패션은 17세기 후반에 찰스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아주 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찰스가 입었던 하나의 의복은 국패션에 아주 큰 변

화를 일으켰다.왕은 그의 치즈 반바지 까지 내려오는 긴 베스트를

입었고,그 에 유사하거나 혹은 길이가 더 긴 코트를 덧입었다.이러한

스타일에 응하기 해서, 치즈 반바지는 다시 폭이 이 처럼 좁아

졌다.이러한 결과로 남성복은 길고,헐 하게 재단되었다.찰스가 착용

한 베스트의 한 가지 를 이 상화에서(그림8-14)찾아 볼 수 있다.어

깨에 큰 리본이 있는데 검푸른 소매 없는 이 가 묶여있는 아래로

색 베스트를 입고 있다.17세기 후반에 여러 개의 리본장식을 다는 것은

의복에서는 일반 이었다.77)셔츠의 아래는 한 장식용 술과 릴장식

이 달려 있다.그의 신발에 달린 장미 모양 리본은 공화정시 이 부터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다.루이 14세의 것과 같은 빨간 창 신발이 그

76)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p. 216.
77) Francois Boucher, op. cit.,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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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 유행했다.78)

왕이 주로 사용했던 크라바트79) 한 유행했다.17세기 동안,폴링밴

드의 모양은 앞쪽이 돌출된 형태로 변했다.이는 결국 풍성하게 부

풀려진 크라바트를 만들어 냈는데,셔츠에 붙일 수도 있고,완 히 별개

로 된 형태로 린넨 실크를 셔츠의 앞쪽이나 목 주 를 조르는 형태도 있

다.남성이 착용한 긴 가운은 여성패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소 얌 한

스타일이다.80)

시인 존 드라이든(JohnDryden)의 상화(그림8-15)를 보면,그의

가운은 헐 한 스타일이다.드라이든은 검푸른 가운을 노란 색 베스트

에 입었다.그는 술로 장식된 란 신발을 신고 흰색 크라바트를 목

에 두르고 있다.집에서 입는 신사의 옷은 약간의 유사 을 보여주는데,

체 인 의복의 스타일은 긴 베스트와 찰스 2세가 입어 유행시킨 긴 코

트는 17세기 남은 10년 동안 계속 발 했는데,결국 랑스에서 유입되

거나 보통 국에서는 캐속(cassock)81)으로 불리는 "쥐스토코르

(justaucorps)"82)와 같은 종류의 코트의 조가 되었다.어떤 의복은 소

매에 커 장식이 다시 달렸고,앞쪽에 버튼이 달렸다.이러한 종류의 코

트는 치즈나 웨이스트코트 수트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다.83)

국의 17세기 의복의 역사를 보면, 기의 의복 보다는 다소 갖춰

진 형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그 동안 그려진 많은 상화나 그림은

부유한 집뿐만 아니라 낮은 계 에 이르기까지 주로 재 패션 경향을

볼 수 있는 삽화들이 많이 있었고,많은 양의 실제 의복이 재까지 박

물 에 잘 시되어 있다.

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들의 패션은 18세기 상반기에 변화 말

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게다가,쓰리피스(threepiece)의상의 조라

볼 수 있던 찰스 2세가 입은 베스트는 재까지도 남성패션에 계속되고

있다.

78)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p. 210.
79) 남  타 가 나   17 에 행 었  실 나  등 고  천  에 감고 에  

매었  것. 
80) Aileen Ribeiro, op. cit., p. 90.
81) 17  에  시  직  평상    
82) 17~18 에 럽  남 가 착 한  웃
83)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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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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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국 바로크 시 상화

2.로코코

18세기는 패션에 있어서 여러 문화가 혼합되었던 시기 다.유럽에

서는 륙 역에 걸쳐 패션이 퍼져나갔다.비록 랑스가 패션의 심

으로 남아있었지만 18세기를 거치며 국의 패션이 면직 사업의 호황과

함께 해외에서 인기 있게 되었다.이것과 더불어 유럽의 향력은

페르시아,인도 그리고 국 특히,서양에게 막 개방되기 시작했던 동양

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국 패션은 컨트리 드 스84)의 발 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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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했다.바우처(Voucher)는 국농경생활의 매력과 사회 선호에

해 서술했다:“ 국은 편의에 한 갈망과 더불어 특정한 청교도 진

지함과 스포츠에 련된 신을 더했다.시골지역의 취향,사냥과 사격에

한 열정 그리고 아웃도어 게임에 한 일반 행은 다른 나라보다

더 넓게 퍼져있었다.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국의 신들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류들의 유행,하얗거나 날염된 면 그리고 특정한 종류

의 옷들이다.”

비 로 한 국이 그 시 의상의 특징으로 시골과 야외 스포츠에

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강조했다.반면 토토라(PeppeTortora)85)와 유뱅

크는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국의 체 인 사회 구조에 더욱 을

두었다.“ 국의 사회조직은 랑스보다는 덜 왕실 심 이었다.유행을

따르는 삶의 심은 런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들과 국유지

한 그들 자신의 사회 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유행하는 의상에 심

을 가졌다.”86)컨트리 드 스가 상 계층들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는 캐서린 더 라스(Catherine Douglas)의 퀸스버리의 공작부인

(DuchessofQueensberry)의 상화이다(그림9-1).캐서린이 상류계층

이었지만 그녀는 우유 통에 손을 얹고 있고 배경에는 소젖을 짜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이 의상이 드 스의 목가 인 방식을 받아들 다고 볼

수 있다.87)그러나 소박한 패션의 상 계 으로의 이는 항상 쉬운 것

은 아니었다.존 스타일스(Styles,John)88)는 캐서린이 입은 상류층의 흐

름에 해서도 언 했는데 “18세기동안 가정 그리고 원의 생활과 련

된 옷 입기의 비격식 인 방식들은 패셔 블한 도시 집단 안에서 계속

해서 입지를 넓 가고 있었다.”89)그의 요 은 패션이 다른 방향으로 흐

른다는 것과 패션에서 상류층의 지배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

84) 원  한 느낌  나는 드  
85) 인아트,패션과 풍경 사진작가인 동시에 비디오 메이커로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출생

하 다.
86)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p. 227.
87) Aileen Ribeiro, op. cit., p. 105.
88) 하트  학  역사학 , “Gender, Taste, and Material Culture in Britain and 

North America, 1700-1830 (Hardcover) ”  공편  하  그 에도 많   

간하 다.
89) John Styles, The Dress of the People: Everyday Fashion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eds.), (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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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젠트리 남성과 여성은 엘리트 계층 스타일의 아주 단순화된 버 을

입고,그들의 사회 상 자들이 시골에 있을 때나 아침에 집에서 입는

옷들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입는 것으로 보여 진다.”90)

18세기 상반기 남성의 패션인 무릎까지 오는 긴 코트인 쥐스토코르

는 17세기 말부터 백년간 지속되었다.제임스 크랙스 디 엘더(James

CraggstheElder)(그림9-2)의 상화에서 18세기 에 입었던 조끼의

한 를 볼 수 있다.크랙스의 긴 색 조끼는 무릎 까지 내려오고

체가 은색과 색의 가느다란 자수 문양으로 꾸며졌는데 이것은 동양에

서 감을 받은 것이다.이러한 디자인들은 18세기 에 흔히 볼 수 있

었고 특이하다는 의미의 ‘비자르’로 불렸다91).크랙스는 긴 소매의 조끼

를 입고 있는데 그의 벨벳 코트의 소매 끝동을 뒤집었을 때 이국 인 문

양을 강조하는 긴 소매의 소매 끝동이 보인다.조끼는 앞을 따라 내려오

는 수많은 단추로 배열되어 있고 가운데 두 개 단추만이 채워졌다.이

시기에는 조끼의 와 아래의 단추를 잠그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패

션이 이러한 추세를 바꾸었다.그의 린넨 크라바트와 셔츠는 다른 상

화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크라바트를 입는 방법은 스틴커크92) 는데 토토

라와 유뱅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스틴커크는 단추 구멍으로 나온

크라바트를 느슨하게 꼬아 입는 스타일로 병사들이 목주 에 느슨하게

꼬아서 입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1692년의 쟁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스틴커크가 그 투보다 수년 에 유래되었다고 한다.”93)

데릭의 상화 린스 오 웨일스(FrederickLewis,Princeof

Wales)(그림9-3)를 보면,왕자는 으로 자수가 놓여 진 호화로운 빨간

벨벳 코트를 입고 있다.목 주 에,주머니와 소매 끝동 한가운데의

단추 구멍들을 따라 내려오는 디테일들은 이 코트에 고 스러운 훌륭한

감각을 보여 다.크랙스의 옷과 같이 린스는 그의 코트 가운데만 잠

90) Ibid.
91) Aileen Ribeiro, op. cit., p. 98.
92) 틴커 는 라 트  에 한  감  매고  가닥  꼬  트 단  에 끼우는 식

다. (지식 과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S

teinkirk)
93) Phyllis G. Tortora, Keith Eubank, op. cit.,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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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그의 베스트의 술은 다홍색 코트 으로만 보인다.

랑스의 패션과 달리 국에서는 조끼와 코트를 같은 색의 같은 천

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 보통이었다.94)그러나 그 반 로 입는 경우도 있

어 외투를 단색으로 하고 속의 옷을 화려한 자수무늬가 있는 밝은 색으

로 입었다.헨리 세인트 존 볼링 룩(HenryStJohnBolingbroke)(그림

9-4)은 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그의 조끼는 색,은색,검정 그리

고 주황색으로 강렬한 ‘비자르’패턴이다.그의 소매 끝은 목에서부터 부

드럽게 떨어진 크라바트에 의해 매우 아름다운 이스 소매 끝동이 보인

다.존은 조끼 에 분홍과 빨간색의 털을 덧 벨벳 가운을 입고 있다.

비록 그 가운에는 단추가 없지만 구릿빛 벨트로 거의 닫 있고 가운

의 덮개들은 단색의 넓은 표면을 분산시키기 해 더해진 것이다.이 모

든 것들의 에 존은 코트와 같은 색의 긴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 이 망

토의 의 넓은 천은 스라소니 털로 덮 다.

17세기의 가운은 술가들에게 필수품이었다.이국 인 아이디어에

한 심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편안한 창의성의 감각과 자유분방함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제이콥 톤슨(JacobTonson)(그림9-5)은 『실낙원』

이라는 책을 발간한 출 인이었다.그는 여기서 크라바트와 함께 하얀

린넨 셔츠 에 캐주얼한 록색 세이지 가운을 입고 있으며 『실낙원』

의 사본을 들고 있다.그는 머리에 인도터번의 모조품으로 보이는 챙이

뒤집어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동양 스타일에서 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기의 여성복은 패션의 요한 발 은 빠니에(panier)사용

의 증가이다.이것은 스커트의 모양을 잡는 페티코트 아래에 입게 되는

구조 요소 다.토토라와 유뱅크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가장 오래

의 빠니에는 고래수염으로 만들어졌다.그 스타일이 지속되면서 속

빠니에와 바구니 같은 빠니에 모양을 만들기 해 다양한 재료가 사용이

되었으며 엉덩이 에 입어졌다. 속 는 고래수염 빠니에는 페티코트

안으로 바느질 되었는데,다른 것들은 띠와 함께 결합된 모양으로 만들

어 졌고 허리 주변에 묶 다.”95)

1760년 와 70년 까지 여성복에 쓰 던 고리의 모양은 스타일을 구

94) Francois Boucher, op. cit., p. 322.
95)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al Costume,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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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게 하는 주요 요소 다.이러한 고리들의 발 은 궁극 으로는 터무

니없는 비율이지만 16세기 하반기의 딩게일96)과 흡사하게 18세기 여

성 패션의 심이다.

18세기 처음 십년동안 망토는 자주 선택되는 가운의 일종으로 남았

다.앤 여왕의 상화에서(그림9-6)여왕은 실크 로 이드의 호화로운

색 망토를 입고 있다.망토 앞부분의 독특한 V모양의 시작부분은 아

래에 색 보디스를 드러낸다.소매 끝동에 이스를 세공해 아름답게

이 으로 겹친 사이로 어깨 자연스럽게 털가죽을 탭들에 추가 마

무리를 했다.그 소매들은 어깨에서 좁게 시작되지만 팔꿈치에서는 아주

넓게 잘라져 팔을 더 가늘어 보이게 해 다. 색을 더 밝게 보이게 하

는 스라소니 털을 덧 짙은 보라색 벨벳가운으로 옷이 완성된다.

1719년, 리엄 탈만(TheTalmanFamily)과 그의 가족들의 상화

(그림9-7)에서 15년 후에도 여 히 망토가 패션에 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탈만의 부인인 한나는 꽃무늬의 실크 페티코트에 맞추

어 하얀 망토를 입고 있으며.스커트 아래 고리는 넓고 둥근 모양을 만

들어 낸다.스커트의 뒷부분은 지어 떨어뜨린 색 휘장에 의해 훨씬

크게 보인다.

18세기의 처음 몇 십 년 동안은 비록 망토는 계속해서 착용되었지만

느슨하게 입는 수많은 스타일의 실용 가운이 선호되었다.이에 해

토토라와 유뱅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가장 흔하게 착용된 종류

의 가운들은 로 바탕뜨,로 볼란트,이노상떼, 는 쌕이다.이 가운

들은 모두 벨트 등으로 조여지지 않고 어깨에서 바닥까지 옷감이 흘러내

리는 형태이다.어깨부분 뒤쪽과 앞면에 릴 주름이 있고 쌕은 돔 모양

의 후 에 입었다.그리고 코르셋이나 페티코드 에 앞면이 잠겨 있

거나 열린 형태로 입었다.”97)

18세기 타운센드 자작부인(ViscountessTownshend)(그림9-8)의 그

림은 이국 이며 화려한 드 스를 입고 있다.그녀의 가운은 열린 쌕 스

타일로 이 상화에서 가운은 큰 하나의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털을

덧 벨벳 가운으로 그 옷은 상 으로 간단한데 진주들로 가 채워진

카디건 종류를 입고 있고, 벨트로 허리를 묶었다.그녀는 단에 조

96) 여 들  치마  룩하게 하 고 에  근 틀
97) Ibid.,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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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단 정교한 새틴 페티코트를 입고 있다.그녀 머리 의 루비색의

터번은 동양의 정취를 더해 다.

