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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일의 개념과 구성 및 요소 그리고 유형과

위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스타일과 정체성에 관한 문

헌을 중심으로 그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스타일의 근원이 사회적 요구

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임을 전제하였다. 이어 전제를 바탕으로 스타일

의 구성 요소를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 스타일의 유기적 체계로 제시하

였다. 또한, 스타일의 체계를 사례 분석의 기준으로 하여 고딕 스타일부

터 모던 스타일까지의 시대적 스타일과 의자, 자동차, 전화기의 스타일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그 공통적인 특징을 스타일의 유형과 위계로 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타일이란 사회 집단의 공통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일치된 공유적

특성이다. 따라서 개인은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자아를 구축하고 이를

스타일로 나타냄으로써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

스타일의 개념

연구는 먼저 정체성과 자아실현 그리고 자아표현과 스타일의 관계를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있

으며 이를 ‘정체성의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연구는 이어 정체성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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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타일의 특성을 비교하여, ‘스타일’을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의

유기적 체계로 제시하였다.

스타일의 구성 요소

연구는 이어 스타일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시대적 스타일과 스타

일의 대표적인 사물인 의자, 자동차, 전화기 그리고 공간을 대상으로 하

여 사례를 고찰하였고, 그 스타일의 특징에 따라 ‘도구적 스타일’, ‘경제

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 ‘개념적 스타일’의 5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Ÿ 도구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가 강조된 유형으로 작동을 위한 구조적, 작동적, 발명적

그리고 직관적, 물질적, 객관적, 체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경제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뿐 아니라 경제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재화가치가 중

심인 유형이며 구조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고 관습적, 보편적, 효율

적, 합리적이고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범주적 스타일 :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

으로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화가치와 소속감의 공유가치를 기

반으로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인 종교, 전통, 자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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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정치, 계층 등의 특징이 표현되는 것으로 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유

형적, 비유적이며, 상징적, 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자아적 스타일 : 집단적인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아를 위한 정체

성을 확립하고 유희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스타일의 모티브로 하며, 궁

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표현에 집착한다. 따라서 자아적 스타일

은 주관적이고 독자적, 이질적, 이기적이며 그리고 자발적인 특징을 나타

낸다.

Ÿ 개념적 스타일 :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

아적 스타일의 근원이자 동시에 궁극의 이상으로서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그리고 자아가치와 공유가치 모두를 포괄하고 함축한다. 따라서 개념적

스타일은 표현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모호하지만, 불변적이며, 근원적,

원형적 그리고 비구상적 특징을 나타낸다.

스타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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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스타일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구성 요소, 스

타일과 디자인의 관계, 그리고 스타일의 유형과 위계를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며 이후 스타일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스타일, 캐릭터, 모티브, 디자인, 자아실현, 자아표현

학 번 : 2004-3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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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일의 개념과 구성 및 요소 그리고 유형과 위

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스타일과 정체성에 관한 문헌

을 중심으로 그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스타일의 근원을 인간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관계로 전제하였다. 이어 연구는 전제를 토대로 하여 스타일

의 구성 요소를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 스타일로 분류하여 유기적 체계

로 추론 및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시한 스타일의 구성요소를

사례 분석의 프레임으로 하여 고딕 스타일부터 모던 스타일까지의 시대

적 스타일과 의자, 자동차, 전화기의 스타일 발전 과정을 적용하여 그 공

통적 특징을 스타일의 유형과 그 위계 구조를 연구의 결과로 도출하였

다.

<그림 1> 스타일의 사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은 보편적이고 간결한 스타일로 세계 여러 국

가와 문화의 다양한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디자인한 독특한 형태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새로운 영감

을 충전하기 위한 예술인의 성지가 되었다. 또한, 매끈하고 육감적인 팬

톤 의자는 1960 년대 디자인되었지만 21 세기 하이테크 스타일의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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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하 하디드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프라다(PRADA)의 도쿄 아오야마 매장은 뉴욕 매장

에 이어 새로운 플래그 숍의 스타일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인 성

공을 이루었으며 그 근원은 공통적으로 흥미롭고 매혹적이며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눈과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

한 원인으로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현혹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의 감정은 사람이 특정 대상에게 보이는 즐거운 흥미

로,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적합한 대상을 보고 그것의 정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상자의 좋은 기분이며 그것을 통해 예상되는 자아

실현의 성취감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

의 미적 특징이라도 사람과 환경, 시기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은 다르게

느껴진다. 즉 아름다움은 대상이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이지만 그것에 의

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취향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형태의 특징이 다수의 사람

에게 공통의 미적 감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형태의 특징이 여러 사람

의 미적 취향에 공유되도록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

특징이 균질화되고 유형화된 것이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집단의 공통된 특성으로서 시각적 상징성이 의미와 융합된

것이다. 스타일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된 이해가 세대를 통해 계승된

표의적 개념으로서,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효율적 소통을 이

루고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표식으로 인식된다. 따라

서 자신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유지하려는 것은 본능적인 동

시에 의도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 공간 밖에서도 계속

자신의 정체성과 스타일이 일치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근무공간을 자신

의 취향으로 꾸미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장소로 쇼핑을 가며, 자신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경향을 미쿤다

(Christian Mikunda)는 ‘제 3의 공간(The Third Place)’에서 사람들은 자

신의 집(제 1의 공간)과 직장(제 2의 공간)에 이어 상점, 식당, 미술관,

호텔 등과 같은 공공의 공간에서도 자신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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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고 하였다.1) 스타일은 이렇듯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란 조형 특징

을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는 좋든 싫든 미학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며 개인의 생활이든, 기업의 제

품이든 간에 우리는 스타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2) 따라서 스타일을

‘때 늦은 방편’, ‘일종의 포장술’ 그리고 ‘본분을 저버린 탐욕’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3) 오히려 스타일은 디자인의 미래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스타일은 대상에 대한 감각기관의 반응인 지각을 통한 인식의 과정에서

나타나며, 사람의 정체성이 사회와 문화, 집단 등의 보편성과 일치, 공유,

연동을 통하여 생성되고 수용의 거친다. 스타일은 또한,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바탕으로, 역사, 기능, 가치, 전통, 성, 계층, 자연, 정치 등이 융합

되어 기능, 가치, 상징, 미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디자인의 미

래로서 스타일’의 그 본질적 속성과 가치를 연구해야 한다.4)

스타일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81 년에 서울대학교 디자인 전공에서

최초의 석사학위논문5)이 제출된 후 점차 늘어나다가 국민소득 2 만 불이

되던 2007년을 전후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그리고 단행본을 중심으로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전체의 스타일 관련

논문과 서적의 70~80%가 연구 및 출간되었다.6) 일반 교양서를 중심으로

한 단행본의 대부분은 대중의 기호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서와 개성

의 멋을 강조하는 자기 계발서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 분야에서 스타일

은 주로 양식과 개성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연구도 실용적인 주제

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과 소비 시장

의 확대로 최근 일반인과 연구자들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

1) Christian Mikunda, 최기철, 박성신 역, 제3의 공간, 미래의 창, 2006, pp. 13-15

2) Virginia Postrel, 신길수 역, 스타일의 전략(The Substance of Style), 을유문화사,

2004, p. 5

3) John A. Walker, 정진국 역, 디자인의 역사, 도서출판까치, 1995, p. 208

4) 권영걸, 이홍구외, 공간디자인의 언어, 날마다, 2011, p. 301

5) 서병기, 프로덕트 디자인에 있어서 스타일 변천에 관한 고찰: 자동차 스타일링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6) 학위논문 86%(9,948편 중 8,649편), 학술지 87%(5,882편 중 5,138편), 단행본

69%(18,783책 중 13,078책 69%),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14,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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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스타일의 산업적인 성장은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세대에서의 경제주체와 소비주체가 같을 때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축인 30 대와 40 대의 평균소비성향의 추이가 지속

해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및 경제와 산업에서 스타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스타일에 관한 연구 또한, 더욱 요구될 것이다.7) 그

러나 이러한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타일의 선행 연구

는 그 실용적인 사례에 관한 연구에 비해 스타일의 개념과 속성을 다룬

이론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의 실용 연구와 개념

연구의 양적 불균형은 스타일 연구의 질적 발전에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

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일의 개념과 속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스타일의 본질적 속성과 구성 요소를 고찰하고 그 유형과 특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타일은 왜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디자인을

위해 스타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질

문들은 ‘스타일의 본질과 속성 등 개념에 관한 논제’로 발전하였다. 그러

나 스타일의 개념을 다룬 책과 논문은 극히 적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외

국 서적과 학술지의 논문으로서 그 논점이 사회 철학적 시각이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국내의 스타일 연구의 성향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일의 개념과 속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스타일과 디자인

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스타일의 본질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그 활용성

에도 부합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스타일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스타일

에 문화의 고유적 창의성이 호소력 있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

타일의 근저에 개인과 사회의 매개적 공유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스타일은 독창적 정체성을 사회 속에서 이루려는 자아실현의 일환

이며, 자신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을 유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제품을 선택하고 공간을 연출함

으로써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얻는다.

7) 이은미,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제

394호,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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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다음 세 논문의 후속 연구이다.

Ÿ 제품의 진화 (2001) : 제품은 기능, 상징, 형태에 따라 진화한

다.8)

Ÿ 제품의 미래 (2003) : 미래의 제품은 인간의 개념적 변화에 따

라 진화한다.9)

Ÿ 공간의 진화 (2006) : 공간의 개념, 기술의 발전, 공간과 제품의

일체화로 공간은 발전한다.10)11)

<제품의 진화>는 “제품도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진화한다.”를 가설

로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제품의 유형을 기능적 특성의 제품, 상징적 특

성의 제품, 형태적 특성의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의 제품은 그

본질적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제품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유와 시기를 연구의 결론에서 제

시하였다. <제품의 미래>는 인간의 개념과 정체성의 변화가 제품 형태

의 근원임을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인간의 본질을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정신적 제품’과 ‘신체적 제품’으로 유형화하

였다. 연구는 인간과 제품의 관계 특성을 과거와 미래를 통해 비교ㆍ분

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품을 발생학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제품의 진화 과정과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간과 디자인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의 범위는 제품에서 공간으로 확장

되었다. <공간의 진화>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공간의 개념’과 ‘건축 기

술’ 그리고 ‘제품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공간 진화의 바탕이 되었지만, 이

후의 공간은 이 세 가지의 진화 요인이 하나로 통합된 방식에 따라 진화

한다는 것이었다. 이 3편의 논문은 그 연구의 주제와 범위는 다르지만

8) 이홍구, 제품의 진화,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44호(Vol.14 No.4), 2001.12, pp. 137-146

9) 이홍구, 제품의 미래,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Vol.16 No.3), 2003.9, pp. 81-90

10) 이홍구, 권영걸, 공간의 진화: 공간의 발전 요인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7권 2

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pp. 269-276

11) 위 3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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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디자인’, ‘진화’를 연결하는 유형적 연구 관점은 동일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세 논문의 주제를 ‘스타일’로 귀결하여 연구한 것이

다.

또한, 다음 2 편의 논문은 본 연구의 기초 논문이 되었다.

Ÿ 국내 연구에 나타난 스타일 용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 (2011)12)

Ÿ 스타일 연구에 관한 고찰 (2012)13)

본 연구는 사전 연구로서 <국내 연구에 나타난 스타일 용어의 개념

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스타일의 보편적인 용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스타일을 연구 제목에 포함한

것뿐 아니라 주요 키워드로 한 학위 논문(2,226 편), 학술지 논문(2,790

편) 그리고 단행본(831책)을 대상으로 스타일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

는지 조사하였다. 국내의 디자인 분야에서 스타일의 개념은 주로 ‘독창적

표현’, ‘조형적 특징’, ‘개성 또는 정체성’, ‘문화의 산물’, ‘창작의 수단’ 등

이었으며 비 디자인 분야에서는 ‘유형’, ‘개성의 표현’, ‘취향’ 등 이었다.

또한, 디자인 분야와 비 디자인 분야에서 공통으로 ‘정체성의 표현’ 또는

‘조형적 특징’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특히 스타일의 개념을 적용한 사

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실용적 가치를 개념 연구보다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스타일 연구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국외 연구에서

스타일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스타일

에 관한 선학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스타일의 개념 및 속성을 이해

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여러 문헌 자료에 나타난 스타일의 다양한 명

제와 개념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 2편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스타일 연구의 필요성과 방

12) 이홍구, 국내연구에 나타난 스타일 용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 전시디자인연구, 대한

전시디자인학회, 2011

13) 이홍구, 스타일 연구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 제30권 제5호, 한국상품학회, 2012, pp.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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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일의 개념과 구성 및 요소 그리고

유형과 위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구성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스타일의 개념 : 스타일에 관한 선학 연구를 통해 스타일 개념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스타일의 원시적 개념은 원형과 전형이며 15 세

기 이후로 스타일은 ‘고유적 방식’, ‘개성적 외형’, ‘세련된 아름다움’, ‘공

통적 유형’ 그리고 ‘자아적 표현’으로 진화 하였다.

III. 스타일의 근원 : 연구는 스타일의 본질과 근원을 인간의 문화적

고유성을 형성하는 ‘종교’와 ‘전통’, ‘자연’과 ‘산업’ 등의 환경적 조건, ‘정

치’와 ‘계층’의 시대성 그리고 자아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임을 전제하였다.

IV. 스타일의 구성 요소 : 스타일의 개념과 본질의 이해를 통해 스타

일이 ‘모티브(motive)’, ‘캐릭터(character)’, ‘디자인(design)’ 단계를 거치

면서 구체화 되고 유형화된 것임을 제시하였다. ‘모티브’는 스타일의 고

유하고 본질적인 ‘근원(根源)’으로서 인문적 특성, 환경적 조건, 시대적

상황의 요구가 스타일의 사회적 모티브가 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자아적

모티브가 된다. ‘캐릭터’는 모티브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스타일의 ‘원

형(原型)’으로 진화된다. 따라서 캐릭터는 모티브의 사회적 요구와 개인

적 욕구를 실체화하기 위한 개념적 조형의 틀이다. ‘디자인’은 스타일의

원형인 캐릭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체적 형태로 구체화하는 스타일의

‘전형(典刑)’이다. 디자인의 가치화는 사용가치, 재화가치, 자아가치, 공유

가치 간의 균형적 조화를 통해 디자인의 대상인 제품 또는 공간에 쓸모

를 부여하는 것이고 디자인의 형태화는 가치를 실체화하는 것이다.

V. 스타일의 사례 : 연구는 스타일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사례를 고찰하였다. 우선 시대와 스타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고딕스

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로코코 스타일, 신고전 스타일,

낭만주의 스타일, 절충주의 스타일, 비더마이어 스타일, 유미주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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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 스타일, 그리고 모던 스타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캐릭터, 디자인

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또한, 모던시대의 대표적인 제품 중 의자,

자동차, 전화기 발전과정의 고찰을 통해 인간의 욕구와 스타일과의 관계

를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라 스타일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VI. 스타일의 유형과 위계 : 연구는 스타일 사례의 고찰을 통해 도출

된 5종의 스타일 유형을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 개념적 스타일의 특징과 서로 간의 위계 구조를 종합하

였다.

Ÿ 도구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가 강조된 유형으로 작동을 위한 물질적, 구조적, 선구적,

발명적 그리고 작동적, 체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경제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뿐 아니라 경제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재화가치가 중

심인 유형이며 구조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고 관습적 그리고 보편적

이며 효율적,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범주적 스타일 :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

으로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화가치와 소속감의 공유가치를 기

반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인 종교, 전통, 자연, 산업,

정치, 계층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종합된 유형으로 귀속적이

고 집단적이고, 비유적이며, 상징적, 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자아적 스타일 : 집단적인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아를 위한 정체

성을 확립하고 유희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스타일의 모티브로 하며, 궁

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표현에 집착하므로 주관적이고 독자적이

며, 주관적이고 이질적, 이기적이며 그리고 함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개념적 스타일 :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

아적 스타일의 근원이자 동시에 궁극의 이상으로서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그리고 자아가치와 공유가치 모두를 포괄하고 함축한다. 따라서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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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표현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모호하지만, 불변적이며, 근원적,

원형적 그리고 비구상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과 형식의 틀로서 하위 유형인 도구적 스타일에서 경제적 스타일로,

또 범주적 스타일에서 자아적 스타일로 또는 개념적 스타일로 진화하려

는 속성이 있지만 각 유형의 스타일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므로 반

드시 상위 스타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별적 제품이나

공간은 이 5가지 유형 중 복수의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일

의 유형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방법과 형식의 틀

로서 하위 유형인 도구적 스타일에서 경제적 스타일로, 또 범주적 스타

일에서 자아적 스타일로 그리고 개념적 스타일로 진화하려는 보편적 속

성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하위 유형에서 상위 유형의 스타일로 전환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VII. 결론 :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연구로서 사례연구의 양적

연구와 스타일링에 관한 심화 연구를 제안하였다.

다음은 연구 과정에 따라 스타일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다이어그램

으로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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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타일의 개념

2.1 스타일의 의미

스타일의 어원은 필기도구를 뜻하는 라틴어의 stilus와 형상과 이미

지를 뜻하는 에덴어의 STTOLaH 그리고 히브리어의 바늘이란 뜻의

stylus가 서로 교차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세 단어는 고대 시대에 이미

지나 글을 돌과 나무 등에 정확하게 새기기 위한 ‘날카롭고, 뾰족한 것’

을 의미하였다.14) 이후 스타일은 프랑스어인 stile로 변화되었고 16 세기

style의 영어 표현으로 정착되었다. 2014년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

은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독창적인 ‘방식’에 의한 ‘과정’

과 ‘개성’으로, 예술 작품의 작곡, 작문, 그림, 시대, 사조, 장소, 사람의

‘외형적 특징’과 그것이 표현하는 우아함과 세련됨을 의미한다.15)

스타일은 인간의 개성 표현, 작가의 문체나 화풍, 예술의 양식, 상품

의 형태,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스타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특정 대상

의 고유적 속성을 상징하고 비유하여 이르는 단어이다. 다음 표는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네이버 사전에 등록된 예문을 통해 스타일의

보편적인 의미사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스타일은 대체로 방식,

모양, 유형, 멋 등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Ÿ 그는 독특한 스타일로 회사를 운영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Ÿ ‘스타일’은 격식화된 일정한 법칙 그리고 특정한 양식과 질서를

의미한다.

14) Ferdinand Praeger, Style: Proceedings of the Musical Association, 12th Sess.,

1885-1886, p. 91

15)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style?q=sty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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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배우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승용차 안에서 한숨 자라고 밀어

넣는 스타일인 것이다.

Ÿ 이런 화려한 스타일은 사실 어지간한 사람은 못 입거든요. 우리

가게에는 그래서 탤런트 단골들이 많답니다.

Ÿ 산업 디자인에서, 제품의 기구(機構)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외부

의 스타일만을 바꾸는 일.

Ÿ 수영장에서 나온 다음에는 미장원에 들른다. 어깨까지 닿는 긴

머리를 자르고 짧은 스타일로 바꿔보지 않겠느냐고 미용사가

권했지만...

Ÿ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을 선보이다.

Ÿ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으니 색달리 보인다.

Ÿ 여성의 양복 스타일의 하나. 여자다운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으

로서, 둥근 어깨선ㆍ부푼 가슴ㆍ가는 허리 등 여성의 아름다움

을 살린 스타일을 이른다.

Ÿ 연초록 원피스를 입은 순실이의 양장한 스타일을 뜯어보면서...

Ÿ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모든 물건

을 고른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그는 내 취향

대로 꾸며질 것이다.

Ÿ 펑크스타일을 즐겨 하는 사람들의 무리.

또한, 스타일은 “그것은 나의 스타일이다.”, “피카소는 다양한 스타일

로 작품을 만들었다.” “최신 스타일의 옷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공

간의 스타일은 거주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의 말하는 스타일은 특별

해.”, “1950 년대 젊은 층의 스타일은 지금의 젊은 층과는 매우 다르다.”

등의 표현으로 의미와 용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모두 남과 차별되

는 특성 즉 개성을 나타내려는 공통점이 있다.16) 스타일은 자아의 외면

적 특성이며 피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스타일이 개성의 표현으로 사용

되지만, 스타일의 개념 형성은 개별적이지 않고 집단적이다. 즉 스타일은

개인의 독창적 특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공통적 특성을 개인

이 수용 또는 차용하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16) Richardsson, John Adkins, ART: the Way It is, New York: Prentice-Hall, Harry

N Abrams, 1973,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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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신의 개성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 신주쿠, 동경, 일본

예를 들어 사람들은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어떤

범주의 사람인지를 알린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에 일관성을 주기 위한

맥락적인 가치관과 취향이 스타일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패션은 옷 자체로선 유니폼이 아니지만, 자신의 일관된 개성을 나타내는

유니폼이 된다. 이때 개인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으

로 생각되지만, 보통은 이미 집단으로 통용되는 스타일 중 가장 자신에

게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자신의 체형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적으로 인지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개인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이 가시

화되어 제품과 공간에 표현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스타일이 구

체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타일은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2.2 스타일의 연구

2.2.1 스타일의 원형과 전형

스타일의 대표적 개념인 ‘원형(原型)’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

톤(Plato, B.C. 427-347)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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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IDEA)는 관념과 사물의 절대적

인 이상형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여러 개체의 공통적인 특징을 대표하

는 스타일의 원형과 비슷한 개념이다. 플라톤은 불변적 본질이면서 이상

적 형상인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독창적인 해석을 하였다. 그는 모방

(mimesis)을 통해 이데아인 절대적 원형이 이상계, 현상계, 환영계로 전

달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형적 형상을 이상

계의 의자로 정의 하였고, 현실의 세계 즉 현상계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실물의 의자는 이상계의 의자를 개념적으로 모방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현실의 의자를 보고 그린 그림 속의 의자는 환영계의 의자를 거짓의 의

자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이상의 의자가 이상계에서 현상계로 그리고 환

영계로의 모방을 통해 점차 의자의 원형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였다.17)

<그림 3> 플라톤의 이데아와 스타일의 원형적 개념

플라톤은 ‘원형’이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으며,

불변적 것을 통해 보편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불변적 원형의 개념

은 변하지 않는 단일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스타일의 근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17) Hugh H. Benson, A Companion to Plato, Blackwell Publishing, 2006,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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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본질이란 보편이며 현실에서 인지 가능한

것들의 공통적 모습으로 그것은 항상 변화를 통해 존재를 지속하는 것으

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변화를 사물의 실체적

형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형상인(形相因)18)이라 하였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본질은 다수의 ‘전형’에 의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므로19) 보편적

전형의 공통성인 형상인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보편적인 전

형의 개념은 집단의 공통적 가치관이나 선호를 의미하는 스타일의 유형

적 특성과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성과 스타일의 전형적 개념

스타일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 절충한

것이다. 즉 스타일이란 ‘이상’과 ‘보편’이란 양면으로 이루어진 동전이다.

스타일의 내면에는 이상적 원형이 있으며 이것이 보편의 전형이 된다.

즉 여러 개체의 외면적 유사성은 스타일의 근원적 모습을 나타내는 원형

을 공유하며 그러므로 이 원형은 그 스타일의 모태로서 불변하며, 동시

에 다수에 의해 변화하고 전형을 이룬다. 그리고 스타일은 이 전형을 모

방하여 다양한 형상과 질료로서 나타나고, 다시 이 다양성은 보편으로서

전형들의 공통적 유형을 이룬다. 이렇게 스타일은 원형과 전형 그리고

유형의 종합적 개념이다.

18) Christopher Shields, Classical Philoso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Routledge,

2003, p. 106,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 재료인(Material cause), 형상인(Formal

cause), 작용인(Efficient cause), 목적인(Final cause),

19) George Grote, Aristotle II, John Murray, 1872,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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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형과 전형의 개념은 플로티노스

(Plotinus, 204-270)에 의해 연관된 개념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집트 태생

의 그리스 철학자인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을 통합하고 거기에 유출과 구원이란 이야기를 적용하여 ‘일원론(一

元論, The One)’20)을 만들었다. 그는 플라톤의 선(善, The Good)을 모든

인간이 바라는 궁극의 가치로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

적이며, 모든 것에 우선하는 영원한 목적의 선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만

족을 주는 행복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선과 행복, 아름다

움은 모두 영원하고 동일한 것으로 그는 이 모두를 통합하는 개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플로티노스는 이를 위해 모든 것보다 우선 한 하

나, 모든 것의 근원이란 의미로 ‘일원(一元)’의 개념을 만들었다.

일원은 순수하며 스스로 완벽하여 최상, 최선이고 무한의 것이며 통

합체이다. 따라서 일원은 영원하여 변하지 않고 본질적이며 전체와 개체

가 하나이고 모든 형상과 모든 이념이다. 즉 일원은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21) 플로티노스는 일원을 태양이라 비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태양에

서 나오는 빛이라 하였다. 이 개념은 그의 ‘유출설(The Emanation)’로서

설명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의 몸에서 나온, 그래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진 빛이 점차 어두워지듯이 일원에서

멀어질수록 본질을 잃는다는 것이다. 플로티노스는 일원에서 처음 흘러

나오는 것은 ‘지성(intellect)’이라 하였다. 지성은 사유를 통한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활동이다. 일원에서 지성으로

다음으로 흘러나온 것은 ‘영혼(soul)’이다. 영혼은 정신이며,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영혼은 인간의 본질이다. 플로티노

스의 일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점, 인간이란 실체적 존재로

20) 일원(一元, The One) : 플로티노스의 The One은 그리스어 to Hen을 영어의 동의어

로 번역한 것인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자(一者)’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The One을 신이나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에 우선 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궁극의 목적’이란 뜻으로서 ‘일원’으로 해석한다.