이 의 그림이 화려한 드 스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쌕 가운의

다른 좋은 는 타이어스 가족(JonathanTyersandhisfamily)(그림

9-9)의 상화에서 엘리자베스 타이어스가 입고 있는 노란 새틴 가운이

다.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목 주 에 스카 를 두르고 있고 머리에 하얀

모닝 캡을 착용했다.그 가운의 셔츠는 닫 있어 페티코트는 보이지 않

는다.그녀는 스커트 앞으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스카 와 같

은 천으로 만들어졌다.

18세기말 느슨한 쌕은 시간이 갈수록 앞부분이 몸에 꼭 맞게 변했고

스커트의 엉덩이 부분은 더 넓어지곤 했다.이것은 좁은 허리와 거

한 엉덩이를 상 으로 두드러지게 조하는 것으로 이 시 의 국

과 랑스 의복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허리가 더 딱 붙게 되면

서 결국 보디스와 스커트는 다른 옷처럼 보이게 되었다.이것은 앞은 몸

에 딱 붙고 뒤는 목에서 바닥까지 덮는 주름을 가진 '로 아 라 랑세

즈'에서 볼 수 있다.조나단 타이어의 딸은(그림9-9)쌕 스타일처럼 한

천에서 잘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분홍 새틴 가운을 입고 있다.그

옷은 좁은 처리,뒤 쪽의 주름이나 넓은 소매가 있는 랑스풍 드 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페그 워핑턴(PegWoffington)(그림9-10)으로 여겨지는 상화를 보

면 그녀는 핑크색 새틴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모양은 형 인 랑스 풍

드 스로 넓은 빠니에,팔꿈치 에서 끝나는 넓은 소매 그리고 아래에

란색의 무늬가 있는 페티코트가 보이는 오 스커트이다.하지만 목

스카 는 쌕- 랑스풍 드 스와 함께 흔하게 두르던 것이다.98)몇몇 가

운들은 쌕에서 랑스풍 드 스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식 이해의 독특

함을 반 하는 듯하다.

랑스풍 드 스가 18세기 말까지 착용된 반면 국에서는 다른 트

드가 생겨났다. 국에서 생겨난 이른바 국식 패션은 해 을 건

랑스 왕실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이를 앙 즈 로 즉, 국풍

의 드 스라고 한다.18세기동안 남성 패션의 변화는 옷의 새로운 아이

템,새로운 모양 그리고 실루엣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그것은 작은

98) Francois Boucher, op. cit.,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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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었지만 록코트가 조 씩 남성복의 례를 바꾸었다.

조슈아 이놀즈(JoshuaReynolds)경(그림9-11)의 상화는 록코

트를 보여주는 좋은 이다.헴리 페인은 록 안감의 빨간 록코트를

입고 있다.재단은 종종 격식을 차린 드 스 코트보다 조 더 짧았지만

이 록코트는 딱 무릎 까지 내려온다.소매는 드 스 코트보다 더 길

고 소매끝동에는 단추가 달려 있다. 록코트의 특징은 넓고 아래로 쳐

진 칼라이다. 록코트는 1730년 즈음에 완벽한 컨트리 웨어로 받아 들

여 졌지만 1760년 즈음부터 격식을 차리거나 혹은 세미정장 복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99) 1760년 반부터 워 하스 (Warren

Hastings)의 상화에서(그림9-12)약간 더 격식 인 록코트를 볼 수

있다.독특하게 아래로 쳐진 칼라와 록코트임을 보여주는 길고 좁은

소매 끝동의 버튼은 이 의 록코트와 다르게 밝은 디테일과 함께

실크와 모직이 혼합된 짙은 자감색의 천으로 만들어졌다.100)이 상화

에서 다른 디테일들도 찾아볼 수 있다.하스 의 코트와 조끼 그리고

리치즈는 모두 다른 색이라는 사실은 이 시기에 국에서 일어난 패션의

격식을 향한 완화된 사고방식을 보여 다.이 그림들에서는 가운데 몇

개의 단추만 잠갔던 반면 해스 의 조끼 단추들은 아래 로 모두 잠겨있

다.이는 옷에 박힌 문양을 훨씬 에 띄게 해 다.

18세기 남성 패션의 변화는 조끼의 변화이었다.남성 패션이 찰스 2

세에 의해 국에 소개된 것은 수백 년 부터 다.리베이로는 그 트

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780년 까지 남성복은 덜 화려해지고 있

었고 색과 소재에서 제된 모습을 보 다.궁 복식은 외 지만 풍부

한 장식과 실크는 더 이상 일반 이지 않았다.남성들은 좋은 모직 옷

특히,모직 코트를 일상복으로 입었다.코트와 리치즈의 색이 약해지면

서 종종 실크나 면으로 만들어지는 문양 있는 조끼를 입게 되었고,1780

년 와 1790년 에 특히 무늬가 유행했다."101)

1770년 니에는 엉덩이 패드로 체되었는데, 게 코르크나 가

벼운 물질로 만들어졌으며,여성의 몸을 과장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18세기 반에 유행했던 이러한 경향은 랑스 풍 로 에서 국식 앙

99) Phyllis G. Tortora and Keith Eubank, op. cit., p. 232.
100) Aileen Ribeiro, op. cit., p. 124.
101) Ibid.,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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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로 로 체되었다.이러한 변화는 스커트의 뒤 양쪽의 크기의 변

화를 포함한다.

토마스 게인즈버러(Thomas Gainsborough)가 그린 소피아 샬롯

(SophiaCharlotteDigby)(그림9-13)의 상화를 보면, 상화 모델은

형 인 국 스타일인 가운을 입고 있다.그녀의 칼라 주변에 릴장식

이 달리고 팔꿈치 길이의 소매 커 에 릴장식이 달린 하얀색 실크 앙

즈 로 를 입고 있다.가운은 뒤집어진 V모양으로 스커트의 앞이

열린 형태 고,안쪽의 란 패티코트가 보 다.가운은 가슴에 큰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허리 주 와 스커트 뒤에 흘러내리게 큰 리본을 묶여

있다.긴 리본이 허리부분과 드 스 뒤쪽에 떨어지는 컬을 묶고 있는데,

랑색이 패티코트와 잘 맞는 색이다.이는 이 시 에 인기 있는 형태로,

허리의 단을 지지하고 패티코트의 아래 부분을 좀 더 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그녀의 넓은 보닛은 큰 고슴도치 헤어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녀의 모자에 달린 리본을 보면 다른 리본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샤 리(TheSharpFamily)(그림9-14)의 상화에는 랑 가운

을 입고 앞에 서있는 랑시스 샤 가 앙 즈 로 를 입고 있다.이

상화는 국에서 발생했던 다른 형태의 인기 있었던 패션으로 남성

의 시골 의상에서 유래되었다.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리엄 샤 의

아내는 승마복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남성 인 여성복이다.칼라는 흰

색과 색이 덧 어져 있고 앞면이 트인 형태의 조화된 여 옷 형태의

웨이스트 코트 다.샤 가족(그림9-14)의 상화에서 왼쪽 뒤에 앉아

있는 제임스 샤 부인이 입고 있는 다른 도 볼 수 있다.이 그림은

18세기 동안 여성복의 주요 발 을 요약하고 있다.18세기 말,패션의 이

해에 한 낭만 인 이상으로써 새로운 발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낭만

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에 요성을 두었다.이것은 여

성들이 입기 시작한 옷의 스타일에 반 되었다.허리라인은 부자연스럽

게 거의 가슴까지 높게 올려 졌고 가운들은 느슨하고 유동 인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 모양을 드러냈다.패션의 과도기 동안

스커트는 여 히 느슨한 모양이었다.

죠슈아 이놀즈 경이 그린 사라 캠벨(SarahCampbell)(그림9-15)의

상화를 보면,고 인 스타일이 반 된 환상 인 의상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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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1]

CatherineDouglas,Duchess

ofQueensberry,

byCharlesJervas

[그림9-2]

JamesCraggstheElder,

byJohnClosterman

[그림9-3]

FrederickLewis,

PrinceofWales,

byPhilipMercier

[그림9-4]

HenryStJohn,

1stViscountBolingbroke,

byAlexisSimonBelle

[그림9-5]

JacobTonsonⅠ,

bySirGodfreyKneller

[그림9-6]

QueenAnne,

byMichaelDahl

데,기본 인 폴로네이즈 모양임이 명확하다.폴로네이즈 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가운의 스커트가 앞쪽이 넓게 드 스의 뒤 쪽에서 끌어

올릴 수 있는데,패티코트와 결합하여 꽃 모양을 만들어냈다.목선은 낮

게 재단되고,계란형 모양 보디스는 이 의 랑스 스타일보다 더 풍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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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국 로코코시 상화

[그림9-7]

TheTalmanFamily,

byGiuseppeGrisoni

[그림9-8]

ViscountessTownshend,

byCharlesJervas

[그림9-9]

JonathanTyers

andhisfamily,

byFrancisHayman

[그림9-10]

Unknownwoman,formerly

knownasPegWoffington,

byFrancisHayman

[그림9-11]

TheHonourableHenryFane,

withHisGuardians,

InigoJonesandCharles

Blair,

bySirJoshuaReynolds

[그림9-12]

WarrenHastings,

bySirJoshuaReynolds

[그림9-13]

SophiaCharlotteDigby,

LadySheffield,

byThomasGainsborough

[그림9-14]

TheSharpFamily,

byJohanJosephZoffany

[그림9-15]

SarahCampbell,

bySirJoshuaRe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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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 바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에 한 해석

복식의 양식은 복식 그 자체가 미 상으로서 외 형태미,즉 조

형성을 포함하며 이 조형성을 빌려 인간이 표 하고자 하는 내 내용을

이룬다.이 내 내용은 인간의 감성으로 느 을 때 비로소 미 가치를

갖는다.102)‘미 ’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인 아에스테토스(감성 인)이라

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 미 태도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이다.칸트(Kant)는 단력 비 에서 ästhetisch(미 인)라는 말에 ‘단순

한 직 에 근거하며 개념 사유의 매개 없이 직 으로 쾌 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으로서 자연과 술의 미와 숭고를 포 하여 설명

한 이래 미학에서 요한 용어가 되었다.이는 직 체험에 의한 직감

인 미 가치를 표시하는 말이다.그러므로 ‘미 ’에 비하여 ‘미(das

schöne)는 그 하 개념이며 숭고,우미,비장,골계,유모등과 동렬에

치하는 하나의 미 범주이다.그러나 ‘미’는 이들 범주들 가운데 무엇보

다도 조화 성질이 두드러지며 순수하게 쾌감을 달하는 것으로서 미

인 것의 특색을 최고도로 보여주는 형 인 형태이기도 하다.103)미

범주를 체계 으로 조직하는 이론,즉 미 범주론에 해서는 무수

히 많은 학설이 있다.이 미 범주론은 국의 경험 미학,특히 버크

(EdmundBurke)의『숭고와 미에 하여,A PhilosophicalInquiryinto

theoriginsofOurIdeasoftheSublimeandBeautiful』(1756)나 임

즈(Kames,H.Home)의『비평의 요소,ElementsofCriticism』에서 환

기되었던 이론이다.코바타 조(木幡 三)에 의하면 이 미 범주론이

바로 그 미학자가 존 하는 미의식의 경향이나 시세의 향,민족 감

수성의 경향에 의하여 내용 으로 좌우될 뿐만 아니라,방법론 으로는

바로 그 미학자가 근거로 삼는 철학 입장의 차이에 의하여 아주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이다.104)타타르키비츠(Tatarkiewicz)의 미 범주는 미의

102) 민 , 『복식미학강  1』( 울: 사, 2004a), p. 196.
103) Ibid., p. 201.
104) Ibid.,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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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아니라 변화형이라 제하면서 합성,우미,우아,섬세,숭고,

추,고 미,낭만 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통 인 성의 개념에

한 복식미는 남성미와 여성미로 구분되어왔다.

1.바로크

17세기 바로크 양식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타나는 불확정한 법칙,

즉 율동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직선보다 곡선을 주로 사용하며, 한

곡선을 틀어지고,당기고,늦추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바로크의 본질인

율동감을 기반으로 한 곡선의 술 표 을 추구했다.바로크 양식의

상류층 남성복의 실루엣도 곡선을 기조로 이루어진 공간 구성으로 풍

성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외 이미지는 동 이며 극 인 바로크의

특징을 그 로 반 하고 있다.바로크 시 에는 세속 인 여성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그 주된 이념이었으므로 허리선은 당히 올라가고

허리길이가 짧아졌으며,복부는 덜 나왔고 허리를 편 자세를 요시 했

다.크고 둥근 가슴을 강조하 으며 가슴 돌출과 더불어 엉덩이 돌출도

시도되었는데,17세기에는 이것이 확 표 되어 측면에서의 돌출을 의

식하기 시작하여 버슬(bustle)양식이 등장했다.버슬 양식은 바로크 시

말인 1680년경에 나타났으며 로코코 시기인 1780년 의 카라코(caroco)

나 폴로네즈(polonaise)에서 다시 유행되었다.

고 주의 ‘균형과 도’와의 결별을 통한 자유로움이 표출되면서

이에 따른 무질서한 기법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제되지 않은 표 이 자

연스럽게 나타나는 동시에 모방·혼용·암시 등의 기법이 동원된다.105)

바로크 시 에는 향락주의에 의한 통속 이고 식물 인 비 스 이미

지 추구로 동물 생명력이 가득한 풍성한 살붙임의 비만형을 이상 으

로 여겼는데,이는 후에 낭만주의 시 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그러

므로 이상 인 인체보다는 실제 인 인체의 극 변화와 표 을 추구하

여 7등신을 그 로 표 하 으며,인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한 복식 우

105) , 허 득, “복식에  미 식과  고찰 :   심 ”, 

『한 색채 학 연 』, 2005, 1(1), pp. 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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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이 지배 이었다.106)과다한 장식 모티 로 인해 비례가 허

물어져 인체와 복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부드러우며 풍성한 실루엣으

로 구성 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성을 지닌 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1)숭고미

숭고는 원래 ‘높이’라는 의미로서 이상형태(理想形態)에 한 가치개

념이었다.이는 장엄(grandis),장 (grauz)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숭고가 미 범주로 도입된 것은 근세 이후이다.고 인 미의 형

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된 근 술에 숭고의 범주가 용되었다.