21) Giannis Stamatellos, Plotinus and the Presocratics: A Philosophical Study of

Presocratic,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pp. 23-25



- 22 -

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 플로티

노스는 욕망을 지성으로 절제할 때 궁극적 행복인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일원을 ‘통합(unity)’과 ‘미(beauty)’

로 설명한다. 통합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일체화하는 것으로, 참된 존재로

서 자신을 아는 것이며, 이로써 사물과 영혼, 지성이 하나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사물은 선한 것이 되며,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플로티노스는 이것이 인간이 지켜

야 할 윤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플로티노스는 일원론에서 영혼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과

물질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토록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성

을 통한 절제의 선을 강조한다.22) 또한, 플로티노스는 스타일 생성의 원

리인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설명하였다. 플로티노스는 내면과 외면의 일

치를 일원이라 하고 예로서 건축가가 마음속 건축의 형상을 현실의 형태

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페이디아스(Pheidias, c. 480-430 BC)

의 작품 중 제우스 상을 설명하면서, “페이디아스는 제우스의 형상 모델

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

온 것 즉 가장 제우스적인 것을 표현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페이디아스는 정의를 집행하는 제우스의 내면적 특성을 호머의 일리아드

를 통해 얻었으며 이를 외면적으로 장엄하게 표현하였다.23)24) 즉 일원이

란 지성과 영혼을 통합하여 선과 미를 만드는 것이고, 스타일이란 내면

의 실체와 외면의 형상이 일치하여 형상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이 시대의 공통성으로 소통될 때 그것이 일원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25)

22) Lloyd P. Gerson, Plotinus, Routledge, 2010, pp. 12-17

23) Frank Northen Magill, Alison Aves, Dictionary of World Biography, Vol. 1, Salem

Press, 1998, p. 825

24) Hugh Lloyd-Jones, The Justice of Zeus, Vol. 4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1

25) Nigel Spivey, Greek Sculp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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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페이디아스의 제우스 상.

(Pheidias, c. 480-430 BC)

이렇게 내면을 스타일의 본질로서 ‘실체(實體, substance)’로, 또 외면

을 스타일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형상(形狀, form)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

반적 개념이다. 스타일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로서 “스타일에서 형상은

외면적인 특성이고, 영혼은 내면적인 특성이다.”26) 실체는 밖으로 드러나

지 않지만, 형상의 원형이 되며 형상은 그 내면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

습이다. 스타일의 실체는 내면으로서 본질을 의미하며 규칙, 원리, 속성

등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 스타일의 형상은 외면으로서 질료의 물성,

의미의 상징, 대상의 표현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인간’에게는 내면이 사고

와 성격이요 외면이 모습과 행동인 것처럼, ‘사물’로서는 기능이 내면이

고 그 형태가 외면이다. 그리고 ‘현상’의 내면은 원인이고 외면은 결과가

된다. ‘예술’로 서 내면은 예술가의 예술 행위이며 외면은 작품의 형태,

색, 질료, 줄거리, 멜로디 등의 표현적 특징이다. 즉 스타일은 이러한 외

26) Praeger Ferdinand, Style, Proceedings of the Musical Association, 12th Sess,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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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 특성과 내면적인 특성을 연결하는 요소들의 공통성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내면과 외면의 연결성에 관한 초점의 연구는 다음의 연구자들

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6> 통합에 의한 아름다움의 일원론과 스타일의 개념

앤탈(Frederick Antal, 1887–1954)은 그의 저서 '피렌체의 회화와 그

사회적 배경 (Florentine Painting and Its Social Background)'에서 “모

든 예술 작품은 실체와 형상의 특수한 상호관계”라 하였으며,27) 사피로

(Meyer Schapiro, 1904-1996)는 ‘스타일(Style)’에서 “개인적인 혹은 집단

적인 예술에서, 스타일이 일정한 형식, 요소, 자질,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아 스타일은 형상의 체계이다.”라 하였다.28) 최근의 연구로서 제노

바(Genova Judith)는 '스타일의 의의(The Significance of Style)'에서

“스타일은 실체를 형상에 결합하는데서 탄생하며 외면이 내면을 암시한

다.”고 하였다.29)

2.2.2 스타일의 양식

스타일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예술의 시대적 양식’으로 사용된다.

양식은 시대정신의 표현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기술

27) F. Antal, Florentine Painting and Its Social Background, Routledge & Kegan Paul.

1948

28) M. Schapiro, A. Kroeber, Style, Anthropology Today, Univ. of Chicago Press,

1953, p. 287. David S. Whitley, Handbook of Rock Art Research, AltaMira Press,

2001, p. 222

29) Genova Judith, The Significance of Styl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7, No. 3 1979, pp. 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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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특성이 예술, 사물, 공간의 모양에 반영되어 그 형태적 특징을 나

타내는 것으로 일정 시대의 공통적인 유형의 기준이 된다. 스타일 즉 시

대적 양식의 구분은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문화를 각기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문화와 지식의 공유 및 계승과 교육 및 발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 15세기 예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스타일을 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해석한 사람은 르네상스의 인본

주의자 알베르티(Leon Alberti, 1401-1472)이다. 알베르티는 화가와 건축

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1435 년의 ‘회화

론(On Painting)’과 1452 년의 ‘건축론(De Re Aedificatoria)’이다.30) 알베

르티는 회화론에서 기하학, 수학, 원근법 등 회화의 요소와 원리 등을 매

우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예술이 갖는 미적 논리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을 양식적 의미의 스타일 개념으로 분석

하는 것이었다. 알베르티의 이러한 예술에 대한 논리적 연구의 성과는

당시 예술품 생산의 최하위 계층으로서 화가의 인식을 ‘손재주를 가진

기술공’에서 ‘개성과 철학을 갖춘 수준 있는 지성인’으로 바꾸었다.

그는 또한, ‘건축론’에서 건축의 기능과 형태의 적합성을 강조하였는

데 이것은 스타일의 내적 실체와 외적 형상의 일치로서 그 개념이 같다.

그는 고대 건축물에서의 수의 미학, 비례, 이상적 균형, 조화 등의 개념

을 건축물에서 찾아 정리함으로써 각 시대적 배경이 다른 건축의 스타일

30) L. B. Alberti, ‘On Painting (1435)’ and, ‘De Re Aedificatoria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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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알베르티의

회화와 건축의 연구는 예술 작품을 통해 스타일의 본질적인 기능인 ‘양

식’ 즉 ‘동일한 특징에 따른 분류’란 개념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유형의 분류’란 개념으로서 스타일의 연구는, 알베르티의 연구 300

년 후, 미술사가 빈켈만(Winckelmann, 1717-1768)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빈켈만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지하에 있는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품을 연구하였고, 그것을 ‘고대 미술사(The

History of Ancient Art: Among the Greeks, 1764)’로 정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술을 ‘아름다움(beauty)’ 으로 해석하고 장마다 신화의 캐릭

터에 따라, 연대와 형태, 비례와 구성, 주제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 빈켈만은 연구 전반에 걸쳐 ‘스타일’이란 단어를 사

용하여 예술품의 동일한 특징과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

형식은 이후 고고학과 유형학의 체계가 되었으며, 스타일의 개념을 미의

유형학적 특징으로 이해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베르티와 빈켈만의 연구 방식은 부르크하르트(Burckhardt,

1818-1897)에게로 이어져 1860 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에서 르네상스 예술의 이해를

‘정치’, ‘개인’, ‘유물’, ‘관습’, ‘문화’, ‘종교’ 등의 총체적 시각으로 분석하였

다. “부르크하르트는 르네상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연구자로서, 한

시대를 온전히 연구하기 위하여 최초로 회화, 조각, 건축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적 관습까지도 연구의 범위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르크하르트의 예술에 대한 이해는 관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형이

상학도, 예술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인 형이하학도 아닌 특정 예술

군에 대한 시대성, 공통성에 관한 것이었다.

알로리 리글(Alois Riegl, 1858-1905)은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했는

데 작품 속의 장식적 특징을 분석하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조형성의 특

징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양식의 문제(Stilfragen, Problems of Style,

1893)’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아라비아 등 여러 시기

의 예술작품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스타일, 문장 스타일, 식물과 넝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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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아라베스크 스타일 등의 모티브를 분석하여 장식이 각 스타일의 공

통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부르크하르트의 제자인 뵐플린(Wolfflin, 1864-1945)은 1888

년 ‘르네상스와 바로크 (Renaissance und Barock)'에서 두 스타일의 비

교를 통해 스타일의 변화, 원리, 본질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1915 년

에 출간한 책 ‘미술사의 원리(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에서

16-17세기를 거치는 동안 회화의 저변에 깔린 공통적 특징을 5가지 (①

선적인 것에서 면적인 것으로, ② 평면에서 깊이로, ③ 폐쇄에서 개방으

로, ④ 다원에서 통일로, ⑤ 명료한 것에서 불명료한 것으로)로 설명하였

다. 이것을 각 시대의 회화, 조각, 건축 등에서 각 스타일이 갖는 공통된

특징으로 보았고, 개별의 작가와 작품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스타일의

양식을 중심으로 한 뵐플린의 미술사연구는 ‘인명 없는 미술사’라는 평을

받았으며, 스타일의 원리를 통해 예술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

는 것이었다. 리글과 뵐플린은 스타일의 구체적 조형성을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하였으며 이후 양식으로서 스타일 연구의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

다. 18세기까지 자연에 대한 이해는 발생 계통적 특징에 따른 분류학

(taxology)과 형태적 유사성에 따른 구분인 유형학(typology)으로 이분되

었다. 알베르티, 빈켈만, 부르크하르트, 리글 그리고 뵐플린 등에 의한 연

구는 스타일의 양식적 개념을 구축하였다.

2.2.3 스타일의 주요 명제

스타일의 통찰력 있는 명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으며 일반

적인 스타일의 개념 형성에 기여했다. 스타일의 명제 중 가장 유명한 것

은 영국의 정치가인 스탠호프(Philip Stanhope, 1694-1773)이다. 그는 아

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스타일은 생각의 모습이다.”라 하면서 항상 격

조 있는 어투와 태도를 갖출 것을 충고하였다.

Ÿ “Read Lord Bolingbroke’s with great attention, as well to

the style as to the matter. I wish you could form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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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style in every language. Style is the dress of

thoughts; and a well-dressed thought, like a well-dressed

man, appears to great advantage. Yours. Adieu!” Philip

Stanhope 31)

그는 사람의 내면인 생각이 말과 태도 등의 외면으로 나타나며 그것

은 입고 있는 옷처럼 그 사람이 인상과 정체성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

다. 이 유명한 명제는 영국의 3대 문학가로 평가받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의 ‘표현은 생각의 모습이다"32)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

로 생각된다.33)34)

Ÿ “But true Expression, like th'unchanging Sun, Clears, and

improves whate'er it shines upon, It gilds all objects, but it

alters none. Expression is the dress of thought, and still

Appears more decent, as more suitable.” Alexander Pope35)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호머의 작품의 번역가이자 시인인 포프의 시

각으로서, 화가가 색, 화법, 물감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듯이 시

인의 언어적 표현으로 시인의 정체성을 수사적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36) 이를 스탠 호프는 인간의 내면적 정체성이 외면적 표현과 연

관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에 작곡가 프레거(Ferdinand Praeger,

1829-1891)는 그의 ‘스타일(Style)’이란 작곡에 논문에서 이러한 스타일

의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스타일에서 형태

31) Philip Dormer Stanhope Earl of Chesterfield, The Works of Lord Chesterfield:

Including His Letters to His Son, Happer & Brothers, 1853, p. 379 “I wish you could

form yourself such a style in every language. Style is the dress of thoughts; and a

well-dressed thought, like a well-dressed man, appears to great advantage.”

32) Alexander Pope, William Roscoe, The works of Alexander Pope, Volume 2,

Gilbert & Rivington, 1847, p. 349

33) Thomas O. Sloane, Encyclopedia of Rhetor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752

34) Martin H. Manser, The Facts on File Guide to Style, Facts On File Inc, 2006, p.

19

35) Alexander Pope, William Roscoe, The works of Alexander Pope, esq., with notes

and illustrations, by himself and others, Longman, Brown, 1847, p. 349

36) Emerson R. Marks, Taming the Chaos: English Poetic Diction Theory Since the

Renaissance,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8,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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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적 특성이고, 그 정신은 내적 특성이다. (The form is the external,

the style-the soul, the internal.)”37)라고 하였다. 이처럼 창작의 작가들

은 특히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을 작품의 형상으로 나타낸다. 또한, 괴테

(J. Goethe, 1749-1832)도 작가의 정체성과 작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우선 인간의 각기 다른 개성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개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38)”라고 하고 작가가 자

신의 내면적 속성을 충실히 따른다면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

들 수 있다고 하였다39). 융(Carl Jung, 1875-1961)은 괴테의 이 유명한

말을 자신의 논문인 ‘정체성의 발전(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의

첫 문장으로 인용하면서 “인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은 결국 인생을 통하

여 그들의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40) 라고 하였다. 폴 클레

(Paul Klee, 1879-1940) 역시 작가의 독창성에 관하여 괴테와 같은 표현

을 하였다. 폴 클레는 스타일을 “화가가 화법을 찾지 않을 때, 그 화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화풍이 탄생된다.”41)라고 하였다.

Ÿ “He has found his style, when he cannot do otherwise” Paul

Klee.

즉 화가로서 인위적인 화풍에 집착하지 않고 화가 자신의 가장 자연

스러운 정체성을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독창적인 스타일이 된

다는 것이다. 즉 스타일은 작가의 정체성이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괴테와 폴 클레의 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작품으로 표

현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하려는 강한 유혹을 갖기

도 한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나타난 정체성과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그 진실성이 다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37) Ferdinand Praeger, Style, Proceedings of the Musical Association, 12th Sess.,

1885, p. 15

38) Guido Adler, Style-Criticism, The Musical Quarterly, Vol. 20, No. 2, 1934, p. 175

39) Goethe, Style, The Aldine, Vol. 15, No. 8, 1872, p. 157

40) Carl Gustav Jung, Collected Works of C.G. Jung: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antheon Books, 1953, p. 167 “The ultimate aim and strongest desire of all mankind

is to develop that fullness of life which is called personality”

41) Paul Klee, Eric Shanes, Paul Klee, Parkstone Press, 2013,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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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penhauer, 1788-1860)는 스타일이 인간의 자생적 정체성임을 강조하

면서 “스타일은 마음의 얼굴로 신체의 얼굴보다 그 사람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빌려 쓰는 것

은 마치 생명이 없는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아 곧 혐오감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차라리 추하더라도 자신의 진실 된 얼굴이 다른 사람

의 가짜 얼굴을 쓰는 것보다 훨씬 진실 된다고 하였다.42)

Ÿ “Style is the physiognomy of the mind, and a safer index to

character than the face. To imitate another man's style is

like wearing a mask, which, be it never so fine, is not long

in arousing disgust and abhorrence, because it is lifeless; so

that even the ugliest living face is better.” A. Schopenhauer

수학자이자 진화론자로서 유명한 뷰폰(G. Buffon, 1707-1788)은 글쓰

기에서 작가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연결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The France Academy)’에서

한 ‘스타일에 관한 담화(Discours sur le Style, Discourse on Style)이란

특강을 통하여 “스타일은 사람 그 자체이다. (The style is the man

himself.)”라 하였다. 뷰폰은 스타일이란 사람이 밖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 자연, 명상을 통하여 사람 스스로 스타일의 전

체이자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할 때 스타일은 잃어버릴

수도, 건네어질 수도, 또 변질될 수도 없는 고상한, 고결한, 숭고한 진실

로서 항상 영원하다고 하였다.43) 그리고 뷰폰의 스타일에 대한 생각은

문학 비평가인 루카스(Frank Lucas, 1894–1967)에 의해서 다시 강조되

었다. 그는 “스타일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단

어로 만들어진 개성이며, 어투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만약에 좋은 작품

을 쓰고 싶다면, 작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러므로 작가는 글이 아닌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라 하였다.44)

42) Arthur Schopenhauer, Bailey Saunders trans, The Art of Literature and the Art

of Controversy, Digireads.com Publishing 2008, p. 9

43) Saisselin Remy G., Buffon, Style, and Gentleme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16, No. 3, 1958, p. 357 “The style is the man himself”

44) Frank Laurence Lucas, Style: The Art of Writing Well, Harriman Hous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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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tyle is a means by which a human being gains contact

with others; it is personality clothed in words, character

embodied in speech”... “It you wish your writing to be good,

your character must be good.” F. Lucas,

2.2.4 스타일의 요소와 구조

19 세기와 20 세기에 스타일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스타일의 속성

과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크릭(Creek)은 그동안의 스타일 연구자들의

성과를 정리한 연구 논문 ‘스타일의 철학(Philosophies of Style)'을 발표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뷰폰, 포프, 스펜서의 연구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스펜서의 연구를 “소통의 수단으로

서 문학은 인간의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효율적이다.”

라고 평가 하였다. 크릭은 스타일의 감정, 리듬, 아름다움을 설명하였고,

스타일의 재현과 표현 그리고 소통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크릭은 스타

일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감정은 행동의 재료가 된다.”라고 비유하였

으며, 스타일의 3대 속성을 ‘효율성’, ‘미적 가치’, ‘내면과 외면의 일치성’

이라 하였다.45)

<그림 8> 크릭의 스타일의 요소와 개념

스타일의 미적 속성에 관심을 둔 뮬러는 ‘스타일(Style)’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46) 뮬러는 이 논문에서 스타일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밝히고

2012, p. 30

45) H. L. Creek, Philosophies of Style,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Vol. 18, No. 1, 191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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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뮬러는 플로티노스를 인용하여, 아름다움은 스타일의 핵심이

며, 작가와 감상자는 스타일의 심미적 속성을 통해 소통한다고 하였다.

그는 ‘미적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숭고함(sublime)’이라

하였다. 그는 또한, 칸트를 인용하여 ‘숭고함은 무한한 힘의 느낌’이라고

하였으며,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균형과 질서’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

리고 균형과 질서는 ‘일체화(unity)’하는 것이고, ‘웃음(laughter)’과 ‘유머

(humor)’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뮬러는 인간만이 갖는 ‘웃음’이 아름다

움의 원천임을 강조하였고, 웃음이 행복(happy)을 부르고 ‘황홀감

(ecstasy)’을 만든다고 하였다.그는 또한, ‘웃음’은 역설적으로 ‘추함

(ugly)’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는 추함이 유머에 의해 사람에게 수용될

때 웃음으로서 아름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뮬러는 “스타

일은 아름다움의 메커니즘이고 정신과 육체의 일체화이며, 추함이 숭고

함을 통해 높은 수준의 미학적 결과를 성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림 9> 뮬러에 의한 스타일의 메커니즘

액커만(Ackerman)의 '스타일론(A theory of Style)'에서 스타일의

변화 동기와 속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인간은 스타일을 통해 무

엇인가를 인지하고, 기대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타일은 문

화와 사회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 스타일은 역사 관계하여 진화 한다고 생각하였다. 액커맨은 진화의

개념을 인용하여 스타일은 인간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다고

46) E. Mueller Gustav, Styl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1, 2/3,

1941,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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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스타일은 정치, 종교, 철학, 과학 등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진화하며, 특정 스타일이 더 는 사회에서 소비되지 않을 때 그 스

타일의 생명력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타일은 집단의 공통성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개

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타일은 비례와 대칭 등의 조형적인 ‘관습’과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는 기술적 ‘기법’, 색, 크기 등이 표현되는 ‘재료’ 등

의 요소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관습을 사회의 다수가 공용

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집단과 문화의 가치관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관

습이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정신이라고 하였다. 기술은 방법이

므로 스타일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기술은 재료에

관습의 본질을 담아 형태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료가 스타일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스타일의 본질을 설명하

지 못하며 오히려 문화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이 기술이 되고 그것이 스

타일의 본질을 표현한다고 하였다.47)

<그림 10> 액커만의 스타일의 개념

스타일의 속성은 제노바(Genova)의 논문 ‘스타일의 중요성(The

Significance of Style)’에서 구체화 되었다.48) 그는 스타일이란 작가와

시대, 문화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였다. 그는 개인

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소통할 때 그 스타일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것이

라고 하였다. 제노바는 스타일을 ‘범주’, ‘근원’, ‘중요성’으로 나타냈다. 스

47) J. S. Ackerman, A Theory of Styl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20, No. 3, 1962, p. 227

48) Judith Genova, The Significance of Styl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37, No. 3 1979, pp. 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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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의 범주는 사람과 사회가 만든 인위적 문화와 물질에 한정하기 때문

에 자연에는 스타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스타일은

사람의 인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타일에는 근본적으로 아름다

움에 대한 반전과 은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물은 사람

이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설적 의도와 표현으로서 스타일의 미적 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였다. 스타일의 근원은 개인의 정체성

이며 표현이다. 따라서 스타일은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특징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스타

일의 중요성은 상징을 표현하는 기능성에 있다고 하였다. 스타일은 형상

을 통해 상징하고 이를 인지하여 의미를 전달받는 과정이며 체계이다.

제노바는 이러한 스타일의 개념은 결론적으로 인간과 문화의 정체성 그

리고 개인과 사회의 상징과 소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림 11> 제노바의 스타일의 개념

카니(James Carney)는 ‘표현과 스타일(Representation and Style)'의

논문에서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매개성’을 통한 스타일의 메커니

즘을 설명하였다. 카니는 과거의 연구자들이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정의

와 특성에 몰입하였던 반면 작가, 작품, 감상자를 연결하는 의미와 표현

의 연결 체계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스타일의 소통 체계로 이해하였다.

카니는 작품 ‘W’가 표현 ‘X’로 나타나고자 한다면, 이 W와 X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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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과 매개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감상자가 W의 표현 X를 수용

하기 위해서는 W와 X에 대한 선제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작품의 W와 X 사이의 유사점과 관람자의 W와 X에 대한

경험은 동일한 것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맥락적

으로 통용될 때 스타일의 소통적 메커니즘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카니의

연구는 스타일의 메커니즘으로서 내면인 실체와 외면인 형상의 관계를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매개적 관계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낸 것이

다.49)

<그림 12> 카니의 매개채적 기능의 스타일 개념

2.3 소결

고대 철학을 스타일에 적용하면 스타일은 창작의 ‘원형’이며, 대표적

디자인으로서 ‘전형’을 나타내고, 또 공통된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모던스타일의 외면적 특징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20 세기 고층 빌딩은, ‘경제성’이란 모던스타일의 내

면적 질서를 ‘단순함’이란 외면적 형상 규칙으로 표현하였다. 빌딩은 층

이 높아질수록 그 단위 면적별 건축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20 세기의

고층 빌딩은 가장 높은 빌딩이란 상징성보다는 효율성의 경제적 관점에

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고층 빌딩의 내면적 질서는 효율적 수용성이며

외면적 형상 규칙은 탈장식과 가능한 육면체를 유지하는 디자인으로 나

49) James D. Carney, Representation and Styl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53, No. 4, 1993, pp. 8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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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따라서 1851 년 대영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조셉

팩스턴(Joseph Paxton, 1801-1865)의 수정궁(crystal palace)은 모던스타

일을 상징하는 고층건물의 커튼월의 원형이 되었다. 그리고 새장에서 영

감을 받아 철골구조(steel-frame)의 고층건물을 디자인한 윌리엄 제니

(William Jenney, 1832-1907)의 시카고 보험 빌딩(The Home Insurance

Building in Chicago built in 1885)과 그리고 내력벽구조(load-bearing

wall)와 철골구조(steel-frame)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물에 동시에 보여줌

으로써 모던건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다니엘 번햄

(Daniel Burnham, 1846-1912)과 존 루트(John Root, 1850-1891)의 시카

고 모나드녹(Monadnock)빌딩은 모던 고층빌딩의 전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과 전형에 용기와 가능성은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

1856-1924)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와 미스 반 데

로헤(Ludwig Mies van der Rohe, 1886-1969), 그리고 스위스 태생 프랑

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Le Corbusier, 1887-1965)와 미국 건축가 프랭

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등에게 영향을 주었

고 이 건축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현대 고층빌딩의 유형을 만들었다는 것

이다.

<그림 13> 고층빌딩의 전형. Cristal Place 1851, Home Insurance Building 1884,

Monadnock, 1893, Ludwig Mies van der Rohe, IBM , 1973

15 세기 이후 스타일에 대한 연구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첫째, 스타일은 인간과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

은 가치관과 취향 등으로서 자신의 특별함과 보편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 속에서 스타일의 모습으로 찾게 된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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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둘째, 스타일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체로서의 고유적 ‘원형’과 ‘전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타일의 본질이자 내용으로서 작가의 정체성이

거나, 풍토의 관습, 특별한 시대정신, 그리고 종교의 가치, 또는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다. 스타일의 실체는 스타일이 보편화 될 때까지 그 생명

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유가 가능한

고유적 정체성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스타일은 특정한 외면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

일에서 아름다움의 즐거움은 목적이 아니나,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

으로, 음식의 맛이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스타일은 실체

를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내용미와 형식미가 적합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스타일은 형성될 수 없다.

넷째, 스타일은 시대적 공통성을 배경으로 한 생산체계 즉 메커니즘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공유 된다는 것이다. 스타일

은 공통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체계이다. 스타일은 개인과 사회의 매개적

소통으로 균질적인 내용과 형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관념의 생산

체계이다.

위 스타일의 개념과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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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연구자 시기 연구 내용 스타일 연구로서의 의의

스타일의
원형적
개념

플라톤
(Plátōn)

B.C. 427-347
- 불변적 형상인으로서의 이데아(IDEA).
- 모방의 개념을 통해, 이념과 현실의 위계를 설명.

- 스타일의 개념의 탄생 : 스타일
은 관념이면서 현실이고, 실체
이면서 형상이고, 개별이면서
보편이며, 불변하면서 변화한
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élēs)

B.C. 384-322
- ‘보편’의 공통적 형상인을 통해 개별의 본질을 이해.
- 본질이란 ‘형상’과 ‘질료’로 구성.