최수 (2003)은 숭고란 신 인 감,카타르시스 등 극 인 감동으로

부터 기원되었으며,이 숭고미는 고통과 쾌락,공포와 환희,부정과 정

이 혼합된 양면 감정이라 정의내리면서 이의 미 가치는 비장성,무한

성,해체성이라 했다.비장성이란 죽음과 신체 고통,비극 상황에

한 비탄과 같은 공포가 월되어 체험되는 혼의 고양을 뜻하며,무한

성이란 엄청난 크기나 힘을 갖는 상 앞의 축으로 인하여 월 인

이성의 성을 발견하는 환희를 뜻하고,해체성이란 자아상실의 공포

가 새로운 자아의 발견으로 월되어 기쁨에 이름을 뜻한다고 했다.이

비장의 숭고미는 다음에서 논하고자 하는 비장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인

데,주로 복식에서는 신체 고통이 수반하는 문신,상흔,변형,코르셋으

로 조여지는 인체 욕 인 이미지의 성직자 복식,악마 이미지나

오스러운 오 제를 통한 패션 등이 그 이다.

복식에서 무한의 숭고미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비례와 조화로서 표 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르다.즉 신체확

장의 의미로서 복식으로 과장되게 장식함으로써 인간의 엄,지 등을

과시하는 것이다. 뤼겔(Flugel,J.C)은 이를 수직 강조,면 의 강조,

방향의 강조,원형의 강조 는 국부 강조를 통한 복식의 장식성이라

했다.즉,신체 연장의 효과를 통하여 인간의 엄,지 를 과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숭고미인 것이다.왕의 식 복장에서 긴 트 인(train)

한 복식을 통한 신체 연장으로서 권 를 상징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106) 민 , 『복식미학강  2』( 울: 사, 2004b),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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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있어 패드 사용은 어깨를 강조하는 것으로 힘을 상징 으로 표

하는 것이다.

복식에서는 남성들의 수트에 패드(pad)를 는 것으로써 남성

인 힘과 권 를 과시하며,반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 테일러 수트를 수

용함으로써 종래의 여성 인 인체미보다도 남성 인 인체미와 이에 따른

권 를 차용하는 것도 이 복식의 숭고미라 할 수 있다. 엄성은 상이

엄숙하고 장 하며 고귀한 기품이 있고,엄격하며 숭고한 존엄을 가질

때 달되는 감정으로,검정색의 의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미지이며

미 범주에서의 숭고(sublime)의 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복식에서

숭고미의 추구는 수직 강조,면 의 강조 등 복식을 이용한 신체 확장

의 효과를 인간의 엄과 지 를 과시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를 들어,역사상 복식에서 가장 웅 한 느낌을 주는 르네상스 시

에는 러 칼라의 사용과,남성은 주로 검정색,여성은 반 으로 어

두운 색조를 주류로 함으로써 복식이 더욱 권 으로 보 으며 엄이

고조되었고,면 의 강조를 통한 인간의 존엄이 복식의 숭고미로 표 되

었다.

색상에서는 검정색은 서양의 복식의 역사를 통해 아주 요한 시기

와 장소에서 착용자의 엄과 권 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

행한 색상이며,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엄 인 색상으로서의 자격

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엄성과 숭고미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공통 인 특질을 살펴보면 밝고 화려한 색상 속에서 검정색이 단

독으로 조를 이루거나 검정색 자체가 가지는 색감의 깊이와 강한 색

에 지에 의해 힘이 두드러지고 외곽선이 분명한 한정 인 형태이다.아

울러 체로 빛에 의한 표면반사로 화려함과 부피감을 가지는 벨벳이나

실크와 같은 직물로 되어 있고,인체를 과장하는 형태로 부피가 크며,어

떤 경우에는 권 와 엄을 상징하는 흰색 러 칼라가 더해지기도 했

다.

상화에서 표 된 여성왕족의 복식은 남성에 비해 숭고미가 고

은폐성이 보인다.이는 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이 바로크시 의

왕비 등에게 해지면서 거 한 숭고미가 상 으로 어지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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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2)남성미

귀족의 복식은 소재와 장식,색채로 인한 화려함이 있었으나 명이

후 패션에 한 환멸과 제미로 왕족과 귀족의 복식,신흥 부르주아의

복식은 오늘날 남성용 수트로 발 되었다.

국의 새빌로우 스타일은 베스트,재킷,바지로 이루어진 쓰리피스

정장으로 원형은 국의 재단사에 의해 발 되었다.남성복식의 기 이

되는 피트가 요한 요소가 되었다.비스포크는 량생산용 패턴을 사용

하지 않고 개인의 신체치수를 직 재서 재단하는 수트로 그 어원을 보면

‘사물의 본질을 증명하는 어떤 것’을 뜻한다.수트는 인체의 구성요소를

직물과 제로 우아하고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고,남성복의 미를

결정하고 남성성을 나타내주는 원천이 된다.

3)근 취향

인체를 지배하는 복식형이란 후 나 코르셋 등으로 신체의 윤곽선을

당하게 감추거나 재조정하는 복식형으로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특징

이다.신체와 복식간의 이 종속 혹은 지배 인 속성은 시 에 따라 아

름다운 이상형을 창조하는 데 결정인자로서 작용한다.특히,19세기 말의

복식의 미학운동을 개한 국의 하웨이스(Haweis)는 아름다운 복식이

란 신체의 기본 곡선과 모순이며 인 임을 주장하 다.107)

과시 흥미가 복식으로 집 될 때 인체는 복식의 종속 인 역할로

서 은폐되고 복식의 실루엣은 과장되며 사치스러운 색감과 장식으로서

인체를 지배함으로써 착용자의 인체의 미와는 유리되어 과시 상징성을

표 한다.그 로 루이 14세의 식복을 들 수 있다.이는 인체미를

은폐시킴으로써 권 상징성을 의도하고 있는 복식의 이다.

서구 문화의 정신 인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의 상징 의미에서 검

정색은 고난을 뜻하고 세속 욕구를 은폐하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 성직

자들의 의상은 검정색이었다.17세기에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종교 이

107)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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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향으로 세에서의 물질 만족을 죄악시하고 내세 주의 검소

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건한 색상인 검정색의

의상을 주로 소박과 검소의 상징으로 착용했다.

17세기 후반기로 어들면서 루이 14세의 왕권 확장으로 네덜란

드의 시민 인 수수한 경향이 없어지고 신 궁정을 심으로 한 화려한

의상이 다시 유행했지만 국의 청교도들은 검소한 복장을 계속 유지했

으며,이들은 네덜란드인의 의상을 바탕으로 이것을 더욱 검소하게 발

시킴으로써 17세기 후반의 화려한 바로크 의상과 조를 이루었다.



- 86 -

개념

(keyword)

실루엣 조형

특성
남 여

숭

고

미

장엄
·
장
·

거 함
·

엄숙함
·

은폐의미
·

불균형

과장된
실루엣
·

복식우선
·

불균형의
미
·

강렬한 색
(검정,
붉은색)
.

과다한
장식

[그림10-1]

King

CharlesⅡ

byThomas

Hawker

[그림10-2]

Laurence

Hyde,1stEarl

ofRochester

bySir

Godfrey

Kneller

[그림10-3]

Anne,Lady

Carleton

byMichiel

Jansz.van

Miereveldt

[그림10-4]

Queen Anne

bySir

Godfrey

Kneller

남

성

미

권
·

강인함
.
엄

단순성

·

피트가

요

.

정면자세

[그림10-5]

SirHenry

byWeesop

[그림10-6]

Robert

Devereux,3rd

EarlofEssex

byUnknown

artist

[그림10-7]

Elizabeth 

Queen of 

Bohemia 

by Michiel 

Jansz. van 

Miereveldt 

[그림 10-8]

Mary,

QueenScots

byNicholas

Hilliard 

근

취

향

과시

성향

.

인

.

상징성

.

모방성

사치스러

운 장식

.

화려한

색상

[그림10-9]

Henry

Wriothesley,

3rdEarlof

Southampton

byUnknown

artist

[그림10-10]

Sir

Christopher

Hatton

byUnknown

artist

[그림10-11]

 Mary,Lady

Scudamore

byMarcus

Gheeraerts

Younger

[그림10-12]

Barbara

Palmer,

Duchessof

Clevelandby

JohnMichael

Wright

[그림10] 국 바로크 상화에 표 된 복식의 특성



- 87 -

2.로코코

로코코시 궁정에서는 인품과 매 에 하여 반드시 우미를 지녀야

하 으며,특히 궁정인으로서 옷차림새,말씨,제스처를 주의 깊게 찰

하고,평소에 신 한 노력과 연습을 통하여 매 를 길러야했다.그러나

살롱 문화의 개와 함께 귀족 취향으로 가볍고 섬세하며 우아한 이미

지가 지배 이었다.이 시 의 여인에 한 이상형은 귀여운 여자로 부

드러운 피부와 통통한 몸매를 강조하여 약간은 비만하나 유아 인 인체

미를 선호하 기 때문에 인체비례는 보통 6등신 정도 다.특히 짧은 다

리와 통통한 손과 발,유아 인 작은 얼굴은 더욱 여성 우아미와 섬세

함을 표출하고 있다.그러므로 복식에서도 이 우아미와 정교함은 많은

섬세한 이스 장식이나 밝고 가벼운 색,미묘한 색의 배합,정교한 디테

일과 연속되는 곡선의 결합 그리고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가벼운 실

크의 사용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마담 드 두르(Madame de

Pompadour)의 상화에서 보여 지듯이 보디스에서 구조 인 라인의 이

용과 깊게 인 데콜타주의 네크라인으로 곡선 이며 우아한 목선과 가

슴 그리고 유방이 드러나 보이며 에셀(echelle:17-18세기에 여자 드 스

의 앞가슴과 배를 장식하는 리본)로 장식된 스토마커나 페티코트나 나선

형의 정교한 장식은 더욱 인체미를 과장되게 보이는 복식 우선형이 지배

인 것이다.특히 이 시 의 코르셋과 빠니에 등의 버 는 인체의 형

을 인 으로 과장되게 조작함으로써 복식의 형이 먼 강조되는데 기

여하고 있다.로코코 시 에는 지극히 사치스런 귀족 취미의 능을 추

구하여 선정 이면서 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으며, 능 인 욕망

과 함께 미 으로 잘 조화된 보호하고 싶은 귀여운 여자의 이미지를 추

구했다.

1)우아미

우아는 라틴어로 그라티어(gratia),이탈리아어로는 그라치아(grazia)

라 한다.펠리비앵(Felibien)은 우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그것은 정

신을 통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아 즐겁게 하는 것이다.미와 우아는 서

로 별개의 것이다.미는 범칙에 의해서만 즐거움을 주는 반면,우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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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없이 즐거움을 다.”이처럼 우아는 법칙이 없이 자유롭고 불가지

(不可知)하다는 에서 의의 미에 립된다.립스는 이런 의미에서 우

아를 무의식 이며,무의지 인 미라고 했다.우아는 우미(comeliness)와

매우 유사한 범주이다.그러나 우미가 고요함,심오함 등의 정신 인 측

면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하여,우아는 정신 측면을 배제하고 감성 측

면이 표 된 외연 운동에 을 둔 범주이다.이러한 우아미는 여성

미를 표하는 형식인데,특히 로코코 시 에 들어와서 우아는 여성과

은 사람의 특권이기도 했다.회화와 사진에서 우아미의 표 형식은 창

작자의 태도,표정,포즈가 체로 합쳐져서 표출되는데,로코코시 와

토의 그림은 이 우아의 표성이었고,그 기본 특색은 형태의 세 함

이었다. 리엄 호가스는 우아미를 상 곡선에 비유했다.즉,우아미

의 상 특성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상 곡선운동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기 곡선의 화려한 꽃모양과 상무늬가 지배 인 18세기

로코코 미술양식에서 우아미를 느끼게 된다.마찬가지로 많은 이스와

리본 장식 그리고 꽃무늬의 니에로 부풀린 로코코 복식에서도 이 우아

미를 느낄 수 있다.

과시성(exhibitionism)이나 권 상징성이 강화되면 복식에서 더욱

장식성이 강조되는 반면 이러한 과시나 권 상징이 엄격히 억제되는 시

기에는 인체에 한 과다한 노출이나 화려한 치장이 배제된 정숙성이 강

조된다.복식사에서의 이러한 로 국의 왕정복고시 (1600-1688)와

바로 그 이 의 청교도 명기인 크롬웰(cromwell)시 (1649-1688)를

들 수 있다.이 시 에는 과시나 권 상징이 억제된 시기로 화려한 치

장이 배제된 퓨리턴(Puritan)복식이 지배 이었다. 한 과시 흥미가

인체로 집 될 때 복식은 인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그 실루엣이

단순하며 장식성이 약화되므로 더욱 우아미를 추구하게 된다.

우아성이란 우아하고 세련되며 기품이 있고,화려함과 아름다움,고

상한 미가 느껴지는 이미지를 범주화시킨 것으로서 미 범주에서의 우

아와 우미,그리고 의의 미를 포 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미와 유사한 범주에 쉬크와 디즘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아성은 일반 으로 부정 인 이미지를 가졌던 검정색에 해 미 흥

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를 우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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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무렵부터 부여된 이미지이다.이러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

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의 특성을 정리해보면,우선 화려한 벨벳

이나 실크의 소재로 되어있거나 흰색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조를 통해

단정함과 세련됨의 이미지를 주며,수트의 경우에는 몸에 꼭 맞게 재단

되어 신체의 윤곽선을 강조하고,여성 드 스의 경우에는 장식을 통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가미하 다고 할 수 있다.

2)여성미

육체를 통해 정체성을 추구하고 의복은 그러한 육체의 직 인 연

장으로 간주된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108)로코코 패션

의 가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옷을 입은 인간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사

랑과 유혹의 기술이 철 하게 반 되어 체로서의 인간을 분해하여 인

체에서 능의 도구로써 탁월한 기능을 하는 곳만을 과장했다.즉 성

특성으로 신체의 유방,허리,엉덩이,발 등을 최 한 강조했다.

유방을 강조하고 어깨에 가슴을 드러내는 데콜데(decollete)나 배를

가릴 수 있는 라이 록크(reifrock)에 한 찬은 17세기 무자식이면 천

벌을 받지만 18세기는 자식이 많으면 경멸의 상이 되었던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 한다.발 페티시즘(fetishism)은 하이힐의 탄생을 가져왔고,

교태를 한 부채, ,애교 ,마스크는 요염함을 표 하기 한 수단이

었다.그 당시 살롱문화가 유행을 하여 사교계는 여성이 지배했으며,그

들은 살롱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높이기 시작하 다.살롱의 여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에 보석으로 치장하여 사치스런 능미를 추구했

다.이 시기에 여성의 로 는 가장 화려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한 그들

은 상체를 조이고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스커트의 폭을 더욱 넓혔다.색

상도 엷은 색에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날아갈 듯이 보 고,무늬 한

잔잔한 것으로 하여 여성 인 분 기는 더욱 강조되었다.109)이 게 18

세기 로코코 시 에서는 바로크의 의식 인 아름다움은 자취를 감추고

환상과 우아함으로 여성 인 취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섬세

한 여성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 인 요소로 살

108) Svendsen, L, 도승연 (역),『  : 철학 : 에 한 철학  답』( 울: MID, 2013), p. 

151.
109) , 『 복식 사』( 울: 사, 2007),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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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의 여성들에게 유행되었다.110)

3)이국 취향

패션의 명 인 시기로 패션역사에서의 아이콘이 되었던 로코코시

는 서양 의복들이 이 세계의 다른 문화들과 상호작용 하고 동양으로

부터 받아들인 문화와의 교류로 인해 이국 취향이 강했다.그로 인해

패션과 옷 입는 감각이 변했다.일부는 다른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

고 이 향은 남성,여성 그리고 아이들 모두의 패션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18세기 국 복식이 상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양의 미 요소

는 심미학을 탐구하기 한 자료로 요한 역할을 한다. 상화에 그려

진 복식 뿐 아니라 상화를 만들어 낸 사람들에 한 확실하고 믿을만

한 정보가 없지만 그 시 에서 향을 미쳤다.

로코코 시 는 경쾌함을 나타내는 밝은 색조로 은색이나 엶은 스

텔의 꽃무늬가 유행했다.여성 이미지는 드 이 스타일,곡선,작은

디테일,가볍고 부드러운 재질감이나 작은 무늬나 꽃무늬,추상 무늬,

우아한 유채색이나 간이나 밝은 채도, 스텔 톤의 색채,치마 스타일

로 표 된다.

국에서는 국풍인 ‘시 아즈리’(Chinoiserie)스타일이 세 고딕과

함께 퓨 양식으로 발 하 다.시 아즈리는 국을 모방한 장식 모

티 가 지배 이었던 유럽 미술의 한 유형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의 무역

이 정에 달했던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반까지 생산된 장식미술이

다.111)로코코 시 의 장식 미술은 미묘한 통일성과 균형은 유지하되,불

규칙성과 비 칭성을 통해 변화와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

다.112)자유분방하고 우아한 로코코스타일로 직물과 색상은 약동 으로

발 해 나갔다.동양에 한 심은 시 아즈리 스타일을 탄생시켰고,문

화 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발 되었다.

시 아즈리 양식은 동양의 문화 특성에 유럽의 특성이 결합되었기

110) 하, , , “17~18  살 (Salon) 가 에 미친 향”, 『한 복식학

지』, 2002, 52(8), pp. 123-135.
111) Turner, Jane. ed. (1996). The Dictionary of Art, vol. 7,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p. 165.
112) 신주 , 민 , “18   에 나타난 시누 리”, 『한 복식학 지』, 2006, 

56(1), pp.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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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각기 다른 스타일이 혼합되었다고 하여 하이 리드로 설명하기

도 한다.이 시 아즈리 양식은 문화 변 상에 있어 동양과 서양의 교

류에 의해 유럽의 생활양식에 어울리게 재조립되어 다시 창조된 새로운

취향인 동시에 로코코양식을 형성하는데 석을 이루었다.113)

로코코시 국복식의 향을 받아 패션으로 받아들이고,수용하여

유행을 시킨 것이 살롱문화 다.시 아즈리는 국의 문양과 소재를 유

럽의 소재와 결부시켜 발 하 는데 유럽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소재로

사용하 다. 국의 통 복식의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를 차용하 다.

113) 민 , 『한   다움 찾 : 통미    심 』( 울: 울

학 원, 2009),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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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종합 논의

이상에서 살펴 본 바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

을 복식의 양식에 근거하여 복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다음과 같이 정

리하 다.

1.바로크‧로코코 복식의 보편성

1)계 간의 구별

계 간의 구별에서는 시 정신(시 이념,미의식)과 상류층의 복식

이상미로 비교고찰을 통해 우아미와 사회 규범으로 미 취향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바로크의 상화는 명암 비를 통해 극 인 장면을 연출하고

조화와 균형미가 아닌 응감과 장엄미가 강조된다.바로크시 는 귀족이

심이 되어 제 군주를 심으로 권 를 높이기 해서 미화하고 장식

하는 것이 필요했다.왕의 미화는 거 한 곡선미와 육체미로 강조했다.

바로크 양식은 스 일이 크고 체 는 부분 묘사가 양감 이고 감각

이어서 강력한 이미지를 다.바로크 시 상화에 나타난 복식을 보

면 왕족은 드 이퍼리가 화려하고 그 배경까지 함께 강조하여 권 와

엄을 상징하기도 한다.복식은 인체를 과장하는 형태로 부피가 크며,어

떤 경우에는 권 와 엄을 상징하는 흰색 러 칼라가 더해지기도 한

다.남녀귀족이 입던 러 와 릴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보

여 진다.

긴 트 인 한 복식을 통한 신체 연장으로서 권 를 상징 으로 나

타내는 것이다.남성에 있어 패드 사용은 어깨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힘

을 상징 으로 표 했는데 이 듯 왕족은 그 숭고미가 뚜렷하게 보인다.

과시 흥미가 복식으로 집 될 때 인체는 복식의 종속 인 역할로서 은

폐되며 복식의 실루엣은 과장되며 사치스러운 색감과 장식으로서 인체를

지배함으로써 착용자의 인체의 미와는 유리되어 과시 상징성을 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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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복식은 소재와 장식,색채로 인한 화려함이 있었으나 명이

후 패션에 한 환멸과 제미로 테일러를 발 시켰다.그림을 보면 왕

족과 귀족은 숭고성과 은폐성,서구의 통성을 볼 수 있으며 젠트리는

숭고성이 없고 은폐성과 서구의 통성 등 과장된 면도 없다.

2)성별의 구별

로코코는 유혹의 기술이 철 하게 반 된 도발을 한 극단 세련

미와 우아미를 강조한다.인체를 능의 도구로서 탁월한 기능을 과장하

고 신체의 유방,성기,허리,엉덩이 그리고 발등세부를 최 한 강조했다.

유방을 강조하고 어깨 가슴을 드러내는 데콜데와 라이 록크는 유방에

한 찬으로 생이 되었고 발에 한 페티시즘은 하이힐로 로코코의

상을 보여 다.교태를 한 액세서리는 ,부채,애교 ,마스크 등이

유행하 다.17세기는 무자식이 천벌을 18세기는 자식이 많으면 경멸의

상이 되어 소 임신가리개 역할을 하 던 라이 록크는 최 한 불룩

하게 생긴 종모양의 치마로 로코코를 변한다.

2.바로크‧로코코 복식의 특수성

1)시 정신에 따른 미 특성의 차이

바로크 양식은 스 일이 크고 체 는 부분 묘사가 양감 이고

감각 이어서 강력한 이미지를 다.바로크 시 상화에서 왕족의 복

식은 드 이퍼리가 화려하고 그 배경까지 강조하여 권 와 엄을 상징

하기도 한다.러 칼라 한 복식에서 인체를 과장하는 형태로 부피가

크며,어떤 경우에는 권 와 엄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러 와 릴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더욱 화려하고 과장되게 나타났

다.

긴 트 인 한 복식을 통한 신체 연장으로서 권 를 상징 으로 나

타내는 것이다.남성에 있어 패드 사용은 어깨를 강조하는 것으로 힘을

상징 으로 표 하는데 이 듯 왕족의 복식은 숭고미가 뚜렷하게 보인

다.과시 흥미가 복식으로 집 될 때 인체는 복식의 종속 인 역할로

서 은폐되며 복식의 실루엣은 과장되며 사치스러운 색감과 장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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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지배함으로써 착용자의 인체의 미와는 유리되어 과시 상징성을

표 한다.

귀족의 복식은 소재와 장식,색채의 화려함이 있었으나, 명이후 패

션에 한 환멸로 제미는 테일러로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을 보면 왕족과 귀족은 숭고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서구의 통

성을 볼 수 있는 반면 젠트리는 숭고성이 없으며 은폐성과 서구의 통

성 등 과장된 면이 없었다.바로크시 왕비는 왕에 비해 숭고미가 없으

나 은폐성은 보 는데,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이 왕비에게 해지

면서 거 한 숭고미가 어지기는 했지만 여 히 보인다.여성의 머리스

타일은 높은 형태의 머리 스타일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실크로

헤어장식을 하 다.드 스의 목선은 아주 높거나 확실히 낮았으며 사각,

둥 거나,V모양의 목선이 모두 공존하 고,목선에 부드러운 이스로

러 장식이 강조되기도 하 다.

소매는 풍성하고 꼭 맞는 스타일의 지속되면서 손목까지 길이와 어

깨 부분과 팔꿈치 부분에 퍼 장식이 달리거나, 부분 여러 겹으로 되

어 있으며,어깨는 낮게 그리고 팔꿈치에 느슨하게 걸치게 발 하 다.

보디스는 납작하고 허리 부분이 U자형 모양이 많이 보 고,나 에는 만

투바로 체되었다.

로코코시 귀족의 여성복식에서는 살롱문화에 의한 세련미,우아

미가 보여지는데 섬세한 이스와 꽃무늬 데코가 들어간 패 릭에 버

가 든 스커트 가 표 인 이며, 스텔톤 색상 한 여성들에게 인

기가 많았다.귀족남성의 조끼 한 섬세하고 정교한 로코코 문양의 자

수가 들어가 있어 바로크 보다 여성 이고 우아하다.

살롱문화에 향을 받은 새로운 스타일의 선은 덜 풍성하고,곡선들

은 슬림하며,정교해져 비 칭균형에 을 두었다.이러한 새로운 스타

일은 “로코코”스타일이며,패셔 블한 의복은 하루의 시간 별로 나

어져 한 장소에 따라 구분되기도 했다.남성들은 “일상복”혹은 “편

하게 입을 수 있는 옷”,그리고 “드 스”처럼 조 더 공식 인 낮 시간

이나 밤에 입는 의복,“정장”혹은 좀 더 격식 있는 녁용 의복.남성의

“나이트가운(잠옷)”등을 착용하 으며 나이트가운은 에서처럼 밤에

잘 때 입는 의복은 아니었다.그러나 드 싱 가운 혹은 덜 격식 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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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안에서 입었다. 한 남성들은 가발에서 떨어지는 우더를 보호

하기 한 “ 우더링 자켓”을 입었다.

랑스풍 딩게일은 앞부분이 차 납작해지고,치마는 같은 톤의

색상을 맞추고 정교한 패턴들이 없어졌다.소재는 실크,새틴, 이스,순

백 모피,우 무늬,자수,린넨 등이 사용되었고,색상은 색, 란색,

갈색의 색상을 사용하 다.목걸이와 귀걸이가 다소 짧아졌는데 특히

진주로 만든 목걸이는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여성의 복식에는 계 에

따른 숭고성,은폐성,서구의 통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서구 통주의에 의한 근 성

통(Traditional)은 “문화,문명 는 사회집단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습,믿음,행 의 집합체로서 고유의 가치 을 형성하는 것이다.”114)

역사의 흐름 속에 통이 변형되지 않는다면 통의 연석성은 사멸되는

것이다.115)즉, 통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의

미하며,내려오는 과정에서 옛것을 그 로 수용하지 않고,변화 발 을

가져오는 것이 요하다.18세기 유럽인들이 낭만주의 경향인 이국 취

미를 가지면서,동방세계에 한 동경과 열망을 갖게 되었다.유럽 각지

의 상류계 사이에 유행하여 국취미의 시 아즈리 터키취향의 튀르크

리(turquerie)이라고 하여 패션,미술,음악의 주제가 되었다.이국 취

향은 동양과 서양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되었다.

특히 국을 모방한 곡선,율동감,비 칭 디자인은 국의 로코코

술에 새로운 형태와 감을 주었다.복식에 있어 텍스타일은 국 산

업에 의해 제조된 스피탈필드 실크,새틴,다마스크직은 비단과 같이 아

름답게 짜여져 유행되었다.여성 이고 세련된 꽃무늬의 화려함은 유행

을 따르는 소비자들에게 동양의 이국 임을 연상시키고,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권력과 호화로움의 상징이었다.동양의 통복식에서 차용

된 디자인은 국복식과 유사한 로 와 인도풍의 밴얀으로 남성복의 실

내복식에 향을 주었다.즉 실크소재의 복식은 이국 문화의 사회학

미학이었다.

114) Ibid., p. 15.
115)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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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1세기 네오바로크‧로코코 패션의 미 특성

본장은 3장에서 확립한 국 바로크와 로코코시 의 상화에 나타

난 인물의 복식을 통해 상화에 표 된 복식의 특성의 틀을 기반으로

국 술 정체성의 근원 특성을 알아보고, 국 패션디자이 의

컬 션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의 문화 술 특성을 분석해 이들의

미 정체성이 국패션디자이 들에 미친 향력에 해 살펴볼

것이다.