플로티노스
(Plotinus)

204-270
- 일원(the one)으로의 통합(unity)은 실체와 형상의 일체를 의미하
고, 이는 선(good)으로서 그 가치를 갖으며, 미(beauty)로서 공유
됨을 주장.

- 스타일의 요소 이해 : 유출설은
스타일의 실체와 형상, 내면과
외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기
반이 된다.

스타일의
양식적
개념

알베르티
(L. B. Alberti)

1401-1472

- ‘On Painting (1435)’ : 회화의 요소와 원리 등 미적 논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
- 건축론(1452) : 시대적 배경이 다른 건축을 수, 균형, 조화 등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제시.

- 스타일의 객관적 비교 기준 제
시하였다.
- 동일한 특징에 따른 분류의 개
념을 만들었다.

빈켈만
(J. J.

Winckelmann)
1717-1768

- ‘The History of Ancient Art : among the Greeks (1764)’ : 예술을
미로 해석하고 신화의 캐릭터, 연대와 형태, 비례와 구성, 주제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설명.

- 스타일의 본질적인 개념인 특
징, 미, 유형을 구체적으로 사
용하고, 이를 통해 스타일을 미
의 유형학적 특징으로 이해하
였다.

부르크하르트
(J. Burckhardt)

1818-1897
-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1860)’ : 예술을 정치,
개인, 유물, 관습, 문화, 종교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시대적 공통
성을 중요 함.

- 스타일의 시대적 공통성을 중
요시하였다.

리글
(A. Riegle)

1858-1905
- ‘Stilfragen, Problems of Style (1893)’ : 예술 작품의 장식을 기하학
적 문양, 문장, 식물과 넝쿨, 아라베스크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한 시대적 공통성을 찾음.

- 스타일의 장식적 특징을 강조
하였다.

뵐플린
(H. Wolfflin)

1864-1945
- ‘Principles of Art History (1915)’ : ‘인명 없는 미술사’로서 각 시대
의 회화, 조각, 건축의 시대적 공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일의
원리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함.

- 예술을 스타일의 원리로 이해
하려고 하였다.

스타일의
주요 명제

스텐호프
(P. Stanhope)

1694-1773 - ‘Letters (1749)’ : “스타일은 생각의 옷이다.”
-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
내는 것으로, 사람의 내면과 외
면의 일치성을 중요시하였다.

뷰폰
(G. L. L. Buffon)

1707-1788 - ‘Discourse on Style (1753)’ : “스타일은 사람, 그 자체이다.”
- 스타일의 특징이 사람의 정체
성으로부터 유출됨을 강조하였
다.

스펜서
(H. Spencer)

1820-1903 - ‘The Philosophy of Style(1852)’ : “스타일이란 소통의 효율성이다.”
- 스타일의 형식과, 공유, 소통의
체계적 기능성을 강조한 것이
다.

스타일의
요소와
구조

크릭
(H. L. Creek)

1919
- ‘Philosophies of Style (1919)’ : 스타일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고
찰하고, 스타일을 효율성, 미적가치, 일치성으로 이해함.

- 스타일의 실체와 형상의 일치
성을 강조하였다.

뮬러
(G. E. Mueller)

1941
- ‘Style (1941)’ : 스타일은 정신과 육체의 일체화이며 추함이 아름
다움으로 승화되어 높은 수준의 미학적 성취를 갖는 것.

- 스타일의 미적 근원을 분석하
였다.

액커만
(J. S. Ackerman)

1962
- ‘A Theory of Style (1962)’ : 스타일은 정치, 종교, 철학, 과학 등
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발전하며, 관습, 기법, 질료 등의 유
형적 특성을 가짐.

- 스타일의 변화 동기와 속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제노바
(J. Genova)

1979
- ‘The Significance of Style (1979)’ : 스타일은 인위적인 것, 스타일
은 주관적인 것, 스타일은 상징을 표현하는 것. 스타일은 형상을
통해 상징하고 이를 인지하여 의미를 전달 받는 과정.

- 9가지의 스타일의 특성을 3가
지로 묶어 그 속성을 설명하였
다.

카니
(J. D. Carney)

1993
- ‘Representation and Style (1993)’ : 스타일은 관람물과 관람자를
연결하는 의미와 표현의 연결체계이며, 이는 역사적 또는 맥락적
배경 하에 성립함.

- 상징의 표현을 통해 스타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표 1> 스타일의 연구의 고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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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타일의 근원

3.1 시대 구분과 시대 정신

3.1.1 시대 구분

스타일의 역사적인 배경인 유럽의 문화적 시대는 보통 ‘고대(ancient

times)’, ‘중세(middle ages)’, ‘현대(modern era)’로 특징되는 3시대(three

time frames)로 구분된다.50) ‘현대(modern)’는 다시 중세 이후인 르네상

스부터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를 ‘근대(early modern)’로 하며 산업

혁명과 이후 20 세기를 포함하여 ‘현대(late modern)’ 그리고 현재를 중심

으로 약 15 년 전후를 ‘동시대(contemporary)’로 구분된다.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중세 말기인 14세기의 이탈리아 학

자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크(Francesco Petrarch, 1304–1374)에 의해 시

작되었다. 그는 도덕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이를 잘 나타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문화와 예술

의 특징을 가치 있게 평가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신체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피타고라스(Protagoras,

BC 490-420)의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를 따른 것이었다.51) 특히

신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가 맞물려있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고대 그리스

인들의 예술적 표현은 건축과 조각 등의 예술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문

학과 철학 등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현실적 가치가 내용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예로 트로이전쟁을 배경으로 올림포스의 신과 그리스의

50) Tim McNeese, The Middle Ages (eBook), Milliken Publishing Company, 1999, p.

mp3397

51) J. Paul Getty Museum, Marina Belozerskaya, Kenneth D. S. Lapatin, Ancient

Greece: Art, Architecture, and History, 2004, pp. 6-7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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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웅들 간의 서사시 형식의 이야기를 다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있으며, 인간의 비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은 폴리크레이토

스(Polykleitos)의 도리포로스(Doryphoros)가 있다. 페트라르크는 이러한

예술에서의 인본주의(人本主義)가 테살로니카 칙령(AD 380)으로 기독교

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신본주의(神本主義)에 의해 쇠퇴하

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문화와 예술에서 인본주의적 미학과 윤리적인 관

점이 강조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었다.52)

<표 2> 시대 구분의 변화

페트라르크는 인본주의의 융성과 쇠퇴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

스와 고대 로마 시대를 과거란 뜻의 ‘고대(Antique, BC 800-AD 380)’로

하였고 그 이후 1,000 년간의 시간을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새로운

(Nova, new, AD 380-14세기)’이라고 나누었다.53) 이것은 특정 기간을

하나의 문화적 스타일로 정의한 최초의 ‘시대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

본주의자였던 그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였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인간

의 ‘번영’이라 생각하였고, 기독교의 시대는 ‘현대’라고 표현하였지만 ‘쇠

52) Heather M. Campbell, The Ascent of the Wes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Renaissance, Britannica Educational Publishing, 2011, p. 93

53) G. W. Trompf, The Idea of Historical Recurrence in Western Thought: From

Antiquity to the Reform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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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라는 의미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페트라르크는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

이후의 시대를 신본주의(神本主義)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조명받지 못하

는 ‘어둠(darkness)’의 시대라 생각하였다.54)

페트라르크의 이러한 고대와 현대의 2시대 구분은 1000 년간 이어온

신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당시로써 매우 혁신적이었다. 그때까지도 학자들

의 역사관은 신의 역사인 구세론(Salvation)에 의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

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55) 신본주의적 역사란 기독교의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단계의 ‘일생(age)’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즉, 역사

는 하루, 하루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신의

창조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본주의적 시각에 따르

면 인간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과거는 <세

상의 창조와 예수의 부활>, 현재는 <예수의 재림 과정>이며, 미래는

<최후의 심판을 통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의하

면 매일은 항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재’가 되는 것이다.

페트라르크의 2시대 구분이 3시대(고대, 중세, 현대)로 변화된 것은

르네상스 초기 페트라르크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이어받은 학자들에 의해

서이다. 15 세기 르네상스의 시작은 이탈리아 학자들에게 고대 로마의 영

광이 다시 이탈리아 반도에 재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부르니

(Leonardo Bruni, 1369-1444)는 페트라르크의 2시대를 새로운 시대인

르네상스를 포함하여 3시대로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56) 부시

(Giovanni de Bussi, 1417–1475)에 의해서 새로이 시작되는 시대를 ‘현

대’라는 의미의 ‘Modern’이라 하였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그대

로 ‘고대’가 되었고 페트라르크가 정의한 Nova(현대)를 ‘고대’와 15 세기

이후의 ‘현대’ 사이에 위치한 과도기적 시대라 하여 ‘중세(Middle Ages)’

54) Donald J. Wilcox, The Measure of Times Pas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156

55) Heather M. The Ascent of The Wes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Renaissance

(A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Library Binding, by Heather M. Campbell

(Editor), Be the First to Review this Item, pp. 92-94

56) Bruni History of the Florentine People p.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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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되었다.57) 58)59)

중세의 표현은 ‘middle antiquity’, ‘middle era’, ‘middle times’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모두 1514년과 1530 년 사이에 사용되었다. 이후 ‘middle

age’란 영어 표현은 ‘middle time (1614)’을 거쳐 ‘middle age (1618)’로

만들어졌다.60) 그리고 왜 르네상스의 학자들이 이 1,000 년간의 긴 기독

교적인 색채의 시대를 문화적, 정치적, 지역적 또는 ‘종교적’인 특징의 시

대로 작명하지 않고 단지 과도기적 의미의 ‘중세’로 폄하 하였는지 그 이

유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다음 세 가지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 첫째, 당시 구세론에 의하면 기독교의 종교인에게 현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간 시대라는 점,61) 둘째, 르네상스의 시대를

새롭게 ‘현대(Modern)’로 정의함으로써, 페트라르크가 만든 현대(Nova)

가 자연스럽게 고전과 현대의 중간 시대가 된 점, 셋째, 중간(middle)이

란 단어가 라틴어에서 ‘중간 또는 저급의 질’이란 부정적인 의미62)이었던

점을 통해, 이탈리아 르네상스 학자들의 중세시대 기간을 통해 정치, 문

화적인 억압과 소외에서 주체성을 찾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이것은 페트라르크의 ‘암흑시대’를 간접적으로 이어받는 표현이 되었

다. 그러나 페트라르크를 포함한 인본주의자들은 단순히 고대와 1000 년

의 기독교의 기간에 이루어진 미술과 문학 등의 예술분야만을 집중적으

로 비교하였던 것이며, 신자로서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기간의 작품 에서 인간의 가치 또는 존엄성이 얼마나 강조되었

는가에, 그리고 미학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주목하

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끄는 시대가 과거의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을 알고 있었으며,63) 동시에 ‘모던’이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

57) Angelo Mazzocco, Interpretations of Renaissance Humanism, Brill, 2006, p.112

58) Albrow Global Age p. 205

59) Miglio "Curial Humanism" Interpretations of Renaissance Humanism p. 112

60) Heather M. Campbell, The Ascent of the Wes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Renaissance, Rosen Education Service, 2011, pp. 94-95

61) The Ascent of the Wes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Renaissance, p. 92

62) Heather M. Campbell, The Ascent of the West: From Prehistory Through the

Renaissance, Rosen Education Service, 2011,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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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64)

르네상스의 ‘모던 시대(Modern)’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였다.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도덕, 종교 등의 시대정신은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이

루어 졌다. 르네상스(renaissance)는 ‘재생’의 의미로서 예술에 관한 고대

의 인본주의적 시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의 예술작품

에 나타난 인본주의적인 스타일은 중세시대의 신본주의에 의해 경직된

것으로부터 인간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자유로운 표현 형식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지오토(Giotto di Bondone, 1267-1337)의 그림에서 나타난

디테일이 풍부한 ‘배경’,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원근법’ 등

은 단지 새로운 표현 기법 또는 기독교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림이 아닌, 그림의 관찰자인 인간의 정서와 감성에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는 종교적 절대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

의 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은 철학과 과학이 신학에서 벗

어나 독자적으로 인간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계몽주의와 연

결되었다. 계몽주의는 18세기의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예술들에 광범위

하게 나타난 지적이고 이성적 사상운동으로 사회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경험, 상식, 도덕을 강조하였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권리와 교육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현실적인 변화는 정치적으로 왕정복고를 가

져왔으며 중앙 집권의 강력한 전제 군주는 팽창하는 경제 환경을 둘러싸

고 유럽을 오랫동안 전쟁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시

민의식을 통해 과거의 문예적 관점의 인본주의(人本主義)가 정치적 주체

로서의 개인주의(個人主義)로 발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개인주의

는 17-18세기 영국 직물산업의 성장과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한 자본주

의와 결합하여 20 세기의 시대정신인 자아주의(自我主義)가 되었다. 따라

서 20 세기의 모던시대는 유럽과 미국의 대량 생산에 의한 경제성장 그

63) Rens Bod, A New History of the Humanities: The Search for Principles and

Patterns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161

64) James Harvey Robinson, Petrarch : The First Modern Scholar and Man of

Letters, Haskell House Publishers Ltd. 189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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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대량 소비를 통한 자아주의(自我主義, egotism)로 발전하였다. 모던

시대의 자아주의는 자아실현과 연관되어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스

타일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집단 또는 사회와의 동일성을 공유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던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스타일

의 형성하는 것이다.

Ÿ 인본주의 (Humanism) : 15세기,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문화 및 예술로 

표현함.

Ÿ 개인주의 (Individualism) : 18세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치적 주체성을 주장함. 

Ÿ 자아주의 (Egotism) : 20세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형성과 자아실현을 지향

함. 

이렇게 르네상스는 단지 고대시대의 예술적인 인본주의만을 되살린

것이 아니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종교개혁과 계몽

주의를 이끌었으나, 동시에 유럽 여러 국가에서 전제 군주 체제의 재등

장의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인본주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민주

주의로 발전 하였으며, 자본주의와 산업시대 그리고 20 세기 모던 시대의

시대정신인 개인주의와 자아주의가 되었다.

3.1.2 시대정신(zeitgeist)

시대정신은 그 시대 대부분의 기간과 분야에 걸쳐 가장 광범위한 영

향을 미쳤던 주류적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공통적으로 묻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에 대

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65) 시대정신(zeitgeist)이란 표현은 헤르더(J.

Herder)에 의해서 1769 년에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이후 헤겔에게 영향

을 주었다.66) 헤겔은 그의 책 ‘철학사에 관하여(Lectures on The

65) Tricia Kress, Robert Lake, Paulo Freire's Intellectual Roots: Toward Historicity in

Praxis, Bloomsbury, 2013, p. 13

66) Eyal Lewin, National Resilience During War: Refining the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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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Philosophy)’에서 철학을 시대정신(The spirit of the age)으

로 설명하면서 “철학은 역사를 통해 그 시대의 규범과 생활, 제도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스며있는 공통된 사고적 관점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철학은 그 시대에 소유물이며 그 안에서 제한되며, 그 시대의 본

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67) 니체(F. Nietzsche, 1844-1900) 또

한,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시대정신이란 우리 앞에

직면한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68) 이라 하였다. 이후

시대정신은 1825 년 영국 런던에서 윌리엄 해즐릿(William Hazlitt,

1778-1830)가 25 명의 수필가, 문화 비평가 등 당 시대의 지성인들이 시

대적 경향에 대한 생각을 모아 “시대정신: 또는 오늘의 초상(The Spirit

of the Age: Or, Contemporary Portraits)”이란 책으로 출판하였고 이것

이 대중에 관심을 받으면서 ‘시대정신’이란 단어가 일반화되었다.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주류적 사상으로서 문화가 되고, 유행으로서

그 시대의 생산물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은 문화를 통해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요구된다.69) 헤겔은 이를

“작가는 항상 그 시대의 철학과 시대정신의 산물로서 작가의 표현은 사

회의 행동이며 윤리적이며 문화의 도덕적 표준이 된다.”70)라고 하였다.

또한, 사리넨(Eero Saarinen, 1910-1961)은 “각각의 시대는 그 시대의 정

신을 나타내는 건축물을 지어야 하며 그것은 그 시대의 기술과 표현 방

식이 반영되어야 한다”71)고 하였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보편적 문화의

형식으로서 가치관과 취합 되어 스타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Model, Lexington Books, 2012, p. 35

67) Elliot L. Jurist, Beyond Hegel and Nietzsche: Philosophy, Culture, and Agency,

MIT Press, 2000, pp. 20-21

68) Nietzsche, R.J. Hollingdale trans., Nietzsche: Human, All Too Human: A Book for

Free Spiri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296

69) David A. Lane, Complexity Perspectives in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Springer, 2009, p. 52

70) John Hendrix, Aesthetics & The Philosophy Of Spirit, Peter Lang Publishing,

2005, p. 11

71) Eeva-Liisa Pelkonen, Donald Albrecht, Eero Saarinen: Shaping the Future, Yale

University Press, 200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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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시대의 시대정신은 과학, 산업, 생산과 소비, 자유, 평등, 개인주의,

자아주의 등으로 특징되며 모던 스타일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시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36 년 영화 ‘모던타임스’에 나타난 찰

리 채플린(Charles Chaplin, 1889-1977)과 기계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당

시 미국의 시대정신과 모던 스타일을 상징하였다.72)

<그림 14> 시대정신의 상징 : The Gateway Arch, Eero Saarinen, St. Louis,

USA, 1965, Modern Times, Charlie Chaplin, 1936

시대정신은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모던시대는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더니티는 산업화로 이

해된다.”73) “그 쇼핑몰은 우리 마을에 모더니티의 정신을 주입하였다.”74)

또한, “모더니즘이 시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경향과 같은 현재에 관한 것

이다.”75) “모더니즘은 20 세기의 건축과 예술 그리고 패션에 영향을 주었

고 전형화되었다.” 등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은 모던시대의 특징을 나타낸

다. 또한, 모던시대의 시대정신은 모더니티, 모더니즘뿐 아니라 모던운동,

모던 스타일 등으로도 표현된다.

72) 찰리 채플린(감독), 찰리 채플린(주연), 모던 타임즈,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1936, 87

분

73)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 15

74) Oxford Dictionary Online,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modernity

75) Astradur Eysteinsson, Vivian Liska, Modernism,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7,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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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대 (period) : 3시대적 관점의 역사 시대구분 (고대, 중세, 현대).

Ÿ 주의 (ism) : 시대의 정치, 사회, 산업적 구조의 특성 및 문화적, 예술, 철학적 경

향.

Ÿ 운동 (movement) : 시대정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주장과 행동의 성과와 가치

Ÿ 스타일 (style) : 시대정신의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결과의 지속적, 공통적 특징

따라서 시대정신은 주로 ‘시대(period)’, ‘주의(ism)’, ‘운동

(movement)’, ‘스타일(style)’로 표현되며, 별도의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시대’는 역사적인 맥락을 관점으로 한다. 이 시대적 관점은 역사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그 전후의 영향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시대

는 보통 정치적 사건을 기점으로 구분되거나 사회체계의 변환 또는 기술

의 진화 그리고 전쟁과 같은 혁신적인 사회변동의 사건을 시점으로 한

다. 예를 들어 모던시대는 3시대의 현대(modern)에 해당된다. 모더니티

는 모던시대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로 모던시대의 정치, 사회,

산업의 구조의 특성을 나타낸다. ‘주의’는 보편적인 시대정신의 표현방식

으로 특히 시대의 문예적 원칙, 입장, 또는 태도 등을 나타낸다. 모더니

즘(modern+ism)은 모던시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철학적 경향을 지칭

한다. 주의는 또한, 구체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에 붙어 그

대상의 문예적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상주의

(impressionism), 막시즘(marxism), 인종차별주의(racism), 성차별주의

(sexism) 등은 개인의 사상이나 집단의 특별한 의식, 성향 등을 구체적

으로 강조하여 소단위의 시대정신으로 사용된다. ‘운동’은 시대정신에 따

라 그 시대를 이끌었던 중요하고 실체적인 주장과 행동의 사건들로 그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 운동은 미술공예운동(Art and craft

movement), 아방가르드(Avant-garde movement), 환경운동

(Environmental movement), 디자인개선운동(Design reform movement)

등을 나타낸다. 운동은 광의로서 시대, 주의, 스타일 등과 혼용하여 사용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특정 집단의 공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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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을 협의로서 구체적 실행 조직 그리

고 분명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그림 15> 사회와 개인의 공유적 특성으로서 스타일

스타일(style)은 시대와 주의, 운동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회, 문화

와 예술 그리고 사물과 환경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 또는 감성을 나타내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표현이다.

또한, 스타일은 특히 개인과 집단의 공유적 가치관과 취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성적 표현과 구별된다. 개성은 개인의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

나 스타일은 사회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의 공통적 개성을 의미한다. 즉,

각 개인은 스타일을 매개로 하여 특정한 가치관과 취향을 공유하고 그것

을 각자 개성의 한 측면으로 한다. 따라서 스타일은 개인의 독자적 표현

이기보다는, 다수의 개인이 만든 사회 또는 집단의 공통된 표현으로 개

인이 이를 자신의 개성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타일은 자신이

속한 정치, 종교, 전통, 계층, 자연, 산업 환경 등의 구조와 특성, 사건과

현상 등에 영향받으며, 나아가 자아실현의 목적을 위한 자아표현으로 발

전된다.

3.2 자아개념의 발전

인간의 자아의식 즉 자존감에 대한 성취 욕구는 고대 철학부터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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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이었지만, 사회 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 즉 대중의 삶과 생

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모던시대의 시작점인 15 세기부

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의 발달’의 시초가 되었다. 르네상스를 이룬 각 도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체 규범, 사회생활, 문화의 특성 등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개

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시의 무역 및 경제

발전에 따른 ‘은행의 설립’은 도시의 시민들에게 사유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것은 곧 개인이 실질적인 주체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한, 구

텐베르텐에 의해 혁신적으로 발전한 ‘인쇄술의 발전’은 성서와 책을 대량

생산하게 함으로써, 신학은 물론 고대 철학과 기술 등 사회를 이끌어가

는 고급 지식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제도

권의 교육 체계를 통해 관리되던 지식과 그 해석은 개인적인 독서 활동

으로 더 이상 고정된 지식이 아닌, 더 자유롭고 사적인 이해로 발전하였

다. 그리고 인쇄술에 의한 지식의 확산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95 개 논제는 즉시 대량 인쇄되어 전 유럽 교회 사회에 전

파되었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측과

반종교 개혁 측 모두 종교 활동의 의미를 교회와 사제에 대한 추종적인

것에서 신자의 개인적인 자아 성찰의 활동으로 확대했고, 나아가 개인으

로서의 자아적 개념을 갖게 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자아(自我, ego)의 개념은 개인의 개념과 함께하며 그 구분은 뚜렷하

지 않았다. 16 세기부터 발전된 개인의 개념은 자아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개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상대적 비교 개념으로 이해되지

만 자아는 인식의 대상으로서 인간성의 한 부분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

아는 프로이트의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또 심리학의

자신(Self)으로서 그 개념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아는 일

반적으로 각 개인의 내면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세계

관을 국가와 사회란 개념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시각과는 상대적으로 사

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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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인’의 개념은 처음엔 이성적 ‘자아’의 성격을 나

타내다가, 차츰 소유로서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측면으로서 ‘민주’의 개

념이 추가되어 진화하였으며, 20 세기 중반부터는 다시 자아와 그 궁극적

가치인 자아실현의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먼저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자신이 최초의

위대한 개인주의자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수상록(Essays, 1580)에 다음과

같이 자아를 나타내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될

줄 아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나는 내 안을 들여

다보고, 오직 나 자신과 관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다스리며

음미한다. 우리의 한 부분은 사회의 몫이지만, 가장 귀중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76) 인간의 자아에 관한 개념적 그리고 실체적 존재에 관

한 설득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코키토(cogito)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Ego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로 만들어졌다.77) 이때 데카르트는 자아의 존재를

인식에 두고 있다. 그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에 자신의

존재를 믿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어떻게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며 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것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인간 또한, 전체주의적 시각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도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

원이기 전에 하나의 특수한 인간으로서 주권을 갖는 자아적 가치의 중요

성을 강조한 것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이란 단어 대신에 ‘나는’이란 단어

를 사용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절대 기준이 되었던 목적론적 인간의 개념

에서 개인을 분리하고, 거기에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아의 개념을 강

조한 것이다.

76) Alain Laurent,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pp. 38-39

77) 이 명제는 원래 데카르트가 1637년 ‘방법서설, (Discourse on the Method)’에서 프랑

스어로 (Je pense, donc je suis) 표현된 것이지만, 이후 데카르트가 1644년 ‘철학의 원리,

(Principles of Philosophy)’를 라틴어로 출판하면서 (Ego cogito, ergo sum)로 다시 명제

화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그 근원적 개념을 찾을 수 있

다. Aristotle, Harris Rackham trans., The Nicomachean Ethics, (1170a 25),

Wordsworth, 1996,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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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8세기 계몽주의를 전후로 한 집단과 개인의 관계 변화

이후 라이프니츠는 1695 년 ‘자연과 물질의 소통에 관한 새로운 세

계’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의 영향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

다.”라고 하였다. 그는 하나의 단자인 인간의 내부에는 독립된 개성을 보

장하는 ‘내적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표상하는 능력이며, 이런 능

력으로 “우리는 ‘나’라고 불리는 자아적 인식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근거해 삶을 펼치며 자신을

결정하는 추상적이지만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사드(François de Sade, 1740-1814)는 ‘독아론’을 통하여 자신에게 최고

의 권한을 지닌 자아는 절대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기적 쾌락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78) 그는 실재하는 것은 오로지 자아

와 이를 통한 의식뿐이라고 하였다.

자아의 개념은 오버톤(Richard Overton, 1640-1663)에 의해보다 명

확하게 정의되었다. 개인의 왕은 군주가 아니며, 개인에겐 자신만이 스스

로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1664년 감옥에서 쓴 ‘모든 폭군과

폭정을 향한 화살 (An arrow against all tyrants and tyranny)’에서 자

78) Alain Laurent,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p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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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갖춘 개인이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모든 개인은 태생

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거나 빼앗길 수 없는 각자의 소유권을 가진

다. 각자는 스스로 자신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동등하고, 정신과 신체적으로 자유로우며, 모든 개인은 서로가 차별 없는

존재의 가치이다.”79)80) 오버톤의 주장처럼 자아의 개념은 내면적 성찰에

서 외면적 권리를 추구하는 반체제적 시각으로 확장되었고, 사회의 상대

적 개념인 ‘개인’으로서 그 의미가 객관화되었다.

그러나 오랜 전체주의적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갑작스러운 개인의

요구와 권리의 주장은 즉시 국가와 사회란 공동체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

었으며, 일반인들조차도 자신을 사회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는 것

에 익숙지 않았기에 ‘나는’이란 자아와 개인의 개념은 경계의 대상이었

다.81) 따라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각자 간의 개인적 권리를 추구할 때 서

로 충돌하는 것에서 혼란을 느꼈고, ‘개인’이란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거부하는 이기주의자로서 취급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은 곧 개인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권리가 서로 균

형을 맞추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되었다. 데카르트

는 이에 관하여 “우리 각자는 남들과 분리된 존재이며, 따라서 이해관계

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특수한 자기

이익보다는 우리가 속한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82)고 하였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리바이던(Leviathan, 1651)과 인

간론(De Homine, 1658)에서 개인을 인간의 태생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

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연의 본질적 원리에 의해 본능적으로

생존의 욕구를 따르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이처럼 상충하는 개인의 양면성에 대하여 “개인은 평등을

79) Overton, An Arrow Against All Tyrants, Political Idears, 1976, pp. 177-178

80) Jonathan Scott, England's Troubles: Seventeenth-Century English Political

Instability in Europea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287

81) Geneviève Rodis-Lewis, Jane Marie Todd trans., Descartes: His Life and

Thought,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 80

82) Alain Laurent,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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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사랑과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그것은 공동체를 성장

시키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쟁은 어쩔 수 없이 다

른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상

대로 한 우리의 전쟁, (A war of all against all)’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83) 따라서 홉스의 주장은 정치적 인간 즉, 사회적 구속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권리를 일부 국가와 사회에 양도하고 그 대신에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 질서와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부분과 전체 그리

고 발전과 균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관계가 되었다. 애덤스미스는 이

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적 관계를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년)’과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1776)’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

줏간, 양조장, 빵집 주인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풍요롭

게 하기 위한 이해 타산적인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문할 것

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84) 동시에 그는

‘보이지 않는 손, (The Invisible Hand)’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각 개인

의 이해 타산적인 행동은 과도하게 발휘되지 않고, 전체 사회 구조 속에

서 자정적으로 조정되며 각자의 이익뿐 아니라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그것은 사회의 유용성 즉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5)

스미스의 국부론은 18세기 영국 및 유럽 열강의 식민정책과 자유시

장경제체제에 적용됨으로써 확장주의 국가 정책에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

였고 동시에 국가와 공동체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시작된 자아 즉 ‘개인’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에서 마찰을 일

83) Cole Speicher Brembeck, Congress, Human Nature and the Federal Debt: Essays

o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Deficit Spending,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1, p.

16

84) Samuel Fleischacker, On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A Philosophical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 90

85) A. L. Macfie, The Individual in Society: Papers on Adam Smith, Routledge, 2013,

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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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욕구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평등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자기애(self-love)’로 발전되었고, 자아추구에 대한 경쟁은

독창성과 공동체 성장의 자원으로, 또 사회를 유지하는 커다란 체계(The

Great Machine)로 이해되었다.86)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왔던 전체주의 시각이 단기간에 개인

주의적 시각으로 변화된 데에는 도시의 발달과 그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우선 르네상스 이후 도시의 규모와 체계는 과거와 다르

게 복잡해졌고 경제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를 지탱하는 산업 형태

역시 농업에서 무역과 상업으로 변화되었으며 곧이어 제조 산업으로 빠

르게 전환되었다. 그로 인해 생산시설과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동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써 도시의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는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17세기-19 세기 유럽

의 도시인들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르며 많은 수가 가족을 떠나 혼자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경쟁적인 도시생활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

이 되었지만 그러므로 서로 상호의존적인 경향도 생겨났다. 이들은 자신

의 생활에서 주체성을 갖게 되었으나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으며, 이를

보상 받기 위해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였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고, 그것은 사생활

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생활은 개인의 양면적인, 자연인으로

서의 이기심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타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했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루소(Rousseau, 1712-1778)는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과 조화는 인간의 자긍심(self-esteem)

과 자애심(self-love)의 연결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루소에 의

하면 자긍심(self-esteem)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을 낮추는 주요

86) Geoff Cockfield, Ann Firth, John Laurent trans., New Perspectives on Adam

Smith'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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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의 평가 중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

인 평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의 절대

적이고 완성된 인간상에 자신을 비교하여 개인은 항상 개인을 부족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의한 자아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이유로 루소는 이 자긍심을 고통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평가에 열망하는 이유는 타인

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는 성취감과 자존감에서 오는 쾌감이 그 무엇보다

도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루소의 이 자긍심은 매슬로우의 존경의 욕구

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88)

반면에 자애심(self-love)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아를 정의하는 것이다. 루소는 자애심의 특

징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존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이 자애심을 모든 동물이 본능에 따라 갖게

되는 안전과 행복의 자기만족이라 하였다.89) 이와 같은 자애심은 아동기

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축되지만,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통해

사회화되고 타인과 비교될수록 사회의 표준적인 인간상과 불일치하게 된

다. 이에 따라 행복감은 저하되고 자애심 역시 상처받게 된다. 루소는 역

설적으로 이 상처받은 자애심을 복구하는 방법으로써 사회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social conduct)’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90) 즉 자신의 안녕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개인이

포함된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연결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사회화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자애심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이라는 개념은 19 세기를 전후로 영국에서는 공리주의적 성격의

87) Lee Harris, Civilization and Its Enemies: The Next Stage of History, Simon and

Schuster, 2004, p. 158

88) Robert E. Lane, After the End of History: The Curious Fate of American

Materialism,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6, p. 24

89) Patrick Riley, The Cambridge Companion to Rousseau,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12

90) Claes G. Ryn, Democracy and the Ethical Life: A Philosophy of Politics and

Community, CUA Press, 2001,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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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의미로 발전하였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윤리를 해치는 위험 요소로 생각되었다.91) ‘개인주의(individualism)’란

단어 또한, 프랑스의 ‘새시몽 사회주의자(saint-simonian socialists)’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1789 년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붕괴

되기 시작한 프랑스 사회의 근원에는 당시 산업 사회의 자아 중심적이고

무정부적인 개인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오언(Robert

Owen, 1771-1858)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 사회주의자(owenites)들

역시 당시 자유 시장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 사회적 문제의 배경에는 개인주의의 탐욕이 근거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주의를 비난하였다.92)

이후 프랑스 사회는 반 혁명주의자들에 의해 개인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해 사람들은 퇴폐적이고, 이기적

인 개인의 행동이 전통적인 사회관계를 분열시키며, 나아가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켰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아주의

개념인 다양성의 근원과 자아성찰적인 개념인 개인주의가 계몽주의 시대

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왕정이 강화되었고, 정치적인 규제는 더욱 강해졌으며

일련의 지식인 사회는 시민혁명을 통해 힘을 얻어가는 개인의 무절제한

주권을 어떻게 다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한 비난과 고민은 자아의 개념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자아주의(egoism)는 백과사전에

서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되었다. 자아주의는 자신에 대한 무지와 과도한

관심을 의미하였다. 자아주의자는 자신의 욕망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회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자아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의무인 결혼, 부양을 저버리고, 자신

91) Marcel Bax, Dániel Z. Kádár trans., Understanding Historical (Im)Politeness:

Relational Linguistic Practice over Time and Across Cultures, John Benjamins, 2012,

p. 57

92) Cajetan Iwunze, The Factors Responsible for Low Educational Achievement

Among African-Caribbean Youths, Author House, 2009,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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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만을 추구하며, 제멋대로 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

기의 문학작품에서 자아주의자들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93)

이러한 환경에서 스탕달(Stendahl, 본명:Marie-Henri Beyle,

1783-1842)은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개인의 내적 성찰을 주장하였다. 그

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인 ‘어떤 자아주의자의 기억, (Souvenirs

d'Égotisme, 1892)’을 통해 자신을 에고티스트 즉, 자아주의자로 규정하

고, 자아주의자란 자신의 내면적 욕망과 개성을 묘사하고, 자애심을 실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었다. 이 작품에서 스탕달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압적인 아버지, 신경질적인 고모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

던 가정교사에게 받았던 성장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소재로 활용하였고 정치, 종교, 사회 등의 자아를 구속하는 역사적 배경

을 가진 것들을 거부하였다. 반면 스탕달은 이 작품에서 그의 로맨틱하

고 사실주의적인 문체를 통해 서정적이면서도 거친 정직함을 나타내고,

또 과격하고 격정적인 묘사를 통해, 자아 즉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과 해답을 구할 것을 독려하였다.94) 그러나 당시 유럽의 정치 상황

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대 제국주의 등이 혼전하던 시기였

고, 사람들은 개인과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안정된 공동체와 강

력한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시각은 파시즘과 나치즘 등의 정치적 극단주의에

활용되었고 1차, 2 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게 되어 평화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와 자아의 개념은

20 세기의 후반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와 개인

의 가치는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17세기 영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은 청교도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국의 전통적

93) Harvey Chisick,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Enlightenment, Scarecrow Press,

2005, p. 149

94) Steven P. Sondrup, Virgil Nemoianu, Gerald Gillespie trans., Nonfictional

Romantic Prose: Expanding Borders, John Benjamins Publishing, 2004,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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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 사회적 관습 그리고 국가관 역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

어 있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는 이주민들로 인해 미국 사회는

유럽의 도시생활에서 나타났던 개인주의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는 미국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원리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국가에서 모여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국 국민들은 전통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였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졌으며, 그러므로 개인주의적 사

고는 이들이 삶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인들은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에 이양했으며, 국가는 개인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 개인의 자아적 삶의 형식과

생활에 따른 취향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20 세기 초

두 번의 세계 대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잠시 공동체적 가치관이 중요시되

기도 하였으나 전쟁이 종료된 후 즉시 개인의 자아주의는 자유주의, 자

본주의, 민주주의와 함께, 다시 삶의 중심 가치가 되었다.

1970 년대를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사회에서 호전적인 성향이 사라지

고 보다 개인적이며 자아 중심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데에는 현

대 교육체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정치의 민주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고도의 기술적 발전이 결합한 역동적인 자유 시장 경제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개인주의의 논리는 소비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와 연결되었고, 자아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발전하는 대중매체에 의한 모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정체성을 주장하며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더욱 자유로이

행동하였다. 즉 개인은 그동안 다양한 공동체에서 부과하는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적 풍

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자신의 직업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선

호를 추구하게 되었다.95)

        

95) Alain Laurent,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pp.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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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아주의의 특징

자아의 현대적 개념은 애덤스미스의 자기애를 계승하였다. 개인의

자아는 사회 속 평등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쟁의 순

기능을 통해 독창성의 기반이 되어 공동체의 자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다원주의 시대의 자아는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발전을 지속하

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내

적 성찰과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는 탐욕이

나 현실 도피, 또는 반사회적인 성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자아 성찰

은 한 개인의 삶과 생활의 내면적 질서로서 외면을 형상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과 기능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에 의해 성취된다. 그러므로 자아실현

은 자아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고, 자아표현은 자신의 자아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즉, 자아표현은 자아의 내적 성찰을 이루고 그것을 외부

로 나타내어 자신을 공동체와 소통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 생각

재능, 태도나 충동 등을 말과 글, 그림, 공예, 춤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

이다).96)

표현의 자유는 서구사회의 보편적 전제로써 개인의 가능성과 재능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자아의 자유로운 표현은

본질적이며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다.97) 자아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아성찰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이것은 자아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해주고 자신의 신념과

필요를 반영하며 자아정체성을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

표현은 선택과 발언으로 구현된다. 선택은 자신의 선호를 공공연하게 드

러내는 것이며, 발언은 선택보다 더욱 자아표현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인

96) Raymond J. Corsini,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Psychology Press, 2001, p.

877

97) Emerson Thomas,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Vol.72, 1963, p.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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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자신에 관한 언어적 표현이 자신 생각을 나타내는데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98)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자기표현을 위한 선택과 발언의 기회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직접 표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이것은 소유

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현대 경제 시장의 장점이자 동시에 경제적

여건과 소통의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표

현의 욕구들은 개인마다 하나의 불만이 되어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시간

이 지날수록 왜곡된 욕구로 변형된다. 프로이트는 이 문제에 관하여, “표

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마음속 어

딘가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추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였

다.99)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실현되지 못한 자아표현을 소비와 스타일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한다.

자아표현은 소비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사물은 ‘나다움’과 ‘나

답지 않음’을 나타내며, 소비자들은 각자의 자아를 이러한 사물의 소비를

통해 표현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 환경 또는 브

랜드와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비 행동 즉 구매

제품은 물론 상점, 브랜드, 그들의 주요 소비 대상 등을 선택함으로써 자

신이 속한 범주 집단의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다.100) 스타일은 자아표

현을 이루는 효율적 수단이며, 자신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소비는 단순히 상품 구매의 의미보다는 그

제품의 스타일을 통해 ‘개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01) 이처럼 소비를 통한 자아의 표현은 전체 사회에 창의적 아

이디어와 경제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이 되며, 따라서 오늘

98) Constantine Sedikides, Steven J. Spencer, The Self, Psychology Press, 2007, pp.

328-331

99) M.I. Seka, Life Lessons of Wisdom & Motivation - Volume I: Insightful,

Enlightened and Inspirational Quotations and Proverbs, Providential Press, 2014, p.

137

100) Amy N. Dalton, Look on the Bright Side: Self-expressive Consumption and

Consumer Self-Worth, Proquest, 2008, p. 4

101) Brummett, Barry, A Rhetoric of Style, SIU Press, 2008,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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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스타일의 주요 의미와 기능은 자아표현을 통한 자아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3.3.1 정체성과 자아

스타일은 개인의 정체성 발현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성적 사물이

나 공간의 연출적 표현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자아’,

‘이상적 자아’, ‘가능한 자아’ 등 자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의 개성, 미

래의 이상적 모습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현실적인 성취 등이 서로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정체성은 자신의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자아실현적인 속성을 갖는데 현실에서 이것은 욕

구 만족과 목표의 성취로 나타난다. 스타일은 이렇게 정체성이 자아실현

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17> 정체성과 스타일

정체성(identity)은 인간의 개성을 이루는 본질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 본연의 속성으로써 사고, 감성, 행동의 근원지이며 각자의 삶의 가

치와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규범이 된

다.102) 플라톤과 그 시대의 학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불멸

의 정신으로 정의하고 육체는 영원한 정신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생각

하였으며 데카르트와 17세기의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거짓으로

102) Patrick E. Iroegbu, The KPIM of Social Order, Father Pantaleon Foundation,

2013,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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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오랫동안 정체성은 사람의 고

유하고 일관된 자아로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 세기와 20 세기에 사회적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정체성은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시각을 갖

게 되었고, 정체성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가치관

에 응축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Ÿ 정체성이란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에서 오는 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다.

Ÿ 가능한 자아는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된다.

Ÿ 자아실현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 및 필요의 만족으로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정체성은 각자의 개성이 아니라 ‘좋

은 인간’이란 전형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좋은 인간’이란 ‘자연

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고, 이어 ‘좋다’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질서란 ‘적합’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섭리

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즉 인간의 목적은 ‘올바른 삶’을 살기위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었다.103) 이러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생각이었으며 소크라테스와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서양의 철학과 문화의 기초가 되었

다.

<그림 18> 고대시대의 올바른 인간상

103)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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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체성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낳은 것

이지만, 실험과 검증이 논리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19 세기 과학

자들에게는 철학은 단순히 추정일 뿐이었다. 이들은 철학으로만 다루어

졌던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속성을 과학의 이름으로 모두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 철학자들이 통합과 통찰의 방식

으로 이해하였던 것을 실험과 통계 그리고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과학적 방식으로써, 과학자들은 그동안 철학으로 제시된 많은 개

념과 명제를 이처럼 과학적 방식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밝혀지는 이론과 연구방식을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

척하였다. 특히 인류학(anthropology), 사회학(sociology), 심리학

(psychology)은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각자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우생학의 창시자이자 인류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 성과

를 낸 갤톤(Francis Galton, 1822-1911)은 천재와 유명인을 분석한 책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를 출판하였다. 갤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의 반 사촌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하고 이를 갤톤에

게 보내주었기 때문인데, 갤톤은 이 책을 읽고 자연선택은 인간에도 적

용될 수 있으며, 인간 재능은 외부환경뿐 아니라 타고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104) 갤톤

은 가계와 족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는데 최초로 통계와 설문, 측량

의 연구 방법을 인간의 특성 연구에 적용하였다.105)

<그림 19> 갤톤의 정체성 연구

104) Eric C.R. Reeve, Encyclopedia of Genetics, Routledge, 2013, p. 86

105) Samuel H. Barondes, Mood Genes: Hunting for Origins of Mania and

Depre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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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연구 한 ‘영국인의 과학 그들의 선천적 재

능과 후천적 능력(English Men of Science, Their Nature and Their

Nurture)’에서 선천과 후천(nature and nurtur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갤톤의 인간의 특성과 능력에 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목적

론적 관점의 ‘좋은 인간’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갤톤은 “선천적 특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잠재된 신체적, 정신적 성장 능력이

며, 후천적 특성은 사람이 태어난 후 얻는 모든 영향으로서 음식, 옷, 교

육, 전통 등 선천적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선천적 특성과 후천적으로 경험되어

형성된 특성이 서로 엮여서 한 인간의 종합적인 특성 즉 개인의 정체성

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106)

신경과 의사이자 심리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도 수많은 환자의 직접적 대면 진찰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연구하였다.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으로 비

교되는 내적 욕구와 후천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요구의 충돌

및 조화로 생각하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은 생각, 감정, 본능, 욕

구, 갈등, 동기 등의 정신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

는 자아는 본능적 자아(id), 이성적 자아(ego), 사회적 자아(super-ego)로

구성되며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본능적 자아로서 이드는 원초적인 정신 활동으로 주로 무의식에 자

리하여 본능적인 욕구인 배고픔, 갈증, 성욕 그리고 슬픔, 기쁨, 분노 등

의 감정 표현을 나타낸다. 또한, 이드는 고통은 최소화하고 쾌락은 최대

화하려는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작동되며, 인간의 정체성

을 발전시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이드는 만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발

생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성적 자아로서 에고를 통하여 그 욕구를

이성적으로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에고는 이성적인 정신활동

106) Francis Galton, English Men of Science, Their Nature and Their Nurture,

Macmillan & Co., 187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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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태어난 후 곧 경험을 통하여 발전되며, 정체성의 코디네이터로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한다. 다시 말해 이드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

고 필요한지를 나타내면 에고는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사회적 자아로서 수퍼-에고는 양심이다. 일반적으로 3-5 세에부

터 생성되는 것으로 수퍼-에고의 주요 기능은 이드의 요구나 또는 그것

을 실현하려는 이성적 자아의 방식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림 20> 프로이트의 자아와 욕구

수퍼-에고는 전통 가치나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에 의해 판단을 내린

다. 따라서 죄책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한 망설임은 이 수퍼-에고가 에고

에게 이드의 요구를 자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수퍼-에

고의 경고 기능이 없다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녀가 레코드 가게에서 자신이 사고 싶은 가수의 CD

가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 그 소녀의 이드는 어떻게든 그 CD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에고는 그 CD를 그녀의 옷 속에 숨겨서 도망가도록 하

는 극단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퍼-에고는 남의 것을 훔치

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상기시키고 만약에 훔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얻

게 되는 불이익을 일깨워 이드의 욕구와 에고의 방법을 포기할 것을 강

력하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에고는 이드의 요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일을 도와서 돈을 더 모은

후 그 CD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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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7) 그러나 이처럼 쉽게 대안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이드의 욕망은 별

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에고의 방법이 결국 이드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이드와 에고 그리고 수퍼-에고 간의 갈등과 긴장은

계속되며, 지속적인 욕구 불만으로 인해 정신활동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

감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에고가 수퍼-에고의 경고를 받기 전에 이드

의 욕구를 이루거나 없앤다면, 긴장관계는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

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체성을 개인의 욕구

관리를 통하여 설명하였지만, 심리학에서는 자아 개념(self-concept)을

통해 이해한다.

정체성은 자아개념을 통해 만들어진다. 바우마이스터(Roy F.

Baumeister)는 자아개념을 “인간이 자신의 속성을 통하여 스스로 누구인

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이다.”108)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현재 상태나 능력 그리고 역할을 자기 스스로 인

식하는 것이다.109) 또한, 자아 개념은 남과 다른 자신의 실체적 특징을

아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본질적인 속성을 찾는 것으로 ‘나

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다시 말해 자아의 개념은 그러므로 ‘현재

의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의 중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110) 여기서 ‘현재의 자아’는 현실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얻어진 특성, 성별, 혈액형, 피부색 등과

후천적인 영향 요소인 개성, 가족, 학력, 직업, 경제력, 사회, 민족, 국가

등의 모든 평가와 가치가 종합적으로 합쳐진 현재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다. 반면에 ‘이상적 자아’는 스스로 희망하는 미래의 자신이다. 이것은 선

107) Charles Zastrow, Karen Kirst-Ashman,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Brooks/Cole, 2010, pp. 97-98

108) Frank H. Columbus, Serge P. Shohov,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Volume 44, Nova Science Publishers, 2006, p. 73

109) Ruth Strang,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The High School Journal Vol.

48, No. 2,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4, p. 102

110) Rod Plotnik, Haig Kouyoumdjian, Introduction to Psychology, Wadsworth, 2014,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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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인 특성을 제외한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의 희망으

로 성공이나, 건강한 신체, 좋은 직업, 경제적인 여유 등이 종합된 이상

적인 자아의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는 ‘현재의 자아’와 ‘이상

적 자아’의 중첩 범위가 많은 것으로 그에 따라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며,

반대로 그 중첩의 범위가 작으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한다.

자아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으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

상 자신의 정체성을 개선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아’와 ‘이

상적 자아’는 일치하기 어렵다. 노력과 성취를 통하여 목표한 ‘이상적 자

아’에 가까워지면 인간의 ‘이상적 자아’는 더 앞서가도록 자신을 수정한

다. 이것은 인간이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려는 본능적 관성에 의한 속성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에서 오는

차이를 두려워하며 그 때문에 위축된다.111)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두려

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또 다른 자아를 설정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자아(possible–self)’112)

이다.