제1 네오 바로크 패션

는 다원주의 사회로서,다른 시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

지를 차용하고 종합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이 지배하는 시 이다.

따라서 최근의 문화 정체성은 그 문화의 차별성,다양성,다원성에

하여 민감하고 한 그러한 경향에 해 극 이기 때문에 충주의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16)

이러한 시 흐름에 맞춰 패션 디자인 창출과 발 은 과거와 단

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이미 출 했던 과거의 룩이 시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품으로 재활용되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17)특

히 2000년 는 변덕스럽고 긴 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맞물려 새로

운 스타일이 등장하기 보다는 과거의 스타일들이 돌아와 동시에 공존하

는 트 드의 혼재 상을 보인다.118) 국 패션의 정체성은 일반

116) 민, 삼, “Vivienne Westwood 에 나타난 미  특 과 다원  주   연

”, 『복식 연 』, 2006, 14(4), pp. 657-669.
117) 나 신, , “ 에 나타난 역사주 에 한 연 -비비  웨 트우드  리 챤라

  심 ”, 『한 학 지』, 2000, 24(4), pp. 463-474.
118) 민 , “  창   비 연  : 칙 트미하  가드   심

”, 울  학원 사학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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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 귀족문화에서 유래한 엄격하고 보수 인 패션 문화와 1950년

이후 스트리트 하 문화로부터 출발한 고 신 인 패션 문화의 정

체성을 함께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러한 국 패션의 두 가지

얼굴은 건 인 왕실의 통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원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양국의 양면 인 사회상과 닮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119)

한편 다수의 디자이 들은 유럽의 성기 던 바로크,로코

코 등의 화려하고 귀족 인 의상의 이미지를 주 으로 분석해 패

션에 독창 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화하고 있다. 국 패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과거 바로크,로코코 시 의 복식 형태를 재 하는 표 인

디자이 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을 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의 패션 형태와 그들의 패션

속에 바로크,로코코 형태가 어떻게 으로 재해석되는지 비교 분석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비비안 웨스트우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41년 국 더비셔의 노동 계층 가정에서 출

생했다.1965년 말콤 맥라 (Malcolm McLaren)과 만나며 인생의 환

을 맞게 되었는데,맥라 과의 만남을 통해 웨스트우드는 주류 문화에

한 반권 주의 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이를 표출하는 패션의 힘을

배우게 된다.120)1984년 맥라 과의 결별 이후,서양의 역사와 통에 바

탕을 둔 디자인을 창조 으로 새롭게 환했으며,메리 트 이래 국을

표하는 세계 디자이 로 성공했다.121)웨스트우드를 가장 국 인

디자이 로 꼽는 것은 웨스트우드가 아방가르드 패션의 길을 추구해 온

한편, 국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이미지와 복식 요소들을 어느 구

보다도 극 으로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패션이 ‘국산’의 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122)1980년 에 19세기

119) 원, 민 , “비비  웨 트우드   계에 나타난  미지”, 『복식』, 2006, 

56(2), pp. 1-16.
120) 원, 『비비  웨 트우드』( 울: 캐 트, 2012).
121) 나 신, , “ 에 나타난 역사주 에 한 연 -비비  웨 트우드  리 챤라

  심 ”, 『한 학 지』, 2000, 24(4), pp. 463-474.
122) 원, 민 , “비비  웨 트우드   계에 나타난  미지  재 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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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문화에서 감을 받아 크리놀린이나 버슬,러 ,트 인 등을 부

활시켜 보여주었다.123) 한 그녀는 펑크로서의 반항 태도와 국가

디자이 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이를 국 패션의 국가 특성으로까

지 연결하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패션 철

학은 사회 흐름과 그녀 개인의 심리 요인에 따라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따라서 시 의 흐름에 따라 웨스트우드의 패션 철학이 어떻게 변

해왔는지,거기에 향을 끼친 사회 흐름과 개인 내 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는 이승옥에 의하면,1960년 말부터 1970

년 까지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일명 ‘반역의 패션’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124)앞서도 언 하 듯 웨스트우드의 패션 세계는 1965년 맥라 과

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1960년 의 시 상황을 먼 살펴보면,

매체가 속도로 발달하고 청년 문화가 발 함에 따라 복식에서도

패션이 발달하기 시작했다.한편 1960년 부터는 기존 사회의 기성

권 에 반기를 든 학생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국에

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항운동이 항 문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125)웨스트우드 한 이러한 학생 운동과 항 문화의 향을 받

았다.웨스트우드가 항 문화의 향을 받게 된 계기에는 그녀 개인 환

경 인 요인도 들 수 있다.그녀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으며,정기 교육

을 받지 못했고,불우한 어린 시 을 보냈다.이러한 환경 요인으로 인

해 그녀는 열등감을 가지고 소극 인 성격을 갖게 된다.126) 한 그녀는

기존의 규칙을 무조건 순응하지 않는 독립 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

다.127)이러한 사회 흐름과 웨스트우드의 개인 인 성격 특성,당시 그

녀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정치 인 성향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1970년

미”, 『한 복식학 』, 2005.
123) , 경, 신 ,『 복식   해』( 울: 경 사, 2009), p. 313.
124) 승 , “비비  웨 트우드  과 치 향  계”, 『한 상 학 지』, 

2005, 7(2), pp. 101-110.
125) Ibid.
126) , “   에 한 연 ”,  학원 사학 , 2010.
127) 민 , “  창   비 연  : 칙 트미하  가드   심

”, 울  학원 사학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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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 하 문화의 표 인 패션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 펑크룩이다.

“나의 작업은 항상 기존의 확립된 것에 항하는 것이고,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는 것”128)이라는 그녀의 말에서 당시 질서에 한 철 한

항과 반항을 나타내는 그녀의 패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한 의도

으로 오감을 주며,소매나 바지 부분에 구멍을 내거나 덜 덜하게

찢기도 하여 괴 이고 무질서하며,인간의 정서가 없어 보이는 기괴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129)이 시기에 경험한 성 욕망과 보수 인 국

가 문화의 정체성의 충돌에 한 그녀의 인식은 이후 독자 인 패션 디

자이 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에서 계속 요한

테마로 자리하게 된다.130)

변화의 시작은 1980년 포스트모더니즘 & 페미닌을 테마로 1970년

부터는 세계 으로 경제 침체기가 시작되었고 국에는 실직자가 늘어

나 결국 IMF 리체제에 들어가게 되기도 했다.따라서 이 시기의 국민

들은 약정신을 가지고 합리 인 소비를 추구하는 성향을 띄게 되었다.

문화 측면에서 서구 사회는 본격 으로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하기 시

작하며 다원주의 사회로 변모하게 되며,본격 인 포스트모더니즘 시

가 도래 한다.

이 시 서구 사회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귀족성이 복귀되고

있는 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981년 다이애나 스펜서는

찰스 왕세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이래 16년간 우아하고 화려한 하이

패션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131)한편 1980년 반이 되면서 리

의 패션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양의 통을 다시 찾게 되고 낭만주의

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패션계는 오트

쿠튀르와 역사 통을 가진 랜드가 주목을 받게 된다.따라서 아방

가르드 패션도 환기를 맞게 되었는데,1980년 이후 오트 쿠튀르와

클래식에 근거한 아방가르드가 테일러링에 등장하게 된다.1983년 리

패션쇼를 계기로 그녀의 스타일은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쿠튀르에 더 가

128) 승 , op. cit.
129) 남, “  여  하 에 나타난 트리트  향에 한 연  : 1990  하

 심 ”,  학원 사학 , 1997.
130) 원, 민 , op. cit.
131) Valerie Mendes and Amy de la Haye, , op. cit., p. 253.



- 101 -

까워지기 시작했다.

1980년 반 이후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옛

문화의 통을 이어나가고, 국 인 복식 소재들이 많이 등장한다.그

로 엄격한 테일러링 통, 국 통 소재인 타탄,해리스 트 드 등의

국산 모직물,엘리자베스(Elizabeth)여왕의 궁정 복식 등이 있다.웨스

트우드 작품의 창작 환의 계기가 된 Mini-Crini컬 션(1985S/S)에는

과거 여성의 인체에 한 재해석이 담겨 있다.그녀는 이 작품에서 과거

의 크리놀린과 의 미니스커트를 결합시켰으며,폴카 도트 스커트,

랫폼 슈즈와 함께 매치시킴으로써 미묘한 에로티시즘을 불러일으키게 된

다.당시 유행하던 여성 복식 스타일은 어깨를 강조한 남성스러운 스타

일이었는데,이와 조되는 여성스러운 룩을 제안한 것이다.“나는 비인

습 으로 만들기 해 인습 인 것을 이용 한다.”라고 말한 웨스트우드

는 1986년,1987년 이후 통 인 국의 테일러링을 철 히 재정의 했

다.132)1987-8년 추동 ‘HarrisTweed’컬 션에서는 웨스트우드가 담고

자 한 국식 복식 소재들이 거 등장한다.HarrisTweed컬 션에서

웨스트우드는 여왕이 어린 시 에 입은 붉은 트 드 재킷을 미니 크리니

와 결합시켰으며,귀엽게 피트되는 “ 린세스 재킷”을 보여주었다. 한

이 컬 션에서 18세기 코르셋에서 감을 받은 Stature ofLiberty

corset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웨스트우드는 여성 하이패션의 심지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

고 있는 랑스와 국의 패션 문화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국패

션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이 게 국과 랑스 복식의 통들을

비교 연구한 것은 그녀가 1990년 충주의 스타일을 취함으로써

국 정체성에 랑스 재해석을 가미한 작품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게 이 시기 웨스트우드의 패션은 반 으로 국성에

한 연구와 그러한 국성에 자신의 정체성을 목시킨 실험정신으로

가득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1980년 후반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 인 특징은 계속해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 인 특징은 20세기

132) Steele. V, Women of fashion: Twentieth-century designers. (London: Rizzoli Intl 

Pubns, 1991),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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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원 충주의 성격을 띤다.즉,이질 인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

하면서 서로 충되어져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기도 하며,경계를

해체하거나 모방하면서 독창 인 문화를 이루어내기도 한다.133)웨스트

우드는 자신이 연구했던 요소들의 통합을 통해 통·문화·존엄에 한

존경과 패러디·성 해방에 한 사랑의 사이의 모순을 작품에 반 했

다.1989년 춘하 런던 컬 션 간 I‘테마에서 웨스트우드는 국과 고

그리스·로마의 향들을 결합했다.134)1991-2년 추동 리 컬 션 ’드

싱 업‘테마는 웨스트우드의 이 테마들에서 보여주었던 의복들을 뒤

섞은 웨스트우드의 충주의를 보여 다.135) 한 이 시기 그녀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가장 큰 특징은 역사주의 다.로코코의 장식주의를 아

방가르드하고 섹시한 스타일에 목시킨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94년 S/S

리․런던 콜 션은,버슬 스타일․언더웨어․거 한 리본․타이트한

재킷․통 넓은 바지 등을 선보이며 로코코의 클래시시즘을 근 아

방가르드로 변형시켰다.

역사 충주의 복식의 표 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장식성은 색

채․재질․기법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데,그 에서 다채로운 색의 믹

스는 에 띄는 화려함을 나타내며 그 자체로도 복식 외 의 장식 인

표 성을 강조하고 있다.역사의 회고 속에 웨스트우드가 디자인한 역삼

각형의 스터머커가 삽입된 드 스는 다양한 색채와 재질의 믹스 속에 장

식 인 표 성을 나타내고 있다.136)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바로크 시 복식의 특징 인 아이템을 변형,

응용한다.바로크 시 의 남성용 코트인 쥐스토코르를 응용한 디자인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137)행잉 슬리 는 16-17세

기의 특징 인 소매 의 하나로 꼽힌다.이러한 형태는 패션에서

재킷이나 셔츠에 달린 이 소매의 형태로 나타나며 해체주의 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도 이를 많이 응용한

133) 민, 삼, op. cit.
134) 라, “비비  웨 트우드  연  : 1980  심 ”, 여  학원 사학

, 2006. 
135) Ibid.
136) 나 신, “복식  역사  주  식 : 19C  20C  심 ”, 울여  학원 사학

, 2001. 
137) ,『 과 복식 사』( 울: 학사, 2008),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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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17세기 남성용 커 스에 사용된 턴 팩 커스 한 ’96S/S에서

응용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12]VivienneWestwood’96S/SCollection

2.알 산더 맥퀸

알 산더 맥퀸은 1969년 런던 남쪽의 루이셤에서 출생했다.16세부

터 국 왕가의 테일러링을 도맡아 한 앤더슨 셰퍼드에서 테일러링 견습

을 받았다.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술 학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본격

으로 디자이 로서의 재능을 발견하며 디자이 의 길로 입문하게 된

다.엄격한 국 통 테일러링 기법과 창의성과 도 정신을 통해 상식

이상의 주제로 작품을 선보 다.201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열흘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알 산더 맥퀸 작품의 미 특성을 살펴보면 맥퀸은 “나의 컬 션들

은 항상 자 이고,내 성 취향과 련 있으며,나라는 사람을 받아들

이려고 애쓰고 있다.그것은 꼭 나의 컬 션에서 나의 유령들을 쫓는 것

과 같다.그것들은 나의 어린 시 ,인생에 해 생각하는 방식,인생

을 꺼내는 방식에 달려 있다.”139)라고 말했는데,그의 이러한 자신의 개

138) Ibid.,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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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에 한 끊임없는 탐구와 자 특성이 그의 디자인의 배경이

된다.