<그림 21> 실현 가능한 자아의 형성

‘가능한 자아’는 ‘이상적 자아’의 희망과 목표를 성취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변호사로서 성공한

111) Dennis Coon, John Mitterer, Psychology: A Journey, Wadsworth, 2014, p. 147

112) Curtis Dunkel, Jennifer Kerpelman, Possible Selves, Nova Science Publishers,

2006,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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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습인 ‘이상적 자아’를 법학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자아’로 수정하는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인 성공한 직업인이라는 목표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가능한 자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한 자

아’의 성취는 현재의 자아와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가능한 자아’를 이루려는 것은 ‘자아

실현(self-actualization)’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22> 가능한 자아와 자존감 상승의 관계

3.3.2 자아실현과 욕구의 위계

인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은 결국 인생을 통하여 각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113) 그리고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08-1970)는 이 정체성이란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

구를 만족 시키는 것이며,114) 이것은 자신을 완성하려는 욕구이자 개인

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계속 수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115) 그러

므로 정체성은 ‘가능한 자아’를 이루는 과정상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장

기적인 또는 단편적인 자아실현의 연속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하니

(Karen Horney, 1885-1952)는 자아실현이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으

113) Carl Gustav Jung, Collected Works of C.G. Jung: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antheon Books, 1953, p. 167 “The ultimate aim and strongest desire of

all mankind is to develop that fullness of life which is called personality”-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114) A.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0, pp. 340-341

115) Herbert Petri, John Govern,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Wadsworth, 2013,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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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였고,116) 골드스테인(Kurt Goldstein, 1878-1965)은 자아실현을

개인의 잠재력을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욕구이자 동기,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아실현은

정체성이 성숙되는 과정이며, 자기 책임을 통해 자존감을 얻는 것이

다.117)

<그림 23> Maslow's Hierarchy of Needs (1943)

특히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동기와 성취를 단계적 발전을 이루는

‘욕구의 위계(The Hierarchy of Needs, 1943)’로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

은 5단계의 욕구 만족을 통해 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

하였다.118) 첫 번째 단계는 ‘생리의 욕구(physiological needs)’로서 식음,

배설, 수면, 성욕 등이다. 이 욕구는 본능에 의한 것이므로 그 욕구가 채

워지면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생하고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116) John Patrick, Prelude to Chaos, Xlibris Corporation, 2009, p. 9

117) Alan Gewirth, Self-Fulfill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 9

118) Robert Wheeler Crawford, The Use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Design in

the Strategic Visioning of New Product Development,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Doctorial Research, 200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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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자

신의 ‘안전의 욕구(safety needs)’이다.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범죄나

경제적인 파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

러한 안전의 욕구는 인간의 신체 내부의 변화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

부 환경의 영향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애정 및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귀속의

욕구(love & belonging needs)’이다. 이 욕구는 개인과 집단 또는 사회와

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가족, 친구, 애인, 또는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

는 동아리 및 직장 등의 집단에 속하면서 감성적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

치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 이 욕구는 만족된다. 또한, 이 욕구는 일시적인

만족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만족된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esteem needs)’로

서 이것은 타인에 의한 믿음과 선망의 욕구이다. 사회로부터 자신의 역

량,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자신의 역량, 능력을

인정받을 때 그 욕구가 만족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갖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이다. 이

욕구는 삶과 존재적 가치를 자신이 인정할 때 가장 강한 자존감을 느끼

게 한다. 매슬로우는 위 다섯 가지의 욕구 중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

구는 신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생존의 본능에 따른 것이며 귀속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에게 정신적 만족을 줌으로써,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하였다.119)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는 구조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

람에게 흥미를 주었지만, 인간의 여러 욕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점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120) 이러한 이유는 매슬로

우는 인간의 유기적이고 비선형적(non-linear, 非線型) 욕구 체계를 자아

실현을 최종 목적지로 강조하는 선형적이고 단계적 구조로 ‘욕구의 위계’

119) Robert S. Helgoe, Hierarchy of Recovery: From Abstinence to Self-Actualization,

Hazelden, 2002, p. 47

120) R. K. Sapru, Administrative Theories And Management Thought, PHI Learning,

2013, pp. 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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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슬로우의 욕구 구조는 하부 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부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예를 들어 극도로 허기진 사람은 음식 이외의 다른 흥미가 생기

지 않으며, 음식에 관한 꿈을 꾸고, 음식을 기억하며, 음식에 관한 감정

을 드러내며, 오로지 음식에 관한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121) 이에 대해

매슬로우는 후에 인간의 욕구는 선형적 즉 차례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또 선택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허기진 사람의 음식에 대한

욕구는 안전과 생존에 대한 본능의 반사적 작용으로써 필수적이지만 우

선 성취되어야 할 욕구는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귀속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 등은 사람마다 그 갈망의 정도가 달라서, 귀속의 욕구를 성취 하지

않고 존경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122)

<그림 24> Lee Hong Goo’s Hierarchy of Needs

(2015)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는 피라미드의 구조가

121) Abraham H. Maslow, Deborah C. Stephens, The Maslow Business Reader, John

Wiley & Sons, 2000, p. 255

122) Cherry, Kendra. "What Is Self-Actualization?". About.com. Retrieved 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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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스파이더 형(spider mapping)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본 취

지인 욕구와 자아실현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낸다. 즉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각 단계의 욕구가 만족 될 때

마다 그 단계만의 자기실현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마지

막 자아실현의 단계는 자아실현 그 자체가 욕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

체성의 형성’이 욕구의 정체이며 그 만족의 결과 역시 다른 욕구와 마찬

가지로 자아실현을 통해 그 욕구에 대한 만족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또한, 제품과 공간의 기능, 그리고 스타일의 동기가 되는 ‘편리의 욕

구’와 ‘유희의 욕구’를 5 단계로부터 분리하여 7단계로 정리함으로써, ‘정

체성’과 ‘자아실현’, 그리고 ‘스타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편리의 욕구(convenience needs)’는 생존에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생활에서 편리성을 추구한다. 자동차, 가구, 전화기, 건물 등 특히 물리적

기능을 갖는 제품들은 편리의 욕구를 이루는 대표적인 것이다. 인간의

물질 환경의 대부분은 이러한 편리성 또는 쾌적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과 상품으로 구성되며, 거의 모든 제품의 구매에 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구매는 신체적 편의뿐 아니라, 경

제적 측면의 ‘가능한 자아’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욕구의 만족은

직접적이고 빠르게 자아실현의 쾌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상

품의 구매 즉 쇼핑은 효과 있는 자기 보상의 방법이기 때문에123) 고가의

또는 구매 관여도가 높은 보석이나 자동차, 집, 등의 구입은 더 큰 자아

실현과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매슬로우는 ‘유희의 욕구(pleasure needs)’를 그의 ‘욕구의 위계’ 중

‘자아실현의 욕구’ 속에 포함해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에

관계된 필수적 욕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잉여적 노력과 창작활동은 이 유

희를 동기로 한 것인데 이는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유희의 욕구를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와 같은 유희적 행동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여행 또는 예술, 제품과

123) Jim Pooler, Why We Shop: Emotional Rewards and Retail Strategies, Praeger

Publisher, 2003,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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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구입과 외형의 감상을 통해 얻기도 한다. 특히 제품은 유희의 욕

구를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때 제품이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사물의 편의적 기능에서 오는 즐거움이

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사물이 적합한 기능을 할 때 욕구가

만족되고 그에 따른 긴장감이 해소됨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제품의 유희적 기능은 사람들에게 필요의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그 물건에 깊은 동질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다

음으로 사물이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물 주는 뛰어난 부가

가치이다. 이것은 미적 스타일, 뛰어난 사용성 또는 내구성 등에 의해 그

사물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그것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즉 제품의 본

질적인 기능과 이것을 이루는 품질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만족’을 제공할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다.124)

Ÿ 정체성 (identity) : 개인의 고유적 본성과 후천적 개성으로서 만들어진, ‘현재의 자

아’, ‘가능한 자아’, ‘이상적 자아’의 종합적 자아.

Ÿ 스타일 (style) : 정체성이 사회 환경에서 실현된 것이며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으로 표현

Ÿ 자아실현 (self-realization)  :  개인의 정체성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욕구

의 만족으로 성취됨.

‘정체성의 욕구(identity need)’는 메슬로우의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

당한다. 자아실현이란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

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구체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상적 자아를 대신하여 가능한 자아를 이

루고자 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욕구는 주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 선택이 자신의 정체성의 맥락에 포괄적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한 것이

다. 따라서 정체성의 욕구는 주로 자신의 태도, 신분, 가치관과 취향의

124) Hendrik N. J. Schifferstein, Paul Hekkert, Product Experience, Elsevier Science,

2007 p.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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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이루기 위한 것 즉 자신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스타일은 정체성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

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인 사회적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은 자신을 외부로 나타내는 인지적이고 가시적인 표현

요소인 것이다.125)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며 매우 중요하다.126)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과 자아표현을 통해 자신

의 정체성이 구체화될 때마다 자아실현의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림 25> 정체성의 욕구와 스타일의 궁극적 목적

매슬로우의 존경심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는 큰 자존감을 높여

주지만 이를 성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

루기도 어렵다. 그러나 소비 즉 제품의 구매를 통한 구체적인 욕구의 만

족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더욱 많은 편리함과 유희를 주기

때문에 쉽게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즉 정체성의 욕구는 그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의 실행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물건, 생활공간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127) 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누

군가의 설명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

현하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28)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125) Rick Taylor, My Favorite Teacher Was an Ironworker, AuthorHouse, 2011, p.

183

126) Ilene A. Serlin, Whole Person Healthcare: Volume 3, The Arts and Health,

Praeger Publisher, 2007, p. 95

127) Mark A. Runco,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Academic Press, 2014, p. 141

128) Ian Woodward, Understanding Material Culture, SAGE, 2007, p. 137



- 75 -

의 자아표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시 자신의 스타일을 구체화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129) 특히 기능보다 상징성이 강한 상품 또는 공간

의 데코레이션 등 표현적인 성향이 강한 것일수록 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화 할 수 있다.130) 그러므로 상품의 구입을 통한 욕구의 만족은 현

실의 ‘가능한 자아’를 위한 구체적인 정체성의 확인과 자아실현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즉 제품은 사용자의 취향을 표현하고, 집단에 소속감을 느

끼게 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보람과 애착을 갖게 한다.131)

결과적으로 인간은 편의와 유희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상품의 구

매과 사용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는다.132) 그

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반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스타일의 제품을 구입하

고 일관된 취향으로 자신의 공간을 연출한다.

3.4 자아표현과 스타일

제품과 공간을 통해 스타일을 같이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

여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망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의

미의 제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개성을 상징하고 다른 사람과 차

별화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특

별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자신과 그 제품을 동일시한다.

즉 소비자가 보유한 정체성과 그 제품이 나타내는 스타일이 일치할수록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 제품에 대한 애착 감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품의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디자인에 반영되며 광고와 마케팅

129) Jim Pooler, Why We Shop: Emotional Rewards and Retail Strategies, Praeger

Publisher, 2003, p. 139

130) Sheena Iyengar, The Art of Choosing: The Decisions We Make Everyday -

What They Say About Us, Abacus, 2010, p. 104

131) Hendrik N. J. Schifferstein, Paul Hekkert, Product Experience, Elsevier Science,

2007, p. 430

132) Jim Pooler, Why We Shop: Emotional Rewards and Retail Strategies, Praeger

Publisher, 2003, pp. 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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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등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기업의 광고는 종종 “당신이 이러한 사람

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는 “당신의 자아실현은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추게 된다. 이

처럼 제품을 통해 정체성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

이며 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것은 정말 나한테 잘 어울려!”란 표현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잘 표현됨을 확인하고 있다.133)

<그림 26> 정체성의 표현으로서 스타일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삶에서 사고와 감성, 행동의 근원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이며

개성이다. 그리고 이 개성이 다른 사람 즉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형태

로 표현된 것이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개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물건, 생활

공간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신의 특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어 동일한 가치관과 취향을 갖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것

이다. “인간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함께 살

기를 원한다.”134) 이는 자신의 특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같은

가치관과 취향을 갖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

133) William S. Green, Patrick W. Jordan, Pleasure With Products: Beyond Usability,

Taylor & Francis, 2002, p. 77

134) Richard Kraut, Aristotle on the Huma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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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정체성은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성별, 계층,

민족, 국가, 언어, 의상, 규범 등이 종합된 것이다.135) 다음은 어떤 영국

인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가는 세로줄 무늬의 정장을 입거나 비가 오는 날에 바바리

방수 코트를 입는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등나무 손잡이가 달린

돌돌 말은 검정 우산을 들고, 왼쪽 겨드랑이에 연분홍색 신문을 찔

러 넣고 다닌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고 점심으로 요크셔

푸딩을 곁들인 로스트 비프를 먹는다. 그는 원칙에 철저한 사람으

로, 약자를 위해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고, 여우나 새보다는 말과 고

양이에게 더 애정을 쏟는다. 그는 아마도 이튼(Eton)이나 옥스퍼드

나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을 것이고, 애스컷, 윔블던, 트위커넘, 로즈

와 웬트워스에서 자주 운동 경기 관람을 즐긴다. 그는 군주제, 대

영제국, 보수당을 신봉한다. 그가 자신의 신사클럽에 있지 않을 때

는 정원사들이나 수렵구(區) 관리인들과 함께 펍에 앉아서 따뜻한

맥주를 마시고 있을 것이다.”136)

이 글은 패션, 전통, 종교, 식습관, 공공의식, 정의감, 취향, 학력, 스

포츠, 정치적 성향, 대인 관계, 관심사, 취미, 경험 등을 통해 이 남자가

어떠한 특징을 지닌 남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

체성의 요소들은 크게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으로 함축되어 스타일

로 나타난다.

3.4.1 태도

태도(attitude)는, 사람, 장소, 사물, 현상, 이념이나 가치 등에 대한

135) David Atkinson, Peter Jackson, David Sibley, Neil Washbourne,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Ideas, I.B. TAURIS, 2005, pp. 97-98

136) 박우룡, 영국인의 정체성과 의사 표현 방식, 영미연구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

미연구소, 2003,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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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태어나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성향이다.137)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정보에 대

한 분석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츠

(Daniel Katz, 1903-1998)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의 4가지 기능

‘인지적 기능(knowledge function)’, ‘실용적 기능(utilitarian function)’,

‘자아보호기능(ego-defensive function)’, ‘가치표현기능(value-expressive

function)’을 제시하였다.138) 특히 ‘자아보호기능’과 ‘가치표현기능’은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보호기능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이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치표현 기능은

“이 선택은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가능한 많은 선택이 이 기본적인 범위에 들어오게 하

려는 것이 이 태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그

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심취하게 되면 또래 집단에 그것을

알려 동질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자신을 정체성을 다른 그룹으로부터 구별

하려는 것이다.139) 즉 태도는 정체성과 이질적인 외부 정보를 빠르게 걸

러주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27> 태도의 스타일 표현

137) N. G Satish, Attitude Towards Information: A Study of Social Scientists, Ashok

Kumar Mittal, 1994, pp. 46-47

138) Satish K Batra, S.H.H. Kazmi, Consumer Behaviour-2nd, Excel Books, 2008, p.

191

139) Steven Breckler, James Olson, Elizabeth Wiggins, Social Psychology Alive,

Thomson Wadsworth, 2006,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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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은 이러한 태도를 ‘의식적(conscious)과 무의식적(unconscious)’,

‘외향적(extraversion)과 내향적(introversion)’, ‘논리적(rational)과 비논리

적(irrational)’, ‘개인적(individual)과 사회적(social)’ 그리고 ‘추상적

(abstract)과 구상적(expressive)’ 등 10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40)

다음 4가지의 MINI 디자인은 태도가 어떻게 스타일과 연관되는가를 효

과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된다. 영국의 대표적 남성복 디자이너인 폴 스

미스는 자신의 창작 캐릭터인 줄무늬를 미니에 페인팅함으로서 기계적

자동차에 예술적인 감성을 표현하였고 이것은 개인적이며 추상적인 태도

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는 미니는 의식적,

구상적, 사회적 태도를 나타내며 롤스로이스의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

된 미니와 표준형 미니쿠페는 논리적이고 개인적 특성의 태도를 나타낸

다.

<그림 28> 미니의 다양한 스타일, Paul Smith, Mini Cooper, BMW, (2000), 디자이

너, MINI Cooper 기본형, BMW, (2014), 영국의 MINI에 대한 BMW의 대규모 투자

를 기념하기 위한 영국 역대수상의 기념촬영, (2011), Rolls Royce Inspired Edition,

Mini Cooper S Goodwood, BMW, (2012)

3.4.2 신분

집단이나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그 보상으로 얻어지는 경

제적 능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며, 이것은 ‘신분’으로

나타난다. 봉건사회에서 신분은 가문과 출생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정

체성의 근원이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신분은 그 사람의 능력과 사

회적 관계나 성취에 따라서 역할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신분은 출생하면서

140) Roland E. Pittman, Taxonomy of Learning, Pedia Press, 2011,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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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되는 생득신분(ascribed status)과 성장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

가는 성취신분(achieved status)으로 나누어진다. 생득신분은 주로 출생

과 함께 만들어지는 성, 나이, 인종과 가문 등이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가족의 환경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문

이나 특별한 가족력이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가치관이나 그 가족이 이룬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이어받게 된다.

즉 ‘생득신분’이 ‘성취신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주제를 채

택하는 국가에서 왕실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신도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141) 이와 달리

성취신분은 폐쇄적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사회를 제외하고는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폐쇄적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사회를 제외하고, 성취신분은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 능력, 기술, 인내심,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학생, 축구선수, 테니스 코치, 국회의원, 회사원

등 보통 ‘직업’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사회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공동

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림 29> 신분의 요소와 구조

보통 직업은 ‘가능한 자아’와 ‘자아실현’의 성취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직업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인 신

분이며 자기 정체성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141) Bette Bonder, Laura Martin, Andrew W. Miracle, Culture in Clinical Care,

SLACK Incorporated, 200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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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이자 직업의 특징을 스타일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신분이나 직업을 얻게 된 후에도 신분 또는 직업이 그의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갖는 사회적 신

분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업은 고등학교 음악 교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등산 동호회의 회장이면서 동시에 보수적 정당의 당원이라면 그는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신분과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복수의 신분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우 활동적이고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이해되며 직업과 취미와 사회 참여의 형태가 각기 다른 다중적

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사회적 지배신분

(master status)과 스타일이 결정된다. 즉 자신이 보유한 여러 신분 중

자신이 스스로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지배신분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기대하는 지배신분과 자신이 생각하는 지배신분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정당의 당원

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타인으로부터 기대되는 신분과 다르므로

그가 보유한 여러 신분 간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신분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 지배신분은 보통 정체성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신분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

의 ‘생득신분’과 ‘성취신분’ 그리고 ‘지배신분’을 일체화하는 것이 정체성

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자아실현을 지속해서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따

라서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신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타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즉 스타일은 사회적 신분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다.142) 이처럼 개인은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

142) Rick Taylor, My Favorite Teacher Was an Ironworker, Author House, 2011,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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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스타일로 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그

에 따라 항상 외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신분이 강조된다.

3.4.3 가치관

가치관의 형성과정은 3단계로 제시되었다. 143) 1 단계, 각인과정(The

Imprint Period); 약 7세까지 만들어지는 가치관으로 주변에 있는 대부

분의 것, 특히 부모에게서 받는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때

까지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부모로

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은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혼란과 맹신 등은 아이들

에게 트라우마나 다른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2 단계, 형성과정(The

Modelling Period); 8-13세까지의 이 기간에 아이들은 부모 외 다른 사

람의 사고나 행동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1 단계의 맹신보다는 직접 체험

을 통하여 대상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 시기에는 부모보다, 자신이 좋아

하는 영웅을 모델로 하거나 학교 선생님, 종교지도자 등 사회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치관을 형성한다. 3단계, 사회화 과정(The

Socialization Period); 13세에서 21세까지 형성되는 가치관으로서 주로

친구나 동년배들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부모나 선생님 등 이전 두 단계에서 받았던 영향에

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

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친구와는 다른 보편적 사회의

가치를 접하고 자신의 것과 비교 후 자신의 고유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TV 프로그램, 음악 등

문화의 취향도 매우 선택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며 강한 자신만의 정체성

을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표현하려고도 한다. 이처럼 가치관이 정

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이것의 형성시기가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

143) Tad James, Wyatt Woodsmall, Time Line Therapy and the Basis of Personality,

Meta Publications, 1988, pp. 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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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이후로 크게 변하

지 않는다.

<그림 30> 가치관의 구조. 가치관은 사회화를 통해 진,

선, 미의 평가 기준을 익히는 것이다.

사회화란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역할과 기술 등을 익히기

위해 공통의 평가 기준을 익히는 것으로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관은 진(眞, truth), 선(善,

goodness), 미(美, beauty)로 이해된다.

진(眞, truth)은 대상의 유용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가

치(value in us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진은 실체이고 현실적 존재의 가

치를 판별한다.144) 따라서 진은 실용성과 목적성을 가지며, 물질적이고

구조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세 가지 의자는 각기 다른

기능과 목적을 나타낸다. 첫 번째의 척추 의자(balance chair)는 허리를

곧바로 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두 번째의 책상 의자는 가장 보

편적인 작업을 위한 형태이다. 마지막의 간이의자는 기다리는 시간에 간

144) Robert Beezat, Knowing and Loving: The Keys to Real Happiness, Dog Ear

Publishing, 2010,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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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앉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 의자는 모두 각각의

본질적 실용성에 충실하였으며 가치를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진의 가치란

사물 자체의 목적에 충실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그림 31> 진의 가치가 반영된 의자. kneeling chair, table chair, Stool

선(善, goodness)은 대상의 질적 효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에 해당한다. 즉 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판별한다. 따라서 선은 기능의 절대성과 감성적 상대성을 가지며,

상징적이고 범주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야콥슨(Arne

Jacobsen, 1902-1971)의 ‘Series 7(1955)’은 흔히 개미 의자로 알려져 있

는데, 모던을 시대를 상징하는 소재인 합판과 강철관을 이용하여 여성적

이고 우아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 의자는 도넷(Thonet)의 ‘No.1,

(1859)’을 이어 20세기의 대표적인 식당 및 카페 의자를 상징하고, 필립

스탁(Philippe Starck)의 ‘Louis Ghost Arm Chair, (2002)’가 그 뒤를 이

어가고 있다. 스탁의 이 의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출하여 만든 것으로

19 세기 프랑스의 루이 16 세의 애민정신을 21 세기의 감성으로 재탄생시

킨 것이다. 이 세 가지 의자는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과 보편적인 사용성 그리고 적합성도 인정받았다. 결

과적으로 선의 가치란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되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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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선의 가치가 반영된 의자. Arne Jacobsen, Series 7, Thonet

Brothers, Model no.14, Philippe Starck, Louis Ghost

미(美, beauty)는 대상의 형식적 소통성과 표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아가치(value in self)에 해당한다. 미는 대상과의 공감과 몰입의 정도

를 판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는 정서적이고 유희적인 속성을 가지며,

자아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아

름다움을 판명하는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캄파냐(Campana

brothers)의 동물 소파(Banquete), 그리고 카림 라시드(Karim Rashid)의

오기 소파(Orgy) 또는 무명의 장인이 만든 체스터필드(chesterfield) 스

타일의 소파는 모두 각자의 소통 요소와 표현 방식으로, 각 의자의 유희

적 미감을 나타낸다. 동물 소파는 유머로, 오기 소파는 색감과 섬세한 곡

선으로, 체스터필드 소파는 전통의 익숙함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머, 색감, 전통 또는 그 외 여러 기준 등은 개인의 미감을 이루는 영역

과 사회의 보편적 미감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개인과 사회의 공

유된 스타일이 된다.

<그림 33> 미의 가치가 반영된 의자. Campana’s Banquete, Karim Rashid’s Orgy,

chester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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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취향

취향은 즐거움에 관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취향은

눈을 통한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맛’을 통해 대상이 주는 즐거움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유사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

단이다. 즐거움은 긍정적이고, 활기차며, 재미있는 정신적 경험이다. 또

한, 즐거움은 행복, 기쁨, 절정, 도취, 성취이다. 인간은 이와 같은 즐거움

을 재생산하기 위해 그 즐거움의 원인과 결과를 기억한다. 그리고 이 즐

거움은 같은 원인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양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

다.145) 따라서 취향은 자신이 체험한 즐거움을 기억하고 새로 만나는 대

상이 이전에 즐거움을 주었던 경험과 일치하는지 또는 유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34> 취향과 스타일

취향의 기억은 평가와 선택의 결정을 신속하게 가능케 한다. 그리고

취향은 논리적인 과정이 요구되는 가치관의 평가 과정과는 다르게 진행

되며 가치관이 개인의 이념에 관한 이성적인 선호인 것에 비해 취향은

개인의 감성적인 선호에 따른 것이다. 즉 가치관은 대상의 가치를 객관

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라 하면 취향은 주관적 기준에 의해 그 가

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치관은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나 취향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취향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유형을 기억하여 이성적 판단 기준인 가치관과 일치하도록 지름길을 만

든다. 즉 취향은 가치관과 연계하여 이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자신이

145) Alexander Bolonkin, Universe, Human Immortality and Future Human

Evaluation, Elsevier, 2012,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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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에 대해 빠른 판단과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사

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취향은 태도, 신분, 가치관과 함께 ‘선택’을 이룬다. 선택은 사고의 과

정으로 복수의 대상 중 자신이 더욱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고유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은 단순히 아침마다 반복하

는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잘 것인가’와 같은 것뿐 아니라 여행지

와 여정의 선택 또는 보다 복잡하고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라이프스

타일, 종교, 정치적 입장 등도 포함된다.146) 그리고 선택은 매 순간 일정

한 기준과 이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선택은 더욱 정량적, 객관

적 비교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정서적이고 주관적

인 이유가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유형의 선택이라도 매

번 그 기준과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사람의 선택은 그 선택에

관해 일관성을 갖는데 그것은 선택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 선택은 나의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나의 사회적 역할 또는 신분과 어울리는

가?”, “이 선택은 나의 가치관에 일관성을 주는가?”,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의 감성적 취향에 일관성을 주는가?” 이 질문은 서로 연계되어 각 선

택의 결과를 만든다. 사람마다 이 기준의 중요성은 각자의 배경과 개성

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146) Maurice Decastro, Hamster to Harmony. Get Off the Wheel and Live Your Best

Life!, Ecademy Press, 2009,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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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스타일은 필기도구를 지칭하였지만, ‘이상’, ‘보편’, ‘통합’의 등의 고대

철학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 15 세기 고대시대의 예술품의 특징을 구분하

고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이란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스타일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이해된다. 이후

스타일은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적 시대정신을 거치면서 사람의 지적 내면

을 세련된 외면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17세기부터 19 세기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란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스타일을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또 효율적 생산 기술로서의 방식 등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서 스타일은 양식, 세련, 특징, 방식 등의 다양한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19 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대정신은 사회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리주의, 전체주의뿐 아니라 개인의 역할과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둔 개인주의와 자아주의 또한, 스타일의 중요한 본질적 개념이 되었다.

2 차 대전이 종료되고 전체주의적 시대정신이 쇠퇴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품의 선택과 공간의 연출 등 자신의

스타일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은 ‘가능한 자아’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

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스타일 개념의 진화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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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스타일 개념의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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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타일의 구성 요소

사람들은 사회와 공유된 다양한 스타일과의 교류를 통해 각자의 본

질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

유된 스타일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이것은 스타일이 역사와 문화의 함

축적인 형식으로서 소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독창적

인 가치관이나 취향을 나타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한다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스타일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해야 한다. 스타일은 소

통을 위한 의미 덩어리이며, 상징체계이고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므로

스타일을 통한 의미 전달은 효율적이다. 또한, 사람들은 스타일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스타일을 통해 의미를 해석한다.

예를 들어 질서 미학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클래식 스타일을 예

로 설명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클래식 스타일’ 안에는 질서 미학의 역사

적 배경과 특징,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

람들은 더 쉽고 정확하게 질서 미학에 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타일’을 통하여 서로 간에 의미를 주고받는다.

스타일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특징 또는 공통으로 이해하는 개념을 설명

할 때 사용되며, 특수한 상황을 유형화하여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이처

럼 사람들이 스타일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스타일이 갖는 표현

적 특징 때문인데, 그것은 스타일이 대상의 본질적 개념과 함께 가시적

인 사례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타일은 개념을 설명하는

언어적 특성과 개념의 사례를 설명하는 비언어적 특성(시각, 청각, 촉각

등)이 병합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의자’는 ‘앉다’의 의미인 반면, ‘모

던 스타일 의자’는 ‘현대적 감각의 의자’란 뜻이다. 즉 모던 스타일의 의

자라고 말하는 것에는 20 세기의 기계 생산적 상황과 소비 경제의 특징

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종합적 의미

와 기능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나 개념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그 사용을 선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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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소통적 수단의 스타일

<그림 37> 스타일의 동시 수용

오늘날 스타일이란 다양한 스타일의 동시적 수용을 의미한다. 과거

종교, 정치, 계층, 자연 등의 사회적 스타일이 시대정신이 되었을 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하나의 스타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는 하나의 스타일이 다면적인

개인의 정체성을 모두 나타낼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복합적인 그리고

종종 이질적인 스타일들이 종합되어 한 사람의 스타일과 자아를 표현하

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 개인은 과거의 사회화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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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정착시키기보다는 개인화를 통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스타일이며, 사

회적 가치관은 진보적이고, 문화적 취향은 범주적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도 상품을 선택할 때는 실용성을 중요시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구성

된 다양한 스타일마저도 항상 유연하고 가변적 일 수 있다.