맥퀸은 1993년 ‘TaxiDriver’로 첫 컬 션을 개최했다.그의 주제는

동명의 화에서 감을 받은 것 이 으며,완벽한 테일러링 기법과 함

께 의상에 여러 소재를 결합하여 화의 장면을 의상에 린트하여 장면

을 담아 컷 엣지를 구 한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 인 주목을 받게 되

었다.이후 1994년 S/S‘Nihilism’,94-94년 F/W를 거쳐 ’95년 S/S’The

Birds’컬 션에서 계속해서 완벽한 테일러링 기법을 보여주며 떠오르는

디자이 로서 발돋움했다.이 시기 그가 컬 션에서 꾸 히 보 던 “범

스터 팬츠”는 그의 성을 인식시켰으며,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가 국 통에 해 철학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본격 으로 드

러낸 첫 컬 션은 95-96F/W ‘HighlandRape’다.이 컬 션에서 반나

체의 모델들이 헤더꽃을 들고 비틀거리며 등장하 는데,그는 이를 통해

서 민족 정체성을 강력히 표 하고 싶어 했다.그러나 이 컬 션에서 여

성의 신체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그는 여성 오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

다.이러한 비난에 맞서 그는 어린 시 에 이가 매형에게 학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자란 트라우마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니라고 부인하

고,그러한 의상들을 통해서 여성을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 말

했다.그러나 비단 HighlandRape에서 뿐 아니라 의족을 단 여성이 등

장하거나,꽉 조인 코르셋 등 많은 요소에서 그는 여성 오자라는 비난

을 피할 수는 없었다.이것은 그의 어린 시 트라우마 경험에서 받은

충격과 심리 고통에 반동으로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학성이 더욱 두드

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의 역사주의에 한 컬 션은

2000년 에도 계속되는데,튜더 왕조 시 의 의상을 인 방식으로

구 함을 통해 역사에 심을 그려내기도 했다.140) 국 역사에 한 정

체성은 08-09F/W ‘나무 아래 사는 소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몽환 인 느낌을 자아내는 요정 이야기는 맥퀸의 고향 마을 정원의 느릅

나무에서 감을 얻은 것이다.

139) Andrew Bolton, op. cit.,, p. 16.
140) 경 , “ 능   에  본  과 에 한 연  : Alexander 

McQueen  심 ”, 민  학원 사학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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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에 들어서 맥퀸은 피상 이고 상업주의를 띄던 당시 패션계

에 한 반발로 인간,사회,아름다움에 한 성찰을 담은 표 주의 패션

을 선보 다.그 로 2007F/W 컬 션에서는 죽음과 부패를 주제로 삼

아 썩어가는 꽃들을 가지고 드 스를 만들었다.141) 한 그가 어린 시

부터 좋아했던 새나 개인 탐구 역이었던 죽음,스코틀랜드를 새로운

방식으로 패션에 담아내었다.2008S/S,2009F/W 컬 션 모두 그는 새

의 형상을 모티 로 한 작품을 선보인 것에서 이러한 개인 인 취향을

엿볼 수 있다.2007년에는 맥퀸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있었는

데,바로 친했던 이사벨 블로우가 음독자살한 것이다.그는 2008S/S

‘LaDameBlow’로 그녀를 추모하는 컬 션을 열었다.이 시기 맥퀸의

우울성향은 심해졌는데 이것이 2010년 그의 자살로 이어진 계기 의 하

나로 추정된다.2010S/S컬 션에서는 ‘Plato’sAtlantis’를 주제로 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 종말에 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어린 시 부터 동성애 성 취향과 내향 성격으로 인해 따

돌림을 당하기도 하 고,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자라는 등 외롭고 고립

된 시간을 많이 보냈다.그에게 이러한 시간은 오히려 새를 찰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풍부한 감수성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이는 그가 유달

리 그의 개인 인 철학을 패션에 담고자 한데서 이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그의 지나친 민한 감수성

과 불안정한 성격은 그를 결국 자살로 몰고 가게 되었다.결국 2010년

‘Plato’sAtlantis’는 그가 직 제작,기획한 마지막 컬 션이 되었다.

알 산더 맥퀸 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같이 바로크 시 의 특징

인 장식을 많이 이용했다.행잉 슬리 , 란덴 루크 등을 응용하거

나,어깨에 흘러 내려오는 장식을 바로크 복식 끈 장식을 응용하여

화려한 장식성을 나타내었다.(그림13)

141) 민 , op. cit.



- 106 -

[그림13]AlxanderMcQueen2001F/W LondonCollection

2006년 F/W 컬 션에서 그는 여성 품질 세부 사항의 운용은 오직 바

로크 풍격의 장식을 많이 하고 화려함을 표 하기 한 것이며, 형

인 남자의 기세를 가진 외모를 표 시키는 것이 바로 의상을 통하여 표

하려는 주체가 된 바로크 풍격의 핵심 본질을 재 했다.142)이 컬 션

에서는 바로크 풍의 이스와 러 장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 2007년 A/W 컬 션은 남성 의상의 일반 인 외형을 가지

고 있지만,부분 인 부 의 디자인에서 같은 컬러의 자수,같은 컬러의

이스 조합,같은 컬러 혹은 인 한 컬러의 주단 면 엣지,작은 보석 혹

은 진주 장식 실크,연한 주단,시폰 등 딜럭스 감을 부여하는 면소재

의 사용으로 의상의 함축되고 세련된 바로크의 화려한 모습을 구성

한 로 평가받고 있다.143)

142) 계진, “근  복식  미 특  한   연  : ·  시  심

”, 한  학원 사학 , 2010.
143) Ibid.,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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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웨스트우드
알 산더 맥퀸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 산더 맥퀸

숭고미

[그림14-1]

2011F/W

[그림14-2]

2011S/S

[그림14-3]

2011F/W

[그림14-4]

2009F/W

남성미

[그림14-5]

2012F/W

[그림14-6]

2008F/W

[그림14-7]

2011F/W

[그림14-8]

2013F/W

근

취향

[그림14-9]

2011S/S

[그림14-10]

2010F/W

[그림14-11]

2012S/S

[그림14-12]

2011F/W

[그림14]21세기 네오 바로크 패션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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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네오 로코코 패션

1.비비안 웨스트우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Westwood)의 작품은 로코코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패션에 응용되고 있는 시 복식 18세기의 로

는 화려한 장식성과 다양한 스타일로 인해 디자이 들의 꾸 한 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깊게 인 네크라인과 코르셋으로 조여 허리,데꼴

데로 노출된 가슴에 의한 X실루엣의 형성,짧은 로 는 스커트 밖으로

발목을 드러내어 육감 시선으로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출한다.144)여러

가지 로 앞뒤가 풍성한 로 아 라 볼랑트,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로 아 라 랑세즈,스커트에 주름을 잡아 걷어 올린 로 아 라 폴로

네즈 등이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부분 으로는 와토 리츠,앙가장트

소매, 릴,리본 등의 장식 요소가 패션의 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

고 있다.145)웨스트우드는 로코코 양식의 로 를 즐겨 응용하는 디자이

한 사람으로,소재와 색 역시 18세기 풍을 선택하고 있다(그림1

5)146)’93-’94F/W 시즌 컬 션에 나타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볼 가운

은 18세기 로코코풍 로 를 완벽히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6-’97F/W 시즌에도 그녀는 강렬한 빨간색 드 스의 등 뒤에 사선으

로 주름을 잡고 커다란 리본으로 어깨와 허리를 장식하여 와토 리츠를

으로 재해석하기도 했다.147)

144) , “ 시  여 복식  한 상  연  :  심 ”, 신여  

학원 사학 , 2006.
145) , op. cit., p. 199.
146) Ibid., p. 203.
147) Ibid.,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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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VivienneWestwood‘96S/SCollection

앞서 언 했듯이,1990년 내내 웨스트우드는 18세기 상화의 많

은 요소들을 자신의 패션에 목했다.그녀는 1989-90F/W 컬 션에서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를 주제로 완벽하게 테일러링 된 새빌로 스타일의

트 드 재킷에 나뭇잎으로 국부만을 가린 듯 외설 으로 보이는 드 타

이츠와 함께 입혔다.148)18세기 쥐스 꼬르의 넓은 컷츠와 화려하게 수

놓인 앞면,촘촘한 단추와 곡이진 실루엣이 그녀의 의상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149) 상화에 담긴 이미지의 표 은 문양으로도 드러난다.

1990년 F/W ‘Portrait’컬 션에서는 샤를 불이 만든 18세기 황동 상감무

늬를 이용하여 로코코 디자인을 린트한 의복을 선보이기 해 도자기

에 칠해진 유약을 표 하기 해 잠 무늬를 넣는 최신기술을 사용,과

거작품과 기술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150)(그

림16)

부쉐의 상화에서의 코르셋,데꼴떼,빠니에 등으로 표 된 형

인 로코코의 복식 스타일은 웨스트우드의 여러 컬 션에서 재해석되었

다.’92S/S와 ’98S/S컬 션에는 이러한 깊게 인 데꼴떼가 등장하며,

91/92에서는 코르셋을 겉옷으로 배치했다.97/98F/W 컬 션에서는 18

세기 말의 르뎅고뜨를 20세기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화려한 액세서리

148) 원, 2012, op. cit.
149) 란, “비비엔 웨 트우드(Vivienne Westwood)  계 연 ”, 『한 가 과학 지』, 

1999, 2(1), 129-141.
150) , “ 맨틱 가 드  미 특 에 한 연  :    심

”, 여  학원 사학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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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택 있는 소재의 이용은 화려하면서도 극히 여성스러운 로코코 시

의 모습을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151)

[그림16]VivienneWestwood‘Portrait’1990F/W Collection

2000년 남성복 컬 션에서는 허리 라인이 핏 되는 X자형과 주로

곡선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바디 라인이 그 로 드러나도록 타이트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152)이러한 X자형 라인은 에로티시즘이 강

조되는 특징을 지니는데,이를 통해 로코코 복식에서의 X자형을 통한 에

로티시즘 강조가 재 되었고 동시에 양성성을 표출하고자 한 그녀의 시

도도 엿볼 수 있다.2002년 춘하 리 컬 션 ‘님 ’테마에서는 로코코

풍의 귀부인을 연상 하는 여왕스러운 우아한 분 기를 연출했다.153)

에메랄드 그린과 퓨셔 핑크의 선명한 컬러와 흰색과 베이지의 내추럴한

컬러의 비,세탁한 코튼과 자 그리고 울 등의 천연소재와 태피터와

이스 등 소재의 비를 통해 요정과 같은 섬세한 우아함을 추구했

151) 란, op. cit., p. 134.
152) , “Vivienne Westwood 에 나타난 경향 : 2000 F/W ~ 2010 S/S 남

복  심 ”, 울산  학원 사학 , 2010.
153) 라,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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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4)웨스트우드는 계속해서 역사주의를 이어나가는데, 국의 이미지

로 사용되어왔던 체크패턴이나,남성복에서 보이는 세빌로의 재단을 재

구성해 컬 션에서 보여주고 있다.

2.알 산더 맥퀸

알 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로코코 특성은 로코코의 장식 화

려함과 노출성 등이 작품에 보여 진다.AlexanderMcQueen '02-'03

F/W에서 알 산더 맥퀸은 페티쉬한 느낌에 돌 걸의 이미지를 결합시켰

다.여기에 타이트한 스킨의 가죽으로 바디벨트나 사이하이 부츠를 더하

여 에로티시즘을 더한다.(그림17)

[그림17]AdrianaforAlexanderMcQueen,F/W 2002/03Collection

알 산더 맥퀸은 ‘00S/S에서 18세기 형태의 코트에 앞 심과 칼

라,커 스에 화려한 자수를 장식했다.아라비안 스타일의 모티 나 인도

스타일의 자수를 더하여 독특한 독기와 선명함을 선보 다.

알 산더 맥퀸은 18세기 앙가장트 소매를 활용했다.Alexander

McQueen’03S/S에서 블랙의 앙가장트 소매가 있는 모던한 상의를 짧

은 이스 스커트에 매치해 인 분 기를 내었다.155)(그림18)

154) Mode et Mode (2002). No. 317, p. 69. ( 라, op. cit., p. 36 에  재 )
155) , op. cit.,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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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AlexanderMcQueen‘03S/S Collection

’07년도 S/S컬 션에서 알 산더 맥퀸은 반투명 상의에 퍼 수국

으로 뒤덮인 드 스를 선보인다.이 컬 션에서는 18세기 여성의 헤어스

타일까지 결합해 낭만 인 분 기를 선사하고 있다.이 작품은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인다는 에서 바로크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해석도

함께 존재한다.(그림19).

[그림19]AlexanderMcQueen,07S/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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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 산더 맥퀸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 산더 맥퀸

우아미

[그림20-1]

2012S/S

[그림20-2]

2010F/W

[그림20-3]

2014F/W

[그림20-4]

2011S/S

여성미

[그림20-5]

2013S/S

[그림20-6]

2012S/S

[그림20-7]

2009F/W

[그림20-8]

2013F/W

이국

취향

[그림20-9]

2012S/S

[그림20-10]

2008F/W

[그림20-11]

2012S/S

[그림20-12]

2010F/W

[그림20]21세기 네오 로코코패션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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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바로크·로코코 복식과 바로크·로코코 패

션의 미 특성 비교

1.시 정신

모든 시 에 존재해왔던 상징 유형이나 이 에 존재해 왔던 스타

일을 새롭게 재창조했던 과정처럼 사료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들은 디자

이 에게 감을 주는 상이 된다. 술가는 과거의 것을 동경하기보다

는 시 인 혼합과 통을 근본 이고 고풍스러운 부활로 자신들의 자

의식을 포함하여 발 된 디자인으로 창조하려고 한다.

과거에 속하면서 재에서 새롭게 보이는 작품들은 특별히 패션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뚜렷한 문화 역할을 해왔다. 술 ,문화 척도가

되는 상화는 술을 창조하는 의상디자이 들에게 과거를 재형성하는

요한 자료가 된다.이 자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되고 와 융

합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한다.