<그림 38> 스타일의 구성 요소

스타일은 단계적으로 ‘모티브(motive)’, ‘캐릭터(character)’, ‘디자인

(design)’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 된다. 모티브는 스타일의 고유적 속

성으로서 인문적 특성의 종교와 전통, 환경적 특성의 자연과 산업, 시대

적 특성의 정치와 계층 등이 동기가 되어 사회적 스타일로 또는 개인의

자아적 특성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작가는 시대정신 또는 산업 환경에 영향을 받아 창작의 모티브를

갖게 된다. 그는 모티브에 의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심상에 모

티브를 투영하여 캐릭터로 발전시킨다. 캐릭터는 모티브를 의미와 감정,

상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스타일의 고유적 본질로서 구체적인 디자인의

가치와 형태의 원형이 된다. 디자인은 캐릭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며

생산, 구축, 연출의 과정을 통해 실체적 가치와 형태로 만들어진다. 따라

서 스타일은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으로 구체화 되며, 그 특성에 따라

구조적, 경제적, 범주적, 자아적, 개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스타일로 유

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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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티브(motive)

인문적 특성, 환경 조건, 시대정신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받

아 생성된 모티브는 스타일의 외면적ㆍ내면적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

러한 환경의 특징적 요소들은 스타일의 공통된 형식과 표현을 나타내는

틀이며 형상인이다. 즉 스타일은 사회의 공통적인 생각이나 방식이 전형

화된 것으로 사회와 개인의 공통적 의미를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체

계인 것이다.147) 따라서 스타일은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작

용하는 것이며, 그 근원적 모티브는 인문적 배경의 종교와 전통, 환경적

배경의 자연과 산업, 그리고 시대적 배경의 정치와 계층의 특성이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고유적 스타일을 형성한다.

<그림 39>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는 사회적 요인과

자아적 요인

20 세기를 전후로 하여 개인주의와 자아주의가 사람들의 삶과 생활

의 가치관으로 중요시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추구는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으로 연결되었다. 정체성의 구축은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

147) Meyer Schapiro, Theory and Philosophy of Art : Style, Artist, and Society, New

York George Braziller, 199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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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아성에 관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과거 전통적인 사회적 영

향에 의해 자신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삶에서 사고와 감성, 행동의 근원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징이며

개성이다. 그리고 이 개성이 다른 사람 즉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형태

로 표현된 것이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개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물건, 생활

공간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신의 특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어 동일한 가치관과 취향을 갖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것

이다. “인간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함께 살

기를 원한다.”148) 이는 자신의 특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어 같은

가치관과 취향을 갖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스타일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아표현을 이루기 위

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려는 정체성의 욕망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의 제품

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개성을 상징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

화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특별

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자신과 그 제품을 동일시한다.

즉 소비자가 보유한 정체성과 그 제품이 나타내는 스타일이 일치할수록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 제품에 대한 애착 감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품의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디자인에 반영되며 광고와 마케

팅 전략 등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기업의 광고는 종종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는 “당신의 자아실현은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제품을 통해 정체성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

습이며 이들은 생활 속에서 “이것은 정말 나한테 잘 어울려!”란 표현 등

148) Richard Kraut, Aristotle on the Huma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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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잘 표현됨을 확인하고 되고 있다.149)

4.1.1 사회적 모티브

4.1.1.1 종교

종교는 초인적인 대상에 대한 숭배와 믿음이다. 종교의 교리는 사회

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생활의 규범으로써 이상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생

활관을 갖도록 지침을 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주로 인간의 근원적 창

조자 또는 자연을 상징하는 초월적 대상의 의미를 공유하고 “신의 이름

으로”란 초인적 존재에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삶과 생활의 가장 근본

적인 가치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처럼 종교는 숭배의 대상과 신도

간의 관계이며, 숭배의 대상을 상징하는 교리와 의례로 이루어진 종교의

식이다. 따라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적 성찰뿐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생활 속에서 행동의 지침이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식

과 절차 그리고 시각적 표현이 체계화되어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종교는 스타일의 모티브로서 가장 근원적인 ‘종교 교리’가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고, 긍정적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금욕

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이처럼 종교가 갖는 정체성의 특징은 ‘숭배상징과

의례의 표상체계’가 스타일의 외면적 표현 특징이 된다.

종교가 모티브가 된 스타일은 근원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와 전통

계승을 위한 계몽과 교육의 기능을 하므로 보수적, 형식적, 계승적, 긍정

적, 장식적 특징을 나타낸다. 토테미즘 스타일, 고딕스타일, 아미시 스타

일은 종교가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 대표적 사례이다.

Ÿ 토템 스타일(totem style) : 토테미즘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종

교적 형식의 하나로 동물, 식물, 산, 강 등의 자연물 또는 인간이 만든

사물에 인간성을 부여하고 그것에 강한 연대감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토템 스타일은 종교와 같이 그 중심에는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인 교리와

149) William S. Green, Patrick W. Jordan, Pleasure With Products: Beyond Usability,

Taylor & Francis, 2002,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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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 있으며 이것이 토테미즘의 형식과 의식이 된다. 토테미즘은 대부

분 자연적 특징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토속적이고 민족적 성격을

나타내며, 그에 따라 지역을 벗어난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

집단의 시각으로는 비논리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게 하지만 전통과

종교의 융합 체로서 문화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자생력이 매

우 강하므로 창작 과정에서 이국적인 모티브로 다양한 스타일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림 40> 토테미즘 스타일의 오브제와 인테리어 장식품

Ÿ 고딕 스타일(gothic style) : 고딕스타일은 중세시대의 기독교 부흥

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성된 스타일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고딕스타일

의 기독교는 인식의 체계이며, 삶과 생활의 가치관이며 규범이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을 넘어 정치, 철학, 윤리, 예술, 과학이 하

나로 합쳐진 종합 지침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세속적 발

전은 곧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으로 인식되었다. 고딕 스타일은 성

당건축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실내장식, 가구, 회화 등 창작 예술 전

분야에 적용된 스타일이다. 또한, 고딕 스타일은 ‘신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하여 강한 수직 감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

식과 그림으로 건축은 물론, 가구와 오브제에도 표현하였다.

<그림 41> 고딕 스타일의 성당 건축, 사이드 테이블, 천개형식의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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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미시 스타일(amish style) : 아미시 스타일은 토테미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 성향이 민족성과 지역성에 적용된 스타일이다. 아

미시 교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독일계

민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족과 노동, 종교를 생활의 중심적 가치로 하

며 현대 산업 사회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생활환경을 구축하였다. 아미시

교인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며,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가의 공

교육과 사회보장제도를 거부하고 자치적 규범에 따라 생활한다. 따라서

아미시 스타일은 정직함, 순수함이 스타일의 본질적 속성이며 단순한 기

능성을 통한 절제된 감성적 표현을 추구한다.

<그림 42> 아미시 스타일의 주민과 학교, 거주 공간

4.1.1.2 전통

전통은 각 민족이 그들의 자연환경 속에서 유지해온 효율적인 생활

습관과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은 민족과 국가의 근원이 되며, 공

간의 제약을 벗어나서도 문화를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의 공통적 가

치관과 개인의 취향이 공유하는 것을 통해 계승되며 그 과정에서 고유성

과 독창성을 겸비한 것이 전통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고 스타일의 형식으

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전통은 보편적으로 지역, 민족적 정체성을 근본으

로 하고, 의식주의 생활과 제례에 직접 반영된다. 그러나 전통은 종교처

럼 상징을 중심으로 한 표상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생활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스타일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전통은 스타일의 모티브로서 ‘사상’, ‘관습’, ‘규범’ 등

의 사회적 정체성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며, 의식주 생활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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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한 ‘문화’와 ‘예술’의 특징이 외면적 표현 특징이 된다. 전통이 모티

브가 된 스타일은 근원적으로 민족성의 보존과 효율적인 생활, 그리고

생산 방식을 계승하므로 실용적, 보수적, 고유적, 독창적, 보편적인 특징

을 나타낸다. 에스닉 스타일, 젠 스타일, 레트로 스타일 등은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Ÿ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 : 에스닉 스타일은 전통을 모티브로

한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에

스닉 스타일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과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미

국 이외의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담고 있다.150)

따라서 에스닉 스타일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알

래스카와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산업화 이전의 민족적 특징이 나타나는

문화를 의미하며, 여러 민족의 의상과 건축, 가구 등이 나타내는 토속적

인 문양과 색채, 소재의 특징과 그것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에

스닉 스타일은 자연환경과 민족적 문화의 특성을 모티브로 표현되는 것

이다.

<그림 43> 에스닉 스타일의 현대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Ÿ 젠 스타일(zen style) : 젠 스타일은 동양의 철학적 가치관인 ‘선

(禪)’ 사상이 20 세기 말 실내디자인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서양의 물질주

의적 생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젠 스타일은 정지된 화면, 고요함, 절

제와 여백의 미 등을 표현하면서 차가운 미니멀리즘이 아닌 따뜻하고 부

드러운 느낌의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과거 18세기와 19 세기 중국

의 도자기류와 일본의 판화를 중심으로 장식적이고 화려한 시각적 흥미

150)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2004,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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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방식의 것으로 동양의 휴식과 여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러므로 젠 스타일은 명예, 권력, 신분과 계급의식에서 벗어나 자아에 대

한 성찰과 삶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물질적 비움과 정신적 채움의

미학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순수, 자연 등이 젠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고, 명상, 휴식, 비움이 표현적 특징이 되었다.

<그림 44> 젠 스타일의 주거공간과 가구

Ÿ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 : 레트로 스타일은 과거 전통적 특징을

모티브로 현대적 감성에 맞추어 재해석한 스타일이다. 그러나 레트로 스

타일이 지난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역사적 풍요

와 영광에 대한 회상에 관한 것이다. 특히 레트로 스타일은 최근 지난

세대의 물질문화를 모티브로 하지만 고전시대부터 최근까지 주목받았던

모든 사건과 지난 스타일이 레트로 스타일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레트로 스타일은 여러 시대의 특징을 함께 사용하는 절충주의적 특징을

나타내므로 그 해석이 과거의 스타일을 고증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

현대적 감성을 나타내기 위한 감성적 소재로 사용된다. 즉 레트로 스타

일은 과거를 통한 현대적 감성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5> 1960년대 스타일을 재해석한 레트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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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자연

자연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풍요를 상징하고 절대적 힘과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치, 종교가 함께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스

타일의 모티브가 된다. 또한, 자연 환경은 보통 생물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인위적인 산업 환경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자연은

동시에 인간의 생활과 문화 및 산업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

하면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다. 기후와 지형의

특성, 동물 및 식물의 자생과 분포 등의 특징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와

외면적 모습이 되며 직관적으로 연결된다. 자연이 모티브가 된 스타일은

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외적이기보다는 내부적인 취향을 표현하며, 세대와 시대를 통해 계승

된다. 따라서 자연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은 고유적, 직관적, 지역적, 표현

적, 구상적 특징을 나타낸다. 아르누보 스타일, 오가닉 스타일, 컨트리 스

타일등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스타일 사례이다.

Ÿ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 : 아르누보 스타일은 1890 년

부터 1910 년까지 전 유럽권에서 유행하였던 탈 역사주의적 스타일이다.

아르누보는 전통적으로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던 종교와 정치, 지역 문

화적 특성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하는 자연 식물의 율동적이고 유기적인 특징이 스타일의 모티브

가 되었다. 그러나 아르누보 스타일의 자연적 모티브는 과거 자연을 모

티브로 한 스타일과는 차별된다. 과거의 스타일이 지역적 식생의 특징이

반영됐지만, 아르누보는 보편적인 식물의 특징인 식물 줄기와 그것의 운

동감과 특징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르누보는 기계적

생산시설로 인한 산업제품들의 낮은 질에 항의하고자 수공예적 생산 환

경을 강조하였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특히 꽃을 중심으로 한 장식적 표

현보다는 식물 줄기의 율동감을 가구, 제품, 건축, 실내의 구조체에 비대

칭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모티브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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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아르누보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 화병과 인테리어

Ÿ 오가닉 스타일(organic style) : 오가닉 스타일은 자연과 인간의 공

생을 상징한다. 친환경 디자인, 에코 디자인, 내츄럴 디자인, 그린 다자인

등과도 연계되며 공통적으로 자연의 소재가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다. 특

히 오가닉 스타일은 지구환경과 인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단순히 자연에서 생산된 소재와 주제라기보다는 환경 보존의

관점에서 인간의 적극적인 기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가닉

스타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순수한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범위로도 확장된다.

<그림 47> 오가닉 주제가 반영된 제품과 실내디자인

Ÿ 컨트리 스타일(country style) : 자연적 생활방식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컨트리 스타일은 각 지역적 특성에 적응하는 것을 주요 모티브로

한다. 컨트리 스타일은 현대화된 도시환경의 상대적 측면에서 평화로운

전원생활과 목가적이고 여유로운 환경을 주된 모티브로 하여 노동과 성

실, 정직, 자유를 표현한다. 그리고 컨트리스타일은 자연환경에서 가공되

지 않은 돌과 나무의 형상과 질감 색상을 표현요소로 하며, DIY, 수공예

의 생산 방식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컨트리 스타일은 도시 생활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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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해방구를 상징한다.

<그림 48> 컨트리 스타일을 나타내는 실내와 직물 패턴, 옥외 전경

4.1.1.4 산업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

제 환경을 의미한다. 보통 산업은 자연과 함께 인간 환경의 특징을 나타

내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환경 조건인 지형과 토양, 식생 등은 그곳에 적

합한 건축과 도구의 기초를 이룬다. 산업은 산업혁명 이후 스타일의 모

티브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산업은 기술과 소재 등을 이용한 대량생

산을 위한 특징이 스타일의 모티브로 적용되었으며, 20 세기 모던시대에

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이를 위한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다. 따라서 산업은 스타일의 모티브로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은 물질적, 지역적, 기능

적, 효율적, 소통적 특징이 나타난다. 산업은 제품과 공간의 생산과 구축

을 위한 모든 기술과 재료의 특징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

익’과 ‘효율’이 산업적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며, ‘기능’, ‘상징’, ‘형태’,

‘가치’를 외적으로 표현한다. 아르데코 스타일, 하이테크 스타일, 기능주

의적 스타일은 산업의 가치와 효율성을 스타일로 한 사례이다.

Ÿ 아르데코 스타일(art-deco style) : 아르데코 스타일은 현대 산업

환경을 상징하는 기계적 미학이 스타일에 적용된 최초의 스타일이다. 그

리고 역사적 스타일의 특징인 장식과 산업적 생산 환경에 의한 특징인

직선이 결합하여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또한, 아르데코는 과거의 전

통적이고 수공예적 양식과 기계 시대의 대량 생산 방식을 절충한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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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타일이 되었고, 주로 풍부한 색감과 두꺼운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호화로운 장식성으로 대표된다. 결과적으로 아르데코는 20 세기 모던시대

에서도 고급스럽고, 풍요로우며,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의 시각적

모티브가 되었다.

<그림 49> 아르데코 스타일의 빌딩과 창문장식, 가구와 인테리어

Ÿ 하이테크 스타일(hi-tech style) : 하이테크 스타일은 1960 년대부

터 시작된 기술 집약적 현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다. 하이테크는 고도

로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적이고 도구적인 기계

기술뿐 아니라 전자와 정보 기술에 의한 물질문명도 표현한다. 따라서

하이테크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닌 미래주의를 지향하고 그를 위한 기계

기술과 과학기술에 의한 가치를 스타일의 모티브로 한다. 하이테크 스타

일은 기계주의적 미학을 바탕으로 첨단 소재의 실험적 사용에 따른 새로

운 기회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능과 가능성을 제시하여, 과학, 기술,

개발, 발전으로 이어지는 현대 물질문명의 정당성을 표현한다.

<그림 50> 실험적인 기술이 적용된 의류와 자전거, 승용차와 욕실 공간

Ÿ 기능적 스타일(functional style) : 기능적 스타일은 논리적이고 합

리적인 사고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스타일이다. 기능

적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 기능주의는 19 세기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그리



- 104 -

고 전체주의가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만들어졌다. 기

능주의는 사회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에

따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20 세기 산업사회의 대량생산환경과 시장 경제의 원리가 되었다. 따라서

기능주의는 모던시대 건축의 구축논리와 도구적 제품의 미학적 원리가

되었고 기능적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림 51> 기능주의가 디자인의 주제가 된 건축과, 제품디자인

4.1.1.5 정치

정치는 시대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치란 한 공동체의

총체적 통치이념으로서 전체주의적 집단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구체적으

로 정치란 힘의 획득과 가치의 분배를 평등한 법규와 정당한 방식에 따

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전통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며, 이익의 분배 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갖도록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151) 이처럼 정치는

권력 구조의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성이 변하

면 그것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도 변화하거나 소멸된다. 따라서 정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념과 제도는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며, 거

의 모든 정치적 표현 수단과 매체에 반영된다. 그리고 정치를 바탕으로

한 스타일은 통치적인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특성

을 나타내며, 지배자 혹은 지배층의 의도와 취향이 함께 스타일의 내용

과 형식에 반영된다. 따라서 정치를 모티브로 한 스타일은 발전 과정의

151) Henri Goverde, Howard H Lentner trans., Power in Contemporary Politics:

Theories, Practices, Globalizations, SAGE Publications Inc, 200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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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성을 가진다. 즉 처음부터 정치적인 배경을 갖는 스타일은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동시에 그 종료 시점이 분명하며 그 발전의 한계성도 예견

된 상태에서 진화한다. 이처럼 정치가 모티브가 된 스타일은 근원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공정한 이익 배분을 위한 정당하고 계몽적인 기능을

하므로 보수적, 형식적, 권위적, 보편적, 억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대표

적인 것으로는 바로크 스타일, 파시즘 스타일, 히피 스타일 등이다.

Ÿ 바로크스타일(baroque style) : 바코크 스타일은 은 고대 그리스의

클래식 스타일과 르네상스 스타일의 미학을 계승하였지만, 그 변혁과 발

전의 에너지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왕권의 지원을 받아 꽃을 피웠

다. 따라서 르네상스가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데 비하여 바로크 스타일은 극적인 장면의 연출로 남성적 감성

이 호소력 있게 표현되었다. 역동적이고 장중한 크기와 금과 유리의 화

려한 장식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권력을 상징하였다.

<그림 52> 바로크 스타일. (루이 14세와 바르세이유 궁전의 내부 및 외부 전경)

Ÿ 파시즘 스타일(fascism style) : 파시즘은 20세기 1차 대전을 기점

으로 하여 나타난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이념의 극단적인 정치 표

현이다. 보통 파시즘은 통치 이념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는 중앙 집

권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적, 군

사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파시즘적 작가들은 이러한 통

치이념을 시각적 표현스타일로 체계화함으로써 대중의 애국심을 고취했

다. 파시즘은 무솔리니에 의해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고,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152)라고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152) Dennis Ford, The Peddler's Prerogative, Next Phase Busin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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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의 모티브는 그 형식적인 면에서 거대하고 웅장하며, 통일과 질서

를 강조하고, 반복된 수직 감의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였다.

<그림 53> 파시즘 스타일의 로마의 경기장과 나치 독일 제플린 스타디움, 애국심

고취의 우표디자인

Ÿ 히피 스타일(hippie style) : 히피(hippie)는 무정부주의적 가치관과

반문명적 취향이 함께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히피 스타일은 1960 년

대 후반에 미국의 백인 사회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에 의해 주도된 문화운

동으로서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 만능주의에 반발하고 특히 국수주의와

전쟁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히피 스타일은 공동체 생활, 정치적 급진주

의, 유토피아적 생활양식, 표현의 자유 등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면적으로는 미국 내 기존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미국적 정서는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게 되었고

여러 나라의 스타일로 확대되었다.

<그림 54> 히피 스타일의 패션과 인테리어

2007,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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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계층

계층(階層)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집단의 구조 및 체계를 의미

한다. 계층은 과거 신분 제도와 같은 고정적이고 세습적인 계급으로서

대부분 역사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었다. 또한,

오늘날 계층은 경제적 수입과 이미지 좋은 직업이 과거 신분제도를 대신

하는 현대적 계층의 역할을 한다. 또한, 오늘날 계층은 정치와 함께 연관

되어 권력과 금력에 의한 지배구조의 체계를 형성한다. 과거 신분제도처

럼 완전한 세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재산과 가문, 학력, 직업을 통해

선대가 이룬 계층의 기득권은 계승된다. 따라서 계층이 스타일의 모티브

가 되어 국가 보다는 작은 범위의 체계적인 이데올로기적 스타일을 형성

한다. 그리고 계층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은 개인의 사회집단 내 이념과

역할이 내면적 질서가 되고, 각 계층에 따른 생활 형식과 방식이 외면의

형식이 된다. 이처럼 계층은 스타일의 모티브로서 사회의 전통적 질서

유지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적, 계승적, 단계적, 억압적,

형식적 특징을 나타내며, 클래식 스타일, 키치 스타일, 펑크 스타일 등이

사례가 된다.

Ÿ 클래식 스타일(classic style) : 클래식 스타일은 원칙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미술, 음악과 관련된 양식, 역사성, 미의식을 나타

내는 것이며 형식의 단정함, 엄격한 구성, 평형과 질서를 중요시한다.153)

클래식은 ‘계층’과 ‘질서’란 뜻이지만 18세기 말 뉴 클래식 스타일(New

Classical Style)이 ‘신고전주의’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클래식 스타일의

보편적 특징은 포괄적으로 서양의 전통을 대표하는 장식적이고 부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실용성과 단순 미를 상징하는 모던 스타일과는 상대

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클래식스타일의 모티브

는 지배 계층과 경제적 부유층의 유한 환경을 모티브로 하여 기성문화를

상징하는 전통, 역사, 고급의 이미지를 외형적 특징으로 한다.

153)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2004, p. 014



- 108 -

<그림 55> 클래식 스타일의 실내장식과 패션, 자동차 디자인

Ÿ 키치 스타일(kitsch style) : 키치 스타일은 대표적인 하위문화로서

반 계층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가벼우며 저급하고 통

속적인 가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키치 스타일은 ‘고급’, ‘품위’ 등의 반

대편에 위치하여 자생적인 창조성보다는 고전과 역사를 비유 또는 재해

석하여 기존의 가치질서에 반박한다.154) 이렇듯 키치 스타일은 사회적으

로 하위 계층의 생활양식에서 주제와 모티브를 찾고, 싸구려 소재 이용

하여, 격식과 고급 장식에 반하는 저급한 색채와 비현실적 장식성을 일

시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함께

하위문화의 자구적 가치를 이용하여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 하는 것이다.

<그림 56> 키치 스타일의 의상, 실내디자인과 의자

Ÿ 펑크 스타일(punk style) : 펑크 스타일은 반사회적이면서도 반정

치적이고 동시에 반 계층적인 주제를 모티브로 한 스타일이다. 펑크 스

타일은 1970 년대 후반 영국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이 기성 사회에 대

한 반항을 패션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반 모드 현상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154) Tomas Kulka, Kitsch and Ar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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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들은 계층과 인종 차별, 기성세대가 독점한 사회에서 느끼는

좌절, 미래에 대한 희망의 포기를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로 표현하였다.

펑크스타일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

며 모히칸스타일의 헤어스타일, 공포감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폭력적 이

미지의 장식 등이 펑키스타일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다.155)

<그림 57> 펑크 스타일의 다양한 표현

4.1.2 자아적 모티브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

의 정체성과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 세기 모던시대 이후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이 삶과 생활에 중심이 되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스

타일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아를 먼저 구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

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역으로 자아의 특성

을 사회적 환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하였

다.

자아적 스타일은 특히 1970 년대에 여러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대부분의 자아적 스타일은 자신의 선천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부정

하고, 후천적 교육과 경험으로 획득한 사회적 신분을 강조하거나, 그 과

정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취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

아적 스타일의 모티브는 태도와 신분, 가치관 그리고 취향이 그 근원이

155)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2004,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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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그 하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서 공통적인 자아

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장 정직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적 스타일의 목적은 사회적 스타일에 동화되는 사회화

가 아닌 자아표현을 통한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아적

모티브는 개인의 자아로부터 구체화한 특성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와

외면적 형상인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스타일의 일부가 아닌 독립

된 스타일을 구축하고 그 중심의 역할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58> 모던시대를 기점으로 한 사회와 자아의 관계 변화

4.1.2.1 태도

정체성의 태도를 이루는 바탕에는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신체적인 특징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여 그것으로 인한

우월감 또는 열등감의 바탕이 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은 성

장 배경에 따라 냉정하거나, 열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또 사물과 현상

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또는 이

둘의 시각을 균등하게 갖는 사람이 있다. 먼저 성이나, 인종, 나이 등은

선천적인 특징으로 그 선택도 변경도 할 수 없다. 반면에 키, 몸무게, 또

는 심리적 성향, 인생관 등은 후천적인 것으로 교육이나 노력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인간의 가변적 특성이다. 이처럼 사람의 선천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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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인 특성은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태도’가 된다. 즉

개인의 피부와 눈동자, 머리카락 등의 색은 해당 인종과 민족의 공통성

으로서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통해 자기 민족성의 우월감을 느

끼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 정도가 지나쳐 다른 민족성의 가치를 깎아내리

게 만들기도 한다.156) 이처럼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그 사회적 특징은

선천적이다. 또한, 태도는 경험이나 교육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코쿤 스타일과 앤드로기니 스타일은 자아적 태도가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개인적이며, 내향적이고, 구상적인 특징을 나타내어

개인의 패션이나, 제품, 공간에 나타난 것이다.