실루엣,텍스타일,아이템 등 당 화가들이 그린 상화 속에서 디자

인의 역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다. 상화를 통해 당 의 미에 한

시선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으며, 술가,디자이 들을 통해 과거를 재

구성하고 재 하여 재의 미를 규정하고 발 시켜 가는데 있어 요한

자료 가치를 지닌다.과거를 재형성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재

해석하여 작품을 하는 디자이 들에게 더없이 요한 자료이다.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그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술가

와 디자이 에 의해 다른 디자인으로서 탄생하는 것이다.디자이 들

은 역사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모방하여 재창조하고,본인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해 컬 션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비비안 웨스트우

드는 항상 “과거를 잊기 해서는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156)소설가 앤서니 버지스(AnthonyBurgess)157)는 “과거는 재로

만들어진다.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패턴은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156) , , “비비  웨 트우드  에 나타난 해체주  ”, 『계 학  생 과

학연  과학 집』, 2002, pp. 99-110. 
157) Richard Martin,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Fashion and art in the 1980s, 

(London: Rizzoli Intl Pubns, 199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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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고 하 다.과거에도 분명한 문화 역할을 감당해왔던 패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되어 왔으며 스타일과도 융합되고 창조되어

모방을 양산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패션은 역사 과거 타당성을

재라는 시 에서 형화하고 새롭게 보여주는 시 성의 재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이나 생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구성요소들의 차용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되어 차별화를 가져온다.이로 이한 패션의 변화는

지 도 국의 디자이 들이 세계 인 명성과 그들만의 패션을 통해

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기술 요인에 의한 소재의 차별화

기술이란 인간의 생물학 술의 양식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아커만은 통 혹은 인습,물질 상 재료,물질을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나 이 과정 에 필요한 기술(technique)이라고 하 다. 한 술

의 양식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인습 인 요소가 가장 민감하며,수

단뿐만 아니라 요한 형태 ,상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 인자

를 가장 기본 인 결정 인자라고 하 다.20세기 과학기술의 명은 모든

술의 양식변화에 지 한 향을 미쳤으며,특히 복식양식의 변화에 가

장 많은 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158)

바로크시 는 무거운 자카드나 다마스타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고,

실크소재도 사용되었다.로코코시 는 벨벳이 사용되었는데 색상은 약동

이었으며,성애 주제가 연출되거나 자연을 소재로 한 꽃무늬가 유행

했다. 원생활을 하던 귀족들은 엄격한 테일러링에 사용되었던 국 모

직물 사용을 통해 실루엣,색상,소재가 두드러지는 패션의 변화를 견인

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 복식을 차용하여 국

통소재인 타탄,해리스 트 드 등의 국산 모직물을 사용하 다.

1987-8년 추동 ‘HarrisTweed’컬 션에서는 웨스트우드가 담고자 한

국식 복식 소재들이 거 등장한다.HarrisTweed컬 션에서 웨스트

우드는 여왕이 어린 시 에 입은 붉은 트 드 재킷을 미니 크리니와 결

158) 민 (2009), op. cit.,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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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켰으며,귀엽게 피트 되는 “ 린세스 재킷”을 보여주었다. 한 이

컬 션에서 18세기 코르셋에서 감을 받은 StatureofLibertycorset을

선보이기도 했다.

알 산더 맥퀸은 부분 부 의 디자인에 같은 컬러의 자수, 이스

조합,같은 컬러 혹은 인 한 컬러의 주단,면 등과 함께 엣지가 있는 작

은 보석 혹은 진주 장식 실크,연한 주단,시폰 등 딜럭스 감을 부여

하는 면 소재를 사용했다.이것은 의상에 함축되고 세련된 바로크의

화려한 모습을 함께 구성한 로 평가받고 있다.159)

3.성 특성

패션의 차용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과시

욕으로 을 충족했으며 디자인과 문양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생겨나

게 되었다.이 성 념의 특질은 복식에 그 로 용되어 남성 이미

지는 테일러 스타일,직선 ,개수가 비교 고 큰 세부 장식,무겁고

거친 재질감,큰 무늬나 무지 혹은 기하학 무늬의 사용,단순하고 세련

된 무채색,바지 스타일로 표 되었다.반면,여성 이미지는 드 스 스

타일,곡선 ,개수가 비교 많고 작은 세부장식,가볍고 부드러운 재질

감,작은 무늬나 꽃무늬,추상 무늬가 주로 사용되었다.이와 함께 우

아한 유채색이나 간이나 밝은 채도, 스텔 톤의 색채,치마 스타일로

표 되었다.160)

로코코시 는 살롱문화로 인해 특히 여성 패션의 보 과 여성에

한 성정체성확립이 확고하게 될 수 있었다.여성들은 남성을 의식해 스

스로의 기품과 매력을 보이려는 노력들이 패션에 반 되었다.사회가 변

화됨에 따라 여성의 드 스는 권력자나 남성들에게 인정받기 해 부풀

리고 풍만한 가슴을 과장 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 했다.이런 과도

함에 한 바로크‧로코코시 남‧녀의상의 미 차이는 뚜렷했는데 바로

크는 남성성이,로코코는 성애 인 주제로 연출된 여성성이 강조되었다.

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 져 남성은 여성성,여성은 남성성을

차용하는 남녀의 성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특징이 나타난다.실제로

159) 계진, op. cit., p. 46.
160) 민 (2004b), op. cit.,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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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표하는 남성 테일러링은 여성복에서 차용된 것이다.

4.계 의 특성

신분에 따른 엄격한 차별은 왕실과 귀족을 허 과 허식으로 가득하

게 했고,의복은 그들의 명 와 특권을 드러내는 과시의 표식으로 기능

하며 존재했다.이처럼 의복은 항상 사회 그 자체와 사회 간극들,인류

학 특수화,성 인 차별화에 한 사회 계성을 밝 주고 있다.161)

지배계 의 경제 여건과 권력을 나타내고 계 에 따른 경쟁과 제

압의 필요성을 충족키 해 패션은 정치 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패션

은 고 시 부터 인류가 가장 정치 으로 활용했던 상이었고,의복과

장식으로 계 을 구분하며 권력을 나타내는데 요한 과시욕의 표 수단

하나 다.

특히 국의 왕족과 귀족들은 명으로 계층이 이동되어 신분갈등이

고조되었다.부르주아 남성의 의복은 종교개 에 의해 올리버 크롬웰의

동료들 청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 다시 착용되었다.그 기

때문에 부르주아 남성 의복은 국 부르주아 계 에게 의복을 구성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자 상징으로 이용되었다.왕의 주의를 붕괴시키

고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권리를 획득한 부르주아 계 은 사실상 귀족

의 나태함과 사치를 나타내는 옷감과 장신구의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배

합에 반 되는 색상들의 복을 경험했다.녹색,청색,회색,그리고 무엇

보다 검은색의 어두움은 색상들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반 되는

색상들이 강조 할 수 있었던 구별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다.새로운 사

회질서의 새로운 정치 기호로서 색상들의 소멸 역시 의지와 단념,정약

과 공 에 기 가 새로운 윤리의 새로운 미학 기호가 되었다.162)

명기 여성복의 변화는 국이 주도했고 리는 이를 수용했다.

국에서는 18세기 에 이미 복식에 나타난 계 의식을 폐지하려는 움직

임이 있었다.귀족의 사치성 장식은 시민계 에 의해 비 당했으며,이러

한 정신은 사회의 계층으로 확산되었다.하지만 패션은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지 를 상징하려는 과시성이 계속되었다.당시 패션은 신분,

161) 필리프 , 재한 (역), 『 주  사  :19  주  사  복식  역사』(

울: 실 연 , 2007), p. 40.
162)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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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층을 엄격하게 나 어왔던 호사스러운 취향과 특권의 재 이다.

신분으로 사회 차별을 가져왔던 바로크.로코코시 의 패션은 장식이

나 소재도 그러한 역할을 했다.왕과 귀족들은 그들의 욕망과 과시욕을

해 옷의 착용과 제작에 분명한 차별을 두었다.그러나 과거의 옷차림

으로 구분되었던 계층은 각 신분과 계층별 욕구의 차이로 인해 귀족풍의

의상을 부르주아지가 착용했던 것이 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다시

말하자면 노동계 의 호사스런 패션모방을 지배계 이 액면 그 로 수용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바로크‧로코코시 는 이른바 조의 시 다.귀족과 서민의 삶의

조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확실한 계 의 구분이 뚜렷했다.다시 말하자

면 바로크‧로코코는 계 계질서를 유지해 확고한 왕권의 권력을 유

지했으며 왕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복식과 그 스타일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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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바로크

시

정

신
[그림21-1]

LodovickStuart,

1stDukeOF

Richmond,and2nd

DukeofLennox

byPaulVan

Somer

[그림21-2]

AnneHyde,

DuchessofYork

bySirPeterLely

[그림21-3]

알 산더 맥퀸

2009F/W

[그림 21-4]

알 산더 맥퀸

2011F/W

소

재

의

차

별

화

[그림21-5]

Wiliam Lenthall

byUnknownartist

[그림21-6]

HenriettaAnne,

DuchessofOrleans

byPierreMignard

[그림21-7]

알 산더 맥퀸

2009F/W

[그림21-8]

알 산더 맥퀸

2013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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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

성

[그림21-9]

JohnChurchill,1st

Dukeof

Marlboroughby

SirGodfreyKneller

[그림21-10]

QueenMaryⅡ

bySirPeterLely

[그림21-11]

알 산더 맥퀸

2009F/W

[그림21-12]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4F/W

계

특

성

[그림21-13]

GeorgeVilliers,2nd

Dukeof

Buckingham

by

SirPeterLely

[그림21-14]

ElizabethQueenof

BohemiabyMichiel

Jansz.van

Miereveldt

[그림21-15]

알 산더 맥퀸

2014S/S

[그림21-16]

알 산더 맥퀸

2011F/W

[그림21]바로크 복식과 바로크·로코코 패션의 미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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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로코코

시

정

신

[그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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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상화는 과거를 나타내는 동시에 당 의 문명과 문화를 풀어내 시

를 변하는 진정성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상화에 나타난 인물들

은 복식을 통해 그 시 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 시 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화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의 표정과 복식체계는 표 의 보편 언어로서 사회 지 를 표 하며,

외형 사실성과 내면 분 기는 미학 표 으로서 나타나게 된다.시

에 따라 복식은 그들이 살았던 삶과 문화를 변하고 인물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자이 들은 호기심을 갖고 디자이 로서의 직감

을 이용해 그것을 이해하며,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함

으로써 디자인의 세계를 확장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유럽의 심이었던

국이었던 바로크와 로코코 시 를 배경으로 발달한 상화 작품을 통

해 당시 복식의 미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 이러한 복식의 미

특성과 21세기 국 디자이 의 네오바로크·로코코패션의 미 특성을

비교하여 그 향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연구문제는 국의 바로크와 로코

코의 상화에 해 역사사 의미와 문화 향력에 한 고찰과,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와 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에 한 분석,21

세기에 나타난 바로크와 로코코복식의 향력 악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화 이론과 선행연구에 분석의해 상화가 지닌 시 문

화 배경,모델의 지 형성을 통한 계 사회,착용의복을 통한 유행의 역

사와 기술 산업의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아울러

화가들의 표 방식을 통해 당시에 유행하 던 미 의식의 특성에 한

분석도 가능하 다.

국은 왕족 귀족계 들의 상징성과 함께 국의 통을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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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역사 기록물로 기록한 나라이다. 상화는 권력자들의 이미지 메

이킹을 한 수단으로 존경과 권력자에 한 숭배를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즉 상화는 인물의 고유한 성격과 독특한 측면을 보여 주

는 상징성과 함께 사회 환경에 따른 시 성을 가지고 있다.아울러 상

화는 그 시 의 복식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요한 가치와 자료가 되

며,사회 ,문화 요인을 포함한 요한 시 정신의 보고라고 할 수 있

다. 국 상화의 분석 자료에서 국 특유의 사회계층으로 왕을 비롯

하여 귀족,젠트리,요먼(Yeoman)의 특징이 악되었다.이는 국의 사

회문화 요인으로 신분사회계층의 구분이 요했고, 국사상 왕족과

귀족 그리고 국 명과 국 근 사회의 주도 인 사회계층으로 기능했

던 젠트리를 통해 국의 상화를 보고자했던 것이 연구에 매우 유효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국 바로크·로코코 복식 형성에 향을 미친 사회문화 인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시 정신은 바로크에서는 숭고미,남성미,근 취향을

로코코에서는 우아미,여성미,이국 취향을 표출했다. 국의 사회문화

요인으로부터 바로크·로코코의 문화 개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로크시 에는 청교도 명,왕권과 의회의 립,경험주의 철학사

상의 등장,과학 명 등 국에서 사회 반 으로 수많은 변화가 일어

나던 시기 다.이는 바로크시 술 역에서 계 의 구분,남성 지배,

불균형 미완성,과시 소비,과시된 장식의 특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크시 의 복식에서는 숭고미와 남성미,근 취향의 특성을 볼 수

있다.로코코시 에는 토리당과 휘그당의 립,입헌군주제,경험주의

철학과 과학,경제 계 에서 간층의 향력의 증 ,그리고 살롱 문

화가 등장했다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이 시 국에서는 계 의 구분

과 여성 주도 경향,세련미,과시 소비,이국 취향 등의 특징이 나

타났으며,이는 우아미,여성미,이국 취향으로 표 되는 시 정신을

만들어 내었다.

바로크·로코코 시 정신은 사회 계 과 성별이 상호작용해 복식분

석의 틀을 구축했다.복식의 조형 특성은 부분과 부분이 서로 얽 유

동 이고 유기 인 공간 배치를 이루고 이것이 체 인 통일을 견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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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채로운 색상과 곡선이 풍부한 호화장식이 주 공간의 한계를 확

장해 그 공간과의 상호 의존 계를 심화한다. 한 세 지향 인 가치

추구로서 화려한 장식은 더욱 힘과 극 인 감정표출을 보여주며,남성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바로크 시 를 지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유럽인들의 취향은 바로

크의 장 ,숭고 그리고 역동감에서 로코코의 경쾌,우미,아담함으로 바

고,세련된 사교술,기지와 담소,요염함을 나타내는 18세기 상류계

의 형을 만들었다.