Ÿ 코쿤 스타일(cocoon style) : 코쿤 스타일은 페이스 팝콘(Faith

Popcorn)이 그의 베스트셀러 ‘팝콘 리포트(The Popcorn Report, 1991)’에

서 “21 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직장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개성의 자유

를 찾아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이른바 누에고치(코쿠닝, cocooning)증후

군이 퍼질 것”이라고 예언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본래, 코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확보하여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쿤 스타일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신개념으로 가족, 안전,

인간을 중시하며 익숙한 것, 편안한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공간에 칩거하려는 현대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157)

<그림 59> 코쿤 스타일을 상징하는 의자와 주거 공간

156) Larry Samovar, Richard Porter, Edwin McDaniel, Carolyn Roy,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2013, p. 240

157)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2004,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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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앤드로기니 스타일(androgyny style) : 스타일(androgyny style) :

앤드로기니 스타일은 남성(andro)과 여성(gin)의 특징을 함께 가진 것이

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이 앤드

로기니적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러한 양성의 성향을 균등하게 가진 사

람이며 자아 성찰의 만족감이 훨씬 더 높다.158) 이러한 앤드로기니 스타

일은 1980 년대 여성해방문화에 편승하여 사회적으로 고정되었던 성 역

할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양성적 취향은 개

성을 넘어 자아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전통적인

의상을, 남성은 여성의 패션을 과감하게 착용하였다.

<그림 60> 앤드로기니 스타일의 패션

4.1.2.2 신분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한 신분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

하는 매개적 창구이다. 신분은 책임과 권한을 갖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능력과 힘으로 표현된다. 역사를 통해 능력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

극적인 목적이자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신분은 다른 계층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계층의 권력(power), 명성(prestige), 재물(property)을 지키려는 것

이다.159)

권력은 공인된 힘으로서 생산과 분배의 통치 권한을 가진다. 권력은

158) James Kalat, Introduction to Psychology, Wadsworth, 2014, p. 184

159) Brigid Harrison, Thomas Dye, Power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s, Thomson Wadsworth, 200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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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자격으로 정치, 계급, 종교적 승인이나 가문의 내력 또는 제도적

검증을 통해 얻는다. 권력의 수행과정은 그 의의와 방법의 정당성이 중

요시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권위적 속성이 있다. 명성은 사

회적 측면의 힘으로서 대중적 지지와 존경으로 자격을 얻게 되며, 다수

의 의견을 대변한다. 따라서 명성은 신뢰와 이성적인 논리성을 갖춰야

하며, 이는 일관된 태도, 성공적 경력, 전문적 지식을 통해 증명된다. 이

러한 명성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바탕으로 하므로 전형,

가치, 실용으로 상징된다. 다음으로 재물은 경제적인 측면의 능력으로서

물질의 힘이다. 즉 재물은 인종, 종교, 나이 등 모든 계층에 동일한 능력

을 부여한다. 보편적으로 재물은 권력과 명성의 성취에 대한 결과로 생

각되기 때문에 재물의 힘은 역으로 자아실현의 성공을 상징한다. 그러므

로 재물은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동시에 다면적이고 상징적이다. 따라서

재물은 권력, 명성, 성공을 외면으로 상징한다.

<그림 61>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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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서로에게 표현하

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항상

외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신분을 강조하고 그를 통해 자존감을 얻게

된다. 다음의 주트 스타일과 포쉬 스타일은 사회적인 성공과 신분을 재

물로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Ÿ 주트 스타일(zoot style) : 주트 스타일은 1940 년대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흑인과 멕시코계의 재즈 뮤지션과 갱단을 중심으로 나타난 스

타일이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은 당연한 것이었

다.16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넓고 주트 스타일

의 긴 바지, 화려한 색상의 옷감과 나비넥타이, 그리고 모자와 금속 줄

등의 장식은 “나는 검소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 스타일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

하려는 자아적 태도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었다.

<그림 62> 주트 스타일의 패션

Ÿ 포쉬 스타일(posh style) : 포쉬 스타일은 성공한 사람들의 취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고가 제품의 우아함, 품격 등이 스타일의 모티브

가 되었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를 강조하기 위

한 것이며 특히 패션과 자동차 등 외향적인 상품을 최고급으로 하려는

것으로 브랜드가 제품의 표면에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포쉬

160) Kathy Peiss, Zoot Suit: The Enigmatic Career of an Extreme Styl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p. 37



- 115 -

스타일은 주트스타일과 같이 상류 지향적이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신분의

상승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림 63> 포쉬 스타일의 대표적인 브랜드와 제품

4.1.2.3 가치관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일관된 정체성의 알고리즘이다. 만약에 그 사

람의 가치관이 변하였다면 “그는 변했어. 옛날의 그가 아니야”란 표현으

로 그 사람을 새롭게 정의한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한 것이다. 가

치관이란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의 기준

이다.161) 따라서 가치관은 사람에게 무엇이 좋고, 이득이 되며, 중요하고,

유용하며, 아름답고, 호감 이가며, 생산적인지, 또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162) 이처럼 가치관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가치관은 윤리, 종교, 정치적 이념,

공공성, 예술관 등의 사회적 개념이다.163)

Ÿ 캠프 스타일(camp style) : 캠프 스타일은 진선미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유희, 은유, 기

교적 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문화를 가치의 최상층 목표

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자아적 정서와 일치하는가에 가치평가의 기준

을 두었다. 따라서 캠프는 풍자적이며, 우화적이고, 비일상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161) Boundless, Sociology, Boundless Learning, 2013, p. 177

162) Wenjiang Du, Informatics and Management Science II, Springer, 2013, p. 785

163) Alusine M. Kanu Da, Faculty Development Programs: Applications in Teaching

and Learning, iUniverse, 2011,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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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캠프 스타일의 유희적이고 은유적인 디자인 사례

Ÿ 루키즘(lookism) : 루키즘은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은 지속적 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대부분 신체적인 매력을 나타내

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기초로 한다. 사람들은 외모가 자신의 사회적 능

력 또는 성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성공한 사람은 좋은 외

모를 갖게 된다는 것뿐 아니라, 좋은 외모를 갖게 되면 성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업, 연애, 결혼, 취업, 승진 등 경쟁을 이

루는 모든 분야와 항목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외모지상주의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때 외모와 자신

의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인격 등을 동일시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

름다움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림 65>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루키즘

4.1.2.4 취향

정체성의 취향(taste)은 음식의 맛과 그 역할이 비슷하다. 음식의 좋

은 맛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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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여준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속한 취향은 그것이 갖는 유희적 특

성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한다. 그러나 같은 음식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맛을 다르게 평가

하듯이, 같은 제품이나 공간에 대해서 각자의 선호와 취향은 다르게 나

타난다. 그리고 가치관이 평가 대상의 진선미 즉 옮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반면, 취향의 평가기준

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164)에 관한 것이다.

다음의 키덜트 스타일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라지거나 억압된 어

린 시절의 유희적 성향이 재현된 것이며, 퍼브 스타일은 인간의 본능적

인 성적 욕구가 자아적 취향에 따라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 사례이다.

Ÿ 키덜트 스타일(kidult style) : 키덜트 스타일은 아이(kid)와 어른

(adult)의 조어로서, 어린 시절의 취향을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하는 사람

들이 그러한 성향이 담긴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키덜트 스타

일은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를 위한 감성이 성

인을 위해 새롭게 각색된 것을 의미한다. 키덜트 스타일은 즐거움과 명

랑함을 상징하며, 자신의 과거를 소중히 하고자 하는 보편적이면서 동시

에 자아적이다.

<그림 66> 키덜트 스타일의 사례

Ÿ 퍼브 스타일(perv style) : 퍼브 스타일은 페티시 스타일(fetish

style)과 함께 특별한 성적 취향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 스타일은 주

164) George W. Moore, The Layperson's Beginning Bible of Interior Design,

iUniverse, 201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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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적 신체를 강조한 실루엣을 스타일의 특징으로 하며, 특별히

PVC 브래지어, 고무 마스크, 수갑 등의 세디즘적인 상징이 스타일의 외

형으로 나타난다. 섹슈얼리즘을 나타내는 퍼브 스타일은 특별한 자아적

성 취향으로 이해된다.

<그림 67> 퍼브 스타일의 의자와 실내 연출

4.2. 캐릭터(character)

캐릭터는 모티브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조형 원리로 스타일의 원

형이 된다. 따라서 캐릭터는 스타일의 틀로서 그 스타일이 소멸하거나

발전되는 것의 중심에 있다. 캐릭터의 변화는 스타일의 틀의 변형을 의

미하며, 이전의 캐릭터가 진화하여 새로운 스타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과 구별되며 조형적 특징의 캐

릭터를 나타내는 것이다.165)

캐릭터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동전이나 도장에 국가나 가문의 상징

또는 징표를 각인하는 도구를 의미하였고, 그 결과로서 그것에 사용된

그림이나 문자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캐릭터는 후에 은유적 의미가

더해져서, 한 사람의 내재한 성격이나 행동의 독특한 특징을 의미로 하

여 확장되었다. 그러나 캐릭터는 점차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발전하였는데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보다 진실 되고 정직한 사람이란 의

165) Ralph Nicholson Wornum, Analysis of Ornament, the Characteristics of Styl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Ornamental Art. Chapman and Hall,

186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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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단지 좋은 뜻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

로서도 한 사람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여 설명한다.166) 캐릭터는 또한,

집단의 고유적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타일은 그 사회의 특징인 캐

릭터가 발전되어 문화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 바탕에는 인문적,

시대적, 환경적 모티브들이 서로 융합하여 각 사회와 문화의 특성에 따

른 캐릭터와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캐릭터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가 소통할 수 있는 상징체계

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캐릭터는 그 ‘의미’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형상적 징표(徵表)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고딕 스타

일은 ‘기독교의 부흥’이란 모티브의 필요를 나타내기 위해 의미로는 ‘신

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으며 정서로는 ‘기쁨’, ‘믿음’, ‘감사’였다. 그리

고 의미와 정서가 융합하여 빛, 수직 감, 화려한 색상이 고딕스타일의 캐

릭터가 나타내는 가시적 징표가 되었다. 따라서 캐릭터는 모티브의 ‘필

요’를 실현할 감성과 의미가 병합하여 특징 화 된 것으로 스타일의 형상

적 원형(原型)이 된다.

스타일의 캐릭터는 의미와 감정 그리고 표징이 하나의 형상으로 융

합된 것이다. 캐릭터의 ‘의미’는 스타일의 모티브를 통해 요구되는 욕구

나 욕망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모티브를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

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키덜트 스타일의 모티브는 어린 시

절 욕망의 회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스타일이 실현되기 위

해서는 어린 시절을 회상토록 하는 매체가 필요하며 그것은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메시지로서 ‘의미’, 그 의미에 생동감을 넣어줄 ‘감정’ 그리고

그 의미와 감정을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줄 ‘상징’이 그것이며 이 세 요소

는 스타일 캐릭터의 구성 요소가 된다.

166) Larry L. Rasmussen, Earth-honoring Faith: Religious Ethics in a New Ke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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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모티브와 캐릭터의 선후적 관계

4.2.1 의미(meaning)

의미는 말이나 글의 뜻이며 현상과 행위의 결과 또는 목적, 사물의

기능과 가치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으며,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는 그 자

체로서 의미와 기능을 갖춘다. ‘사과’는 사과 맛을 의미하며 사과 형태를

의미하고 과일로서의 가치를 나타낸다. 현상과 행위는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진행된다. 사물의 의미

는 그것의 기능이다. 망치의 의미는 못을 박는다는 기능을 의미하며 망

치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69> 사회적 모티브와 자아적 모티브를 통한 스타일의 의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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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하나의 스타일이 나타내는 공통의 특성과 특징을 의미하

며, 그 근원은 스타일의 모티브를 배경으로 한다. 파시즘 스타일의 모티

브는 20 세기 초 전체주의적 정치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고 그에 따

라 파시즘의 모티브는 강한 국가, 사회의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실현할 ‘국민’과 ‘민족’이란 의미의 캐릭터가 설정된 것이다. 또 키치 스

타일은 기성의 사회적 질서와 가치에 대한 ‘풍자’, 하위문화로서의 ‘자생’,

‘비주류’ 등을 의미하며, 자연환경의 이슈를 배경으로 한 오가닉 스타일

은 환경보존이란 모티브의 요구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의미를 스타

일의 캐릭터로 형성한다.

<그림 70> 스타일의 의미, (파시즘=국민), (키치=풍자), (오가닉=자연)

캐릭터는 모티브의 욕구 또는 욕망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

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적 요인을 모티브로 한 스타일은 인문현상의 종

교 교리, 전통과 문화, 환경조건의 자연 및 산업과 기술의 특성 그리고

시대정신으로서 정치적 제도와 규범 등은 그 자체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의 모습이 발전되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 배경을 스

타일의 모티브로 하는 사회적 스타일과는 다르게 자아적 스타일의 캐릭

터는 개인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특성에 따라 그 캐릭터의 의미는 다르

게 설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 사람의 태도, 신분, 가

치관, 취향의 성질 또는 욕구와 욕망을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캐릭터의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코쿤 스타일’은 개인의 <태도>가 모티브가 된 것으로 자

신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 요소와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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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을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평안과 자유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코쿤 스타일의 캐릭터는 표현 그대로 코쿤(고치)로서 ‘안정’과 ‘보호’ 그

리고 ‘자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상징하는

<신분>은 보다 직접 캐릭터의 의미를 표현한다. ‘주트 스타일’은 1940 년

대 미국의 흑인인권이 태동할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소외 계

층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경제적 부와 힘을 갖춘 사회 상류계층의 지향을

과장된 장식과 색의 패션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주트 스타일

을 원형으로서 캐릭터의 의미는 ‘자신감’과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아적 스타일의 ‘캠프 스타일’은 보편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을 무색하게 함

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스타일은 먼저

규범적이고 통념적인 고급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스타일만의 특별한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

는 점에서 사회적 스타일의 ‘키치 스타일’과 유사하지만, 키치 스타일이

하위문화의 보편성인 반면 캠프 스타일은 자아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 캠프 스타일의 의미는 ‘주관’과 ‘자립’을 의미한다. 퍼브

스타일은 성에 관한 특별한 취향을 나타낸다. 이 스타일의 메시지는 성

의 취향과 표현에 관한 다양한 선호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애’를 의

미한다.

<그림 71> 코쿤 스타일, 주트스타일, 캠프스타일, 퍼브 스타일의 이미지

4.2.2 감정(emotion)

감정은 인간이 외부 대상을 지각하거나, 자신의 심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느낌이나 즐거움, 슬픔, 행복 등의 다양한 마음의 기분을 의미

한다. 마음과 의식과 같은 내적 변화에 의한 감정은 과거 경험과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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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으로 기인하지만, 외부 대상 체를 통해 얻게 되는 감정은 지각 과정

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고 개인적으로 그것의 수

용 가치를 느껴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얻게 되는 효율성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급작스런 변화 상태를 단지 밖으로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

정을 통해 감정의 원인이 되는 긴장 원인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휘를 통해 자신 내부에 일어난 감정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것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그 해소방법을 짝지음으로써 더욱

쉽게 각 감정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나타낼 수 있다.167) 음악과 그림 또는

다른 방식의 비언어적 표현은 때때로 더욱 직접적인 감정표현에 효과적

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언어적 방식의 표현과 그것을 통한 감정의 이해

는 그 자체로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특정 형식과 숙련이 필요한 것은

언어적 방식과 같다. 오히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서 소통기능을

갖춘 어휘의 의미와 언어체계는 공통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으로 통해 사

람마다 느끼는 기초적인 감정의 상태를 어휘로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어

휘는 의미의 표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슬픔’ 이란 단어는

그 글자 자체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실연의 상황’을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을 ‘슬픔’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슬픔’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슬픔’에 해당하는 감정 기억에 연

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감

정의 언어적 소통 방식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소통 방식보다 상대적으

로 효율적이고 보편적 수단이 된다.

언어와 감정에 관한 연구로 감정은 보통 어휘로 표현되며, 다양한

느낌과 상황에 따라 감정 또한, 다양하게 표현된다. 대체로 감정은 기쁨,

167) Stephen J. Farenga, Daniel Ness, Encyclopedia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M.E. Sharpe, 2005, p.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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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기초 감정과 이 기초감정이 섞여 생성된 믿음,

만족, 자책, 외로움 등의 혼합감정으로 구분된다. 플루치크(Robert

Plutchik, 1927-2006)는 여러 8가지의 기초적인 감정을 색상환표 형식에

적용하여 혼합 감정의 발생과 위계를 설명하였으며,168) 몰톤(Bruce

Morton)은 기초적인 감정을 6개로, 이자드(Carrol Izzard)는 기초 감정과

혼합 감정을 구분 없이 주요 감정을 10 개로 특징지었다.169) 이처럼 감정

의 구조와 종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감정에는

기초 감정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또는 3차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72> 감정의 축, 긍정과 부정, 절대와 상대

다음의 그림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감정 중 기초적이고 중요

한 감정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성질로 분류함과 동시에

자아적이고 내적 심리에 의한 감정을 ‘절대적’인 축에 위치시키고 외부의

168) 즐거움(Joy), 슬픔(sadness), 신뢰감(trust), 거부감(disgust), 분노(anger), 두려움

(fear), 놀라움(surprise), 기대심(anticipation) Johnny R. J. Fontaine,Klaus R.

Scherer,Cristina Soriano trans., Components of Emotional Meaning: A Sourceboo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287

169) Trevor Eddolls, Hypnofacts, Lulu Enterprises, 2012,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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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에 의한 것을 ‘상대적’인 축으로 구분한 것이다. 절대적 감정은

자아적 스타일의 캐릭터에 더욱 자주 사용되며, 상대적 감정은 사회적

스타일의 캐릭터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자아적 스타일인 키덜트 스타일의 캐릭터는 ‘기

쁨’, ‘즐거움’, ‘흥미’ 등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적 스타일의 대표적

인 스타일인 펑크 스타일의 정서는 ‘공포’, ‘거부감’, ‘분노’ 등이 그 캐릭

터의 감정이 되는 것이다.

<그림 73> 키덜트 스타일의 긍정적 감정의 이미지

<그림 74> 펑크 스타일의 부정적 감정의 이미지

4.2.3 상징(symbol)

스타일의 근원인 모티브의 ‘욕구’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

해 캐릭터로 구체화한다. 캐릭터는 의미와 감정, 상징이 하나로 함축된

것으로 모티브의 욕구를 의미하고 그것에 감정을 더 해 생명력을 불어넣

으며, 의미와 감정을 하나의 이미지로 상징화한 것이다.

인간의 사고가 언어로 이루어지듯이, 감정은 사람의 느낌과 기분을

정의한 어휘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단어로 표현된다. 캐릭터의 의미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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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스타일의 원형이 되기 위해 의미와 감

정이 혼합되어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이 이미지는 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실의 구체적인 소재, 사물, 현상의 표현적 외면을 빌림으로써 상

징이 된다. 따라서 캐릭터는 결과적으로 상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형상은 의미와 감정을 표현하며 궁극적으로 모티브의 욕구를 이루기 위

한 스타일의 원형이 된다.

<그림 75> 상징의 구성 요소

캐릭터의 상징은 우선 의미와 감정이 혼합된 심상 즉 이미지가 된

다. 심상은 의식의 관념과 영상으로서 감각 기관의 자극에 의한 정보 해

석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회상에 의해 나타나

기도 한다. 이미지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반응 또는 두 작용의 복

합적인 결과로 표현된다. 따라서 심상은 의미와 감정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와 논리 그리고 기억이 연관된 예견을 거쳐 ‘마음속의 그림’ 즉

상징으로 형성된다. 또한, 심상은 사고와 인식, 창작의 등대로서 이미지

를 모습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지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의 형상적 재

현이며 발신자의 생각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메신저이다.

캐릭터의 의미와 감성을 함축한 이미지는 인지 활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며, ‘지각 이미지’, ‘기억 이미지’, ‘예견 이미지’로 연결 및 발전된다.

지각 이미지는 감각 기관을 통한 외부 정보를 해석하여 그것의 정체

(의미, 기능, 가치)가 이미지화된 것이다. 외부 정보는 시각적 특징 되어

지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화병이 아르누보 스타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화병이 아르누보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특징을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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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르누보의 시각적 특징인 역동적 곡선,

새와 꽃을 연상시키는 양각 그리고 음각의 부조장식, 화병의 몸체의 동

양적 비례 등의 특징을 나타낸 지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림 76> 아르누보 스타일의 화병

그러나 아르누보 스타일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아

르누보 스타일의 특징에 대한 기억 이미지가 선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

고 그것을 기억 창고에서 찾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분석 대

상과 유사한 것을 기억 속 아르누보 스타일의 특징 중에서 찾는다면, 대

상을 아르누보의 스타일로 판별 하게 되고 지각 과정은 완료된다. 그러

나 그 화병의 지각 이미지가 새로운 것이라면 아르누보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짓고 아르누보의 새로운 특징으로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될수록 아르누보 스타일에 관한 기억 이미지는 늘어

나고 아르누보 스타일임을 지각하는 기술은 숙련된다.

<그림 77> 다양한 스타일의 화병, (클래식, 로코코, 아르누보, 고딕, 아르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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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석과 지각 그리고 기억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예견 이미

지가 형성된다. 이 예견 이미지는 지각 과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뿐

아니라, 기억의 이미지를 복제 및 변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견이미지는 현재나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판단과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예견이미지는 지각이미지 또는 기억이미

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격상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의

재현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두고 그에 적합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예견이미지는 행동의 필요성, 알고 싶은 욕구, 이상

에 대한 욕망 등으로, 예를 들어 ‘황금으로 이루어진 산’, ‘빛의 속도보다

빠른 비행기’와 같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 또는 실현할 수 있지

만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을 동원해 마음속에서 실현한 이미지

이다.170) 즉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르누보의 스타일의 화병을 창

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형의 소재가 예견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

나 심상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밖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

지를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심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편

적이고 객관적 의미와 감정을 나타내는 대상에 자신의 심상을 빗대어 표

현해야 한다. 이때 객관적 대상의 공통적인 특징이 표상이다.

표상은 현실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미와 감정을 표현한 것

이다. 따라서 표상은 구체적인 재료나, 사물, 공간의 특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심상이 다르듯이 동일한 표상이어도 개인과 사회에 따

라 혹은 각 지역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와 감정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사회마다 그 표상의 대상이 갖는 의미와 그것을 이해하는 인

간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도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생

명의 순환을 의미하고,171) 한국 전통문화에선 풍요와 다산을172) 기독교

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희생을 의미한다.173) 그렇지만 포도에 대

170) 유평근, 이미지, 살림, 2001, pp. 40-42

171) 정재서, 전수용, 송기정,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p.

151

172) 이원복,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한국미의 숨결과 체취를 찾아, 효형출판, 200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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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기 다른 의미는 모두 포도의 형상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생명의 순

환은 포도 덩굴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풍성한 포도알의 시각적 특징을 근거로 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빨간색의 포도즙의 색상이 그 표상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같은 포도이

지만 그 가치가 다르면 의미와 감정도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표상은 최소한 한 사회를 단위로 한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의미와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 간의 심상을 소통하기

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림 78> 포도의 다양한 의미.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의 포도, 풍요

와 다산을 의미하는 한국화의 포도화,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의미하는 기독교의

포도주

이처럼 표상은 인간이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

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소통되는 자연 또는 사회 환경의 문

화적 특성이 바탕이 되며 구체적으로 자연물과 사물, 기후, 지역 등 자연

적 특징과 인간의 사회적 특징이 표상의 의미와 감정의 표현 대상이 된

다.

따라서 소재의 내구력, 문양, 색, 질감, 향, 맛 등의 특성과 사물의 도

구적이고 실용적인 기능, 기호적인 기능, 심미적인 기능의 공간이 나타내

는 감성적 분위기는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173) Tracy Edwards-Wright, Every Fruit Has a Meaning, Lulu Enterprises, 201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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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표상적 요소로써 사용된다. 예를 들어 토테

미즘 스타일은 그 사회의 대표적인 자연물을 캐릭터로 상징하는 표상이

된다. 그 지역의 가장 강한 동물의 형상과 문양, 기후와 지역의 특색, 유

용한 나무와 열매의 색과 질감 등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가

치와 의미, 감정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특성은 지역의 토속

종교와 그 교리를 상징한다. 자연환경과는 다른 산업 사회의 스타일은

자연환경이 소재가 아닌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나 생산물이 그

사회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스타일을 상징하는 표상이 된다. 아르데코 스

타일은 20 세기 초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영광된 미래의 바탕이 될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태양, 빛, 유리, 강철, 기하학적 패턴, 화려한 색

감, 풍부한 장식 등이 아르데코 스타일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모티브가 캐릭터의 표상이 되는 것과 다르게 개인의 정체성

과 자아의 구성요소인 개인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은 개인인적인 삶

과 연결된다. ‘의식주의 생활 태도’, 신분을 나타내는 ‘직업 또는 사회적

역할’, ‘성적 취향’, 자기 계발과 취미’, ‘소비의 태도’ 등이 자아적 캐릭터

의 표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캐릭터의 표상이 구체적 대상 또는 사

물을 표현하고 그 보편적 의미를 이용하는 대신, 자아적 스타일은 구체

적인 사물의 형태와 표현뿐 아니라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회의 보편

적인 의미와는 다른 개인의 자아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자아적 캐릭터의 표상 역시 그것의 표현은 사회적 캐릭터와 같이

소재와 사물, 공간의 보편적 의미와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은

캐릭터는 스타일의 원형이며, 그 실체적인 형태로의 표현은 디자인 과정

을 통해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의 실체적 표현에 의하기 때문이다.