로코코시 여성들은 길고 좁은 소매와 이 칼라가 달린 거 한

코트,남성의 더블릿을 착용했는데,이것은 이성의 복식을 도착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돈 시킨다는 에서 일부에 의해 고소당하기도 했

다.이러한 에서,이성간의 복식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도착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 지 이나 차이가 없어 보인다.아울러 로코코시 는 동양에

한 심과 향이 유럽문화 반에 걸쳐 문화와 술에 지 한 향을

미쳤다.이런 경향은 이국 취향으로 받아들여져 로코코스타일로 새롭

게 창조되었고,동양의 문화 특징도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로 발 했다.

둘째, 국 상화에 표 된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미 특성 복

식의 일반 특성을 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바로크 시 의 왕

족과 귀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계질서를 강화하고

패션을 통해 계 을 구별했다.즉 패션은 스타일에 따라 신분이 구분되

어 계 사회 유지와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여기

에 더해 서민의 복식은 귀족의 복식을 모방하면서 그들만의 복식체계로

발 했다.17세기 청교도 명으로 인해 일반 으로 색을 잘 쓰지 않는

소박한 스타일과 그와 조되는 화려한 스타일이 동시에 공존했다. 공

시 의 국 여성패션은 다양하게 바 었는데,특히 랑스 패션으로

부터 받은 향이 그 원인 하나 다.실루엣 모양의 변화를 제외하면

일반 인 패션이 유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의 17세기 의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의 의복 보다는 다소 갖춰진 형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

다.그 동안 그려진 많은 상화나 그림에서는 부유한 집뿐만 아니라 낮

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했고,실제로 많은 양의 의복이 재까지 박물 에 보존 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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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로코코시 는 랑스가 패션의 심이었지만 18세기를 거치며

국의 패션이 면직 사업의 호황과 함께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

다.바우처는 이 시기 국의 복식 특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국의

신들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류들의 유행,하얗거나 날염된 면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옷들이다.”라고 표 하기도 했다.쥐스토코르,스

틴커크식 스타일,가운,빠니에 등이 유행했다. 이 시 국의 드

스는 ‘국풍 드 스’로 불리며 랑스로 수되기도 했다.

바로크·로코코 상화에 표 된 복식의 미 특성의 사 고찰 결과

바로크 시 국의 복식의 특성은 숭고미,남성미,근 취향으로 축

약할 수 있었다.서양의 복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색상에서 검정색을 주

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착용자의 엄과 권 를 돋보

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이러한 경향은 검정색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엄 인 색상으로서의 숭고미의 표 자격을 유지해왔음을

보여 다. 엄성과 숭고미를 느끼게 해주는 검정색 의상은 밝고 화려한

색상 속에서 검정색이 단독으로 조를 이루거나 검정색 자체가 가지는

색감의 깊이와 강한 색 에 지가 힘을 두드러지게 하고 외곽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복식들은 체로 빛에 의한 표면반사로

화려함과 부피감을 가지는 벨벳이나 실크와 같은 직물로 되어 있고,인

체를 과장하는 형태로 부피가 크며,어떤 경우에는 권 와 엄을 상징

하는 흰색 러 칼라가 더해지기도 했다.

귀족의 복식은 소재와 장식,색채로 인해 화려했으나 명이후 패션

에 한 환멸과 제미로 왕족과 귀족의 복식,신흥 부르주아의 복식이

오늘날 남성용 수트의 형태로 발 되었다.후 나 코르셋 등을 이용해

신체의 윤곽선을 당하게 감추거나 재조정하는 복식형은 바로크,로코

코 복식의 특징이다.과시 흥미가 복식으로 집 될 때 인체는 복식의

종속 인 역할로서 은폐되며 복식의 실루엣은 과장되어 사치스러운 색감

과 장식으로서 인체를 지배함으로써 착용자의 인체미와는 유리되어 과시

상징성이 표 된다.아울러 로코코시 에는 살롱 문화의 개와 함께

귀족 취향인 가볍고 섬세하며 우아한 이미지가 지배 이었다.로코코

시 에는 지극히 사치스런 귀족 취미의 능이 추구되어 선정 이면서

민한 인체를 아름답게 여겼으며, 능 욕망과 함께 미 으로 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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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보호하고 싶은 귀여운 여자의 이미지가 추구되기도 했다.따라서

로코코시 국의 복식의 특성은 우아미,여성미,그리고 이국 취향으

로 축약할 수 있었다.우아미는 여성과 은 사람의 특권이었는데,와토

의 그림에서는 형태의 세 함과 이스,리본장식 그리고 꽃무늬에서 그

표성을 찾을 수가 있다.남성은 수트를 몸에 맞게 해 신체의 윤곽선을,

여성은 장식을 통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강조했다.여성미는 인

간을 분해해 인체에서 능의 도구로서 탁월하게 기능하는 곳만 과장해

유방,허리,엉덩이,발 등 세부를 최 한 강조했다.이국 취향은 18세

기 유럽인들은 동양에 한 심과 열망이 동양과 서양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되었다.이를테면 ‘시 아즈리’스타일과 같이 문화

반에 국을 모방한 스타일이 혼합되고 차용되었다.

와 같은 특성들의 인자는 바로크·로코코 복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으로 상호작용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논의로 정리할 수 있었

다.바로크·로코코 상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편성은 계 사회 던 국

에서 패션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었고,성별보다 계 의 차이가 더

욱 잘 나타났다.왕족과 귀족의 복식은 소재와 장식,색채에 기인한 화려

함이 있었으나, 명 이후 패션에 한 환멸과 제미는 테일러를 발

시켰다.왕족과 귀족은 숭고성과 남성미,서구의 통성을 보 지만 젠트

리에게는 숭고미와 서구의 통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바로크·로코

코 복식의 특수성은 시 정신에 따른 미 특성의 차에 기인한다.바로크

시 에는 왕족과 귀족이 심이 되어 권 를 높이기 해 거 한 곡선미

와 육체미가 강조되었다.이를 해 왕족은 드 이퍼리로 권 와 엄을

보 고 어깨를 강조하는 패드사용은 힘을 상징 으로 보여주었기에 숭고

미가 뚜렷했으며,서구 통주의에 의한 근 성은 동양취향의 융합으로

국,일본,터키 등 동서 교류에 의한 퓨 양식으로 나타났다.

셋째,세계역사에서 유럽의 심이 국이었던 바로크와 로코코 시

의 역사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재창조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화려하고 귀족 인 의상의 이미지를 주

으로 분석해 패션에 독창 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화하고 있는 비

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이 그 표 디자이 이다.비비안 웨

스트우드와 알 산더 맥퀸의 패션 형태와 그들의 패션 속에 바로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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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형태가 어떻게 으로 재해석되는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 결

과 시 정신,기술 요인에 의한 소재 차별화,성 특성의 모호,그리고

계 특성의 모호라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이 시 정신은 ‘역사

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그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술가와 디자

이 에 의해 다른 디자인으로서 탄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기술

요인에 의한 소재의 차별화로 과거는 무거운 자카드나 다마스타의 소재

를 사용하 지만 가벼운 실폰이나 실크소재 실루엣을 잡아주는 버

빠니에는 합성 패치 코드로 과거의 차용을 신하고 있다.‘성 특성의

모호’는 바로크‧로코코시 남‧녀의상의 미 차이는 뚜렷했는데 바로크

는 남성성이,로코코는 성애 인 주제로 연출된 여성성이 보인다는 것이

었다.이에 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무 져 남성은 여성성,여성은

남성성을 차용하는 남녀의 성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계

특성의 모호’는 신분으로 사회 차별을 가져왔던 바로크.로코코시

의 패션이 장식이나 소재도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왕과 귀족

들은 그들의 욕망과 과시욕을 해 옷의 착용과 제작에 분명한 차별을

두었다. 는 패션이 국제화되고 산업화로 인한 량생산과 라이

스타일 변화로,과시 계 의 차별화가 아닌 개인의 자의식으로 인

해 취향과 개성이 발 되고 창조되는 기 이다.모든 시 의 상징 복

고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은 감의 상이 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국을 표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알 산

더 맥퀸의 공통 으로 국의 문화 통을 창의 인 아이디어로 변화

시키고 용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들은 시

의 산물인 남성복식의 정통 재단법을 충분히 익 역사 의상에서 감

을 제공받고 그 감성의 디자인들을 실화 했다.무엇보다도 국만이

가진 특별함은 이런 재단법을 익힌 두 디자이 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며 동시에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역사에 한 존경으로 표 되었다.

국에서는 새빌로우 비스포크 조합을 결성해 비스포크 재단법을 보

호하고 육성한다.이런 역사를 승계하고 발 시켰던 것이 오늘날 국의

패션의 발 에 힘을 실어 주었던 교량의 역할을 했다.매년 트 드에 의

한 패션 랜드의 변화는 역사에 한 존경을 가져왔으며,재단사의 손

에 의한 피트의 완성은 인간의 몸 구조를 향상 시키고 이상화했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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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학,즉 미의 원천이다.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국 디자인을 선호

했고 1980년 반 이후 그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옛 문화의 통을 이

어나가 국 인 복식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

다.

국의 바로크와 로코코시 는 국가 정체성이 뚜렷했고 당시의 복식

은 디자이 교육과 양성에도 많은 향을 주었다.이와 같은 연구는 향

후 패션산업의 발 에 있어 과거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정체성이 미

특성을 지니게 되는 스타일 개발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아

울러 학생들에게 랑스,이태리 주의 바로크.로코코 연구에서 탈피해

다양한 시각의 디자인 교육에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에서도 함

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아울러 본 연구가 이 분야에 한 지속

인 연구와 련 학문 지평의 확장,그리고 유 연구와 인 학문과의 연

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토 의 일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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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the aesthetic qualities of British 

clothing in Baroque and Rococo period portraiture 

and in Neo-Baroque and Neo-Rococo fashion

Hong Mi Jeo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Fashion is not only an expression of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values that have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can also be 

used as a means of expressing an individual's sense of identity. As a 

tool for discovering this sort of sociocultural identity within history, 

portraits are widely used in fashion research, as they allow us a 

glimpse into the subject's character, as well as their social 

background.

In particular, the British fashion industry features a large number 

of designers developing new styles by looking at fashion history from 

a different angle, and fashion history has received high prais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fashion desig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both universal and specific 

features of Baroque and Rococo fashion through the medi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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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ortraiture from these two periods and,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extent to which modern British designers make use of the 

aesthetic qualities of Baroque and Rococo fashion, to investigate the 

reemergence of certain aesthetics in the course of fashion history.

Taking the existing literature as a foundation, my research 

methods include content analysis of the aesthetic aspects of British 

portraiture from the Baroque and Rococo periods; this forms the basis 

for a comparative analysis, highlighting the influence of these two 

periods on the collections of representative modern British designers 

and the role of fashion history in forming the background for the 

work of modern designers. The analysis for this research is based on 

441 portraits chosen from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and on 1601 images taken from collections after the year 2000, of 

two designers selected for their relevance to the identity of British 

fashion, Vivienne Westwood and Alexander McQueen.

The research in this paper is structured in three parts: an 

investigation into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ultural influence of 

Baroque and Rococo period portraiture in Britain; an analysis of 

Baroque and Rococo outfits as depicted in British portraits, and the 

aesthetic values expressed therein; an evaluation of the influence of 

Baroque and Rococo clothing on 21st century fashion design.

The results of my research are also threefold:

First of all, in Britain, portraits form a historical record of 

Britain's traditions, as well as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monarchy and the nobility. Portraits served as a means of propaganda 

for rulers, and were used to demonstrate respect and praise for the 

absolute ruler.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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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roque and Rococo fashion in Britain interact mutually with the 

aesthetics of the period which, for the Baroque involved a taste for 

sublime, masculine beauty and for the contemporary, while in the 

Rococo period there was a predilection for elegant, feminine beauty 

and for the exotic.

Secondly, in the Baroque period, the monarchy and the nobility 

used their authority to strengthen the hierarchical order and fashion 

became a tool to distinguish between classes. Fashion formed a basis 

for discriminating one's status, and was used as a means to fortify 

power and preserve a class-based society. British fashion in the 

Baroque period, as seen through portraits of the time, is characterized 

both by the cultural sensibilities of the Baroque and Rococo eras — 

an aesthetic of masculinity, of the sublime and the contemporary, or 

an aesthetic of elegance, femininity and the exotic — and by the use 

of clothing as a means of exerting control over the stratification of 

society. Indeed, in the dramatic class differences in clothing we can 

see how fashion can be used as a form of social control, while in 

the Puritan restraint of the gentry in the late Baroque period, we can 

see how fashion can also serve the function of self-expression for the 

individual.

Finally,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Baroque and 

Rococo aesthetic qualities in 21st century fashion, I subjectively 

analyzed images of luxurious and ornate outfits, lea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llections of two representative British 

designers, Vivienne Westwood and Alexander McQueen, who have 

each succeeded in transferring their own original reinterpretations into 

contemporary designs. The results show that both designers have 

received a significant influence from the Baroque and the Ro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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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her recreating or reinterpreting styles from these period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ir own designs; in particular, we see a 

reflection of the Baroque and the Rococo sensibilities in the 

discerning selection of materials according to composition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in the blurring of masculine and feminine 

styles, in extravagant ornamentation that resembles the Baroque, and 

in the predilection for the exotic reminiscent of the Rococo.

In this paper,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n modern design of 

sociocultural and aesthetic factors from the Baroque and Rococo, as 

well as their means of visual expression, I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re is a tendency for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Baroque and Rococo periods to be reinterpreted to reflect the new 

spirit of the 21st century, but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the 

aesthetic qualities displayed by the two eras are still used, unchanged, 

as an important visual factor in modern fashion. As universal concepts 

of beauty, the sublime, masculine and contemporary of the Baroque 

and the feminine elegance and exotic of the Rococo still provide an 

important aesthetic input to modern fashion. Only, the means and the 

purpose of expression are somewhat different; for example, whereas 

ornamentation on clothing was used as a means of enforcing a social 

hierarchy in the Baroque and Rococo periods, in the modern era, we 

can say that there has been a shift in values, so that this 

ornamentation is now used as a free expression of wealth and beauty.

Keywords: Portrait, aesthetics, Baroque, Rococo, sublime, elegance

Student Number: 200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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