4.3 디자인

스타일의 ‘모티브’는 사회적 또는 시대적 요구 사항과 개인의 자아적

욕구를 ‘근원(根源)’으로 한 것이며, ‘캐릭터’는 모티브의 욕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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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원형(原型)’

인 것이다. ‘디자인’은 스타일의 원형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형태와 가치,

용도 등을 갖춘 실체적 사례를 만들기 위한 방법,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의 특징을 의미하며, 스타일의 발전적 맥락으로 볼 때, 성공적인 디자인

은 ‘전형(典刑)’이 되고, 다수의 전형이 모여 하나의 ‘유형’으로서 스타일

이 된다.

<그림 79> 캐릭터와 디자인, 스타일의 유기적 관계

디자인(design)은 라틴어인 ‘designare’을 어원으로 ‘정의하다’, ‘묘사

하다’, ‘만들다’ 등의 뜻을 지닌다. 즉 디자인은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시기와 20 세기를 전후로 디자인은

특별한 전문인에 의한 창작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혁

명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은 소비자가 공예가를 직

접 만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물을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면 장인은 그 요

구 사항에 따라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다.174)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

서, 기계 생산 시설을 통해 대량의 제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고, 공예적 방식의 전통적인 장인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 생산과정에

적합한 특별한 기술적 특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우선으로 소

량의 수공예적 제작 방식을 대량의 기계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었

고, 사적 환경과 욕구의 만족을 위한 용품이 아닌 다수의 공통적인 요구

174) Michael Erlhoff, Timothy Marshall trans., Design Dictionary: Perspectives on

Design Terminology, Walter de Gruyter, 2008, p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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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여 상품을 만들어야 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미래

의 필요를 전제로 하여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산 환경의 여러 고려사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여

졌고 초기 그 역할을 담당했던 전통적인 화가, 공예가 또는 건축가 등의

역할로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제품의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

양한 환경적 조건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분명

‘순수’한 예술가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적인 요구로 특별한 물건을 만

들어 주는 공예가도 아니었다. 가끔 환경과 거주자의 관계를 미와 기능

그리고 효율성에 접목하는 것에 전문적 능력을 보인 건축가들이 그 역할

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외도라 생각했기에 지속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생산 환경에 적합한 전문인이 요구되고 또 특별

히 교육되어 배출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예술가 또는 공예적 장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제품을 보았다. 제품의 심미성은 항상 중요한 항목이었지

만 그 제품의 기능이나 효율적 생산 방식,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고취를 위해 아름다움은 절대적 불변의 항목이 아니었다. 대신에 이들의

관심은 아름다움보다는 제품이 소비되어야 하는 상품의 가치에 있었다.

이들은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전통적인 미학과 기능 또는 사용성의 중요

순서를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예술은 창작이나 제품의 발

명이기보다는 상품의 ‘가치 창작’을 위한 의도된 아름다움의 설계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창작 전문가를 디자이너라고 불렀고, 이

들이 하는 창작 방식은 디자인으로 정의되었다.

20 세기 모던 시대의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능력

은 더욱 발휘되었고, 동시에 그 적용 분야와 활동 영역도 확대되었으며

디자인의 의미 또한, 넓어졌다. 따라서 디자인은 점차 모든 것과 모든 일

에 적용되었고, 많은 사람이 창의적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다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디자이너의 의미는 다시

모호해졌다. 1960 년을 기점으로 디자인에 대한 재정의가 활발하게 제시

되었다. 디자인은 “목표를 향한 문제 해결 활동’, “새로운 유용성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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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현재를 미래로 만드는 것”, “신뢰성을 이루는 행위”, “요구에

대한 최적의 해결안”,175) “의미 있고 기억되게 하는 것이다.”176) 또한, 디

자인은 “기능을 속일 수 없도록 시각화하는 것이며, “형태, 감성뿐 아니

라 작동에 관한 것”,177)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 등 디자인의 정의는 본

질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한 상품

의 가치에 관한 것이며, 디자인은 이를 위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실체적인 형태를 통해 기능은 물론 사용자의 개

성과 감성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능과 상징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

로 그 가치에 적합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80> 디자인의 원리

4.3.1 가치

디자인의 목표는 욕구를 가치화하고 실체적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디자인은 모티브의 근원적 욕구가 캐릭터를 통해 효율적 방식을 갖추게

175) Christopher Jones, 김재윤 역, 디자인 방법론, 대우출판사, 2000, p. 17

176) Gavin Ambrose, Paul Harris, Basics Design 01: Format: Second Edition, A&C

Black, 2012, p. 151. “Good design is making something intelligible and memorable.

Great design is making something memorable and meaningful.”

177) Daniel W. Rasmus, Management by Design: Applying Design Principles to the

Work Experience, Wiley.com, 2010, p. 47. “Design i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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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현실의 환경에서 경제적이고 보편적이며 실용적인 상품으로 발전

된 것이다.

가치는 보통 상품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관

심이나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개인의 가치

보다는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평균적 가치 기준이 필요하며 그것은 상

품의 ‘가격’으로 계량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개인

적인 필요성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제품의 가격 또한, 그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1> 디자인 과정에서

가치화

제품의 가치는 실용적 기능인 ‘사용가치’와 이를 시장의 가격으로 평

가한 ‘재화가치’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보관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른 ‘자

아가치’와 다수의 공감대로서 ‘공유가치’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한 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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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을 가상으로 이 집의 사용가치는 자연적,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와 생활의 편의성을 돕는 실용적 기능에 있다. 반면에 이 집의 사용

자가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집주인에게 돈을 내고 사용하

는 것이라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이 집은 재화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집주인이 이 집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

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단지 소유만 한다면 이 집의 자아

가치는 집주인에게 사용가치와 재화가치보다도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또는 이 한옥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 공공의 문화재로서 보편적 중요성

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공유가치가 된다.

따라서 디자인의 최우선 단계는 사용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사용가

치는 제품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동과 작용에 의한 기능과 용도로 그

제품의 형태와 크기 모양과 요소 그리고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재료와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를 디자인하

는 것은 그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목적한 바에 따라 효율적이고 반복

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집의 구조가 비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

해 물이 새거나 바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성, 실용성, 효율성, 편리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치가 구체화되면 제품은 재화 가치를

획득하게 되고 상품으로 전환된다. 상품이란 시장에서 매매를 전제로 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은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재화가치란 간단히 상품의 가격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그 상품

의 사용가치를 나타내는 실용적 기능과 그것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위해

소요된 금액과 그리고 다른 상품을 대신한 기회비용까지 그 상품에 관한

모든 생산 환경 요소가 종합되어 가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품을 전제

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사항이 상호 균형적으로 조정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재화가치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

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재화 가치는 주거 기능과 집의 디자인,



- 136 -

건축 기술, 건축자재, 교육, 교통 및 문화 시설의 편의성 그리고 그 집의

매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가 포함된 것이다. 비와 바람의

영향에 충분히 견딘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 이상의 구

조나 재료와 건축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재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이 된다. 따라서 재화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소

비성, 상징성, 보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화가치는 욕구가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가치의 기능을 이루었던 구조에 사용자

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식이 종합되어 구현된 것이다. 따라서 제품은 재

화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상품이 된다.

자아가치는 사용가치와 재화가치처럼 실체적이거나 객관적 가치가

아닌 소비자의 사적인 이해에 따라 제품의 의미와 구매 가치가 평가되는

것으로 그 제품의 소유자의 자아적이며 유희적인 가치이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의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추억이 깃든 곳,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미적 취향을 나타내는 형태 등 주관적인 이

유인 즉 사용가치나 재화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그 주택의 구매나 소유 동기에 반영된다면 그것이 이 집의 자아가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가치는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태도, 신

분, 가치관, 취향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자아가치를 상품에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상품의 소비층을 매우 좁히는 것으로, 과거 장인을 통해

직접 자신이 필요하거나 자신 또는 가문의 물건을 주문하고 그 값을 직

접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지급하였던 전통적이고 공예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인 것이다.

공유가치는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공통적 태도나 역

할 가치관이나 취향을 나타낸다. 공유가치는 개인의 자아가치가 종합된

것으로 개인은 이러한 공유가치에 동참함으로써 귀속적 욕구를 만족하고

존경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그 집이 개

인적인 자아가치가 사회나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도 공통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요한 독립 운동가의 생가 또는 구한말 최초의 아르

누보 스타일의 건축물 등 사회의 공통적이지만 비경제적인 평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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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공유가치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일체감과 귀속감, 보편성, 동질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공유

가치의 역할은 환경보호, 빈부격차, 자원고갈 등의 사회와 지역의 공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재하고 정

부와 NGO뿐 아니라 기업이 주축이 되어 그 역할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

다. 그리고 기업은 단지 캠페인을 통한 소모적이고 단기적인 후원이 아

닌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의 참여를 요구받는다.

특히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이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으로 연결되면서

상품의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뿐 아니라 자아가치와 공유가치도 주목받았

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성은 보편성을 넘어 독특하거나 소외되었던 시장

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캐럴만(Jacques Carelman)의 디자인한 ‘마조히

스트를 위한 커피포트’는 극적인 자아적 제품으로 사용가치와 자아가치

가 완벽히 일치된 아이디어이다. 필립스탁은 이러한 자아적 스타일을 디

자인하는 대표적인 선두 주자였다. 스탁은 그가 디자인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위트’란 은유적 옷을 입힘으로써 자아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사용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 위트에 적용하여 스탁이

만든 제품에 자아가치를 부여하였다. 애플은 1998년 아이맥(iMac)을 시

작으로 이후에 개발된 대부분의 개인용 전자 제품에 ‘i, (iMac, itunes,

iPad, iPod, iPhone)’로 시작되는 제품명을 부여함으로써 애플의 단일 모

델 정책의 취약점인 제품의 획일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자하 하디드는

주로 개발도상국과 중동국가 등 건축을 통한 이슈를 목적으로 한 지역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디자인하는 건축가로서, 그가 디자인 한 빌딩은 사

용가치와 재화가치가 최하로 떨어지더라도 건축주의 자아 가치 또는 공

유가치가 가 우선되는 디자인이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는 서울

시가 동대문 패션 상권과 한류를 연결하여 도심 내 경제 성장 동력을 구

축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자하 하디드의 독창적 디자인은 많

은 건축비가 필요 함에도 그 공유가치를 이루기 위해 선택될 수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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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보편적 사용가치, 재화가치, 자아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그러나 이러한 사용가치와 재화가치의 희생을 통한 자아가치의 부각

은 통념적인 디자인 방식이 아니므로 형태를 만드는 디자인 방식도 다르

다. 사용가치와 재화가치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은 그 제품의 상품성이

근본적으로 재료비와 제작비의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에 있다. 그러나

자아가치를 강조한 제품은 구매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통한 자아성의

표현을 이익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례는 이러한 소유

이유를 제품에 표현하기 위해 비 재료적 방식을 사용한다. 즉 문양, 색,

질감, 특징, 또는 움직임, 색, 맛 향 등의 다양한 감각적이고 장식적 표현

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별한 의미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의 상징 등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구

매동기는 자아주의적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미국 월마트 사례 또한, 공유

가치가 비즈니스의 중요 수단이자 목적이 된 사례이다. 세계 최대 규모

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열악한 노동정책과 경쟁행위

로 비난을 받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2005 년 말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3대 지속가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는 폐기물 사용 제로

화 전략, 재생 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한 제품의 판매가 포함되었다. 따라

서 월마트는 ‘폐기물사용 제로’를 실천해 2010 년 이후 폐기물 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했으며 2007년부터 제품 포장기준을 개발해 2013회계연

도에는 2008년보다 5%의 포장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또한, 폐기물과

포장 감축으로 제품을 화물트럭에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을 적재해 6만

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34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화물

트럭의 물류효율화로 주행거리를 단축해 10 만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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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다. 월마트의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의 실천이 가

능한 것을 입증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178)

4.3.2 형태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실체적으로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은 형태의 구체화이다. 형태가 없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실체적 제품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은 형태를 구체화함으

로써 욕구를 만족하게 할 도구로써 그 결과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란 다음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능을 만드는 것,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 인체 공학적 요인 또는 자연

및 사회 환경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 3차원의 형태를 만드는 것, 재료를

선택 또는 변형하는 것, 문양과 색, 재질을 이용하여 의미와 미를 표현하

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디자인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며 다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기능화’이다. 기능은 디자인의 이전 단계인 가치화를 통해

구체화한 욕구의 모습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

지, 어떻게 그 필요를 충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은 어느 정

도를 이룰 것인지에 관한 것이 결정된다. 두 번째 단계인 ‘유형화’는 기

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선행 사례를 통해 디자인 과정에 효율성을 더

하고 실용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줄이고 상품의 시장성을 높인다.

디자인의 마지막 과정은 ‘실체화’ 단계로서 기능이 유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을 현실의 실체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보통 ‘조형 과

정’으로 불리는데, 재료를 이용하여 기능과 욕구의 유형이 구체적인 모습

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스타일의 모든 과정이 일체화되

는 것으로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이 하나의 형태로서 구조와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178) Kotra, 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 :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Kotra,

Global Market Report 13-046, 2013. 7. 3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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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디자인의 형태 구현 과정

4.3.2.1 기능화

기능이란 구조, 작동 또는 작용, 표현 등의 형태를 통해 어떠한 목적

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대부분 제품과 공간은 실용적 기능과 기호적 기

능, 심미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통 실용적 기능은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조적이고 작동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호적 기능

은 표현적 방식으로 구체화 되며 사용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태도, 가치

관을 나타낸다. 심미적 기능의 제품은 공간의 외면적 표현으로 만들어지

는데, 사용자의 자아적 특성인 미적 취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구조적이든

또는 표현적이든 기능은 그 제품과 공간의 사용가치에 관한 것이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식 또는 절차가 적합

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제품이나 공간이 ‘무엇’인가

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84> 기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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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는 하중을 견디는 그 구조적 특징으로 앉는 목적의 ‘실용적 기

능(practical function)’으로 이루어진다. 컵 또한, 그 형태적 특징으로 물

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시계는 그 속의 작은 기계적 부품들

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실용적 기능은 주로 사용가치의 직관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실용

적 기능은 도구적인 기능을 의미하며 물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나타

내어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임을 외형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85> 실용적 기능의 예

제품과 공간에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작동적인 기능과 함께 그 형태

와 표현에 의한 ‘기호적 기능(symbolic function)’도 있다. 예를 들어 고

대 이집트 파라오의 의자는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며 스포츠의 우승컵은 우승자의 영광을 상징

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제로 그 컵을 이용하여 식음을 하려는 것은 아니

다.179) 따라서 기호적 기능의 형태적 접근은 식음을 위한 구조적인 고려

보다도, 우승자와 그 단체의 전통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적 표현

이 주요 기능이 된다. 시계 또한, 시간을 알려주는 실용적 기능이 있지

만,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

서 기호적 기능은 비유적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징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귀속적 특징을 나타낸다.

179) Melanie Fasciato, Tristram Shephard, Design and Make It!: Resistant Materials

Technology for Gcse, Nelson Thomas Ltd, 2003,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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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기호적 기능의 예

제품이나 공간의 디자인 중 사용자의 취향을 강조하게 표현하는 것

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의 심미적 기능(aesthetic function)이 강조된 것이

다. 도쿠진 요시오카(Yoshioka Tokujin)는 실용적이지도, 상징적이지도

않은 화려한 조형미를 강조한 의자를 선보였고, 아르누보 화병의 외면적

특징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사용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

고 가이돈(Denis Guidone)이 디자인한 시계 또한, 사용자의 신분 보다는

그 사람의 미적 취향을 나타낸다.

<그림 87> 심미적 기능의 예

거의 모든 디자인에서 심미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아

름다움 그 자체가 본질적 목적이 되는 것은 많지 않다. 의복과 자동차조

차도 항상 그 외면적 형태와 아름다움이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지만 그렇

다고 예술품처럼 감상이 주 기능은 아니다. 즉 심미적 기능의 아름다움

을 실용적 기능으로 하는 것은 그림 또는 보석류나 장식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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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심미적이 실용적 목적인 그림, 보석, 장식품의 예

이러한 심미적 기능은 그 대상의 외면적 특징에 의해 표현되지만,

사용자의 주관적 취향과 인지 능력으로 관찰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디자

인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심미적 기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람들이 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그것이 표현하는 미적 발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심미성이 제품과 공간의 사용자를 즐겁게 하

고 정체성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심미적 기능은 사용자

의 개인적 자아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미적 취

향과 일치된 선택을 할 때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과 공간은 ‘실용적 기능’, ‘기호적 기능’, ‘심미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이 세 기능 중 하

나가 그 제품의 주 기능이 되고 다른 두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된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과정에서 기능화란 사용가치를 구체화

하는 것이며 그것의 작동적, 표현적 절차와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

기능의 결과가 효율적, 지속적, 그리고 쉽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다.

4.3.2.2 전형화

디자인은 캐릭터를 제품과 공간의 형태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제품

을 만들기 위한 제조 기술이나 생산기술은 물론 그 제품의 가격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경제성, 사용자를 상징하는 기호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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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미적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성, 그리고 그 제품의 공공 환경체계 속

적절성 등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 디자인의 실현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사용가치는 재화가치로 구체화되면서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능, 기호적 기능, 심미적 기능 중 어느 것이 주 기능이 될 것인가에 관

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형

태의 유전자가 되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단계이다.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08-1970)의 ‘욕구 5단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모델을 7개의 환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제품과 공간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신체적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정의 욕구(매슬로우의 생리 욕구와 안전 욕구, 편리

의 욕구를 병합)’, 안정과 편의 욕구에서 실용적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을 추구하는 욕구로서 ‘효율의 욕구’,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인 ‘귀속의 욕구(매슬로우의 귀속적 욕구와 동일)’, 타인으로부터 인

정받고 싶어 하는 ‘존경의 욕구(매슬로우의 존경의 욕구와 동일)’, 즐거움

을 추구하는 ‘유희의 욕구(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로부터 성취를 통한

즐거움의 욕구를 분리하여 구체화)’,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근원

이 되는 ‘정체성의 욕구(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욕구의 실질적인 목적을

강조)’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영원한 욕망인 ‘이상의 욕구(매슬로우의 자

아실현의 욕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 등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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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인간의 욕구와 형태의 전형화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분류는 제품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

정에서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재화가치, 자아가치, 공

유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 사항을 전형화하고 그럼으로

서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형태를 실현할 수 있다.

4.3.2.2.1 도구적 전형의 디자인 특징

도구적 전형은 인간의 신체적 안정과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디자인

형태로서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특징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도구적 전형의 형태는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작동

을 이루는 내면적 질서가 있으며 이것이 외형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

므로 도구적 전형의 디자인은 사용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직관적, 논리적, 발명적, 원형적, 작동적 형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처럼 도구적 특징의 형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장식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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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적인 특성보다는 구조를 이루는 소재와 각 부분의 모양, 그리고 전

체의 형상이 그 목적 또는 기능과 서로 인과 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도

구적 전형은 그것의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뿐 아니

라 선구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구적 전형의 형태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작동 구조(movement structure)’, 범위와 영역을

만들기 위한 ‘공간 구조(spatial structure)’, 무게를 견디기 위한 ‘하중 구

조(load structure)’ 등으로 형상화된다. 작동 구조는 회전이나 직선 운동

등을 만들기 위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접이식 의자는 이동을 위한 간이용 의자이지만 양쪽의 다

리가 중간의 축을 이용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작동 구조로서 이 의자의

기능이 만들어진다. 자동차는 전적으로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으로 이루

어진 구조체이다. 벤츠 300sl는 양쪽 문이 갈매기의 날개처럼 위아래로

회전하며 열리는 ‘걸 윙(Gull-wing)’ 타입이다. 이 걸 윙 구조의 문은 이

것이 작동하기 전에는 그 구조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보통의 자동차의

문 또한, 좌우 회전운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하의 작동구조는 기

존의 좌우에서 상하로 변화하므로 고정관념을 깨고 선구적이고 모험적인

도구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케아(IKEA)의 거의 모든 가구의 형태는

낱개로 분해, 박스로 포장 및 간단한 DIY 조립 순서가 실행될 수 있도

록 권장되고 있다. 이동전화기는 그 메커니즘의 발전이 제조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 모델은 사용 방식에 따른 도구적 특징

의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 예로 모토로라의 아우라(AURA) 역시 회

전 운동을 이용하여 작동 구조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그림 90> 작동 구조가 형태의 특징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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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는 범위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체이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가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간을 만드는 구조적 특징은 보

통 바닥, 벽, 지붕, 기둥, 보 등의 형식을 나타낸다. 이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한다. 리트벨트(Gerrit Rietveld)의 적청

(The Red and Blue Chair) 의자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둥과 보를

이용한 전통적인 구조방식을 사용한 예이다. 또한, 자동차는 자체를 지탱

하는 필라(pillar)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3개의 필라와 3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세단(sedan)’, 4개의 필라와 2개의 공간을 형성하는 ‘스테이션

웨곤(station wagon)’ 그리고 3개 필라가 2개 공간을 만드는 ‘해치백

(hatchback)’ 스타일로 구분된다. 페르난도, 움베르토 형제의 콜라로

(Corallo Chair)는 하나의 철사를 엮어 만든 혁신적 방식의 구조를 이용

하여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화기의 공간 구조는 기본적으로 1

개의 상자형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전화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모두

쌓는 방식으로 최적의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상자형 공

간의 구조는 거의 모든 전자 제품들이 사용하는 공간 구조 방식이다.

<그림 91> 공간 구조가 형태의 특징이 된 사례

하중 구조는 상부로부터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서 기둥과 보 또

는 피막과 같은 부분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천장에 매달리는 아르니오

(Eero Aarnio)의 버블(bubble)은 하중 구조가 디자인의 캐릭터가 된 사

례이다. 난다(Gaurav Nanda)는 아미시 족의 마구간에서 영감을 받아 하

중 구조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소재와 그 특성을 이용한 것은 위 콜라로

와 같이 와이어를 이용한 구조 방식이지만 그 스타일 면에서는 상반된

형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도쿠진 요시오카의 허니 팝(Honey-pop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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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니 팝 구조를 이용하여 하중 구조는 물론 공간 구조의 특징을 이용

한 도구적 전형의 사례이다. 또한, 자동차는 항상 사고를 대비하여 다양

한 연구와 구조적 실험을 해왔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볼보의 지지구조에

대한 실험이자 캠페인이다. 자동차의 기본 형태를 만드는 모노코크 바디

(monocoque body)와 승객 공간을 지지하는 필라는 자동차의 주요 공간

인 캐빈 공간과 엔진룸, 트렁크 공간을 만들 뿐 아니라, 상하 및 전후좌

우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대비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92> 하중 구조가 형태의 특징이 된 사례

4.3.2.2.2 경제적 전형의 디자인 특징

경제적 전형의 형태는 안정과 편의 욕구뿐 아니라 실용적 효과와 경

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형태로서 사용가치가 재화가치화 되면서

재료의 생산성, 생산비와 판매가격, 보편적 필요와 취향, 대중의 트렌드

등이 형태 결정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경제적 전형은 기능은 물론 대중

의 보편적인 심미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형태에서 합리적인 인상을 주고,

이러한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익숙하고 검증된 형태의 일상

적, 상징적, 관습적인 모습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전형의 형

태는 독창적인 특징보다는 일반적이고 선험적 형태의 특징을 형태로 차

용함으로써, 생산위험과 비용을 낮추고 보편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

성을 높이는 목적을 갖게 되었다.

경제적 전형은 ‘재료의 모방’과 ‘상징의 모방’으로 구분된다. 재료는

형태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행 디자인의 재료

를 모방하는 것은 단지 모방 대상의 재료뿐 아니라, 구조, 제작 기술, 생



- 149 -

산 방식 등 형태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위험은

낮추고 상품으로서의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1006’ 해군 의자

는 바닷물과 공기에 부식되지 않게 하려고 미 해군이 특별히 제작한 알

루미늄의자였지만, 강한 내구력과 매우 가볍고, 간편한 생산성으로 알루

미늄 의자의 전형이 되었다.

<그림 93> 상징의 모방을 통해 유형이 된 사례

형태를 통해 캐릭터를 나타내는 상징의 모방은 가장 보편적인 조형

방식이다. 상징은 기호적 기능으로서 그 제품의 도구적 특징인 용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이 상징의 모방은 선구적 형태

의 모방으로서 최초의 상징적 형태인 독창적 형태를 따르는 것일 뿐 아

니라, 가장 보편적으로 상업화된 형태를 따르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상징적 형태의 모방은 대중적으로 그 제품의 기능과 성능, 경제성이

검증된 것과 같은 것임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

러한 형태의 모방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으므로 이

전 모방의 대상이 갖추지 않은 특색을 추가하여 더 개선된 형태를 갖추

게 된다. 최초의 촛대형 전화기는 기계부품을 담은 박스형의 전화기 디

자인과는 차별되는 독창적이고 선구적 형태로서 보편적인 성공을 이루었

고, 이후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변형 및 개선됨에 따라 전화기의 전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전형적 형태를 바탕으로 많은 유사 제품들이 동일

한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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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상징의 모방을 통해 유형이 된 사례

4.3.2.2.3 범주적 전형의 디자인 특징

범주적 전형은 인간의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

이다. 그러므로 기능이 형태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회적 배경과 인문적 또는 예술적 개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

용가치의 실용적 기능을 가능한 한 유지하며 재화가치의 표현성과 소비

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형태에 표현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주적 전형은 사회란 전체 시장을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 범주적 전형은 특정 집단에 대해 귀속적이고 상징적이며 비유적

인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범주적 형태의 특징은 개인이 속한 범주의 특

징을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범주적 전형은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전통의 ‘인

문적 배경’, 자연, 산업의 ‘환경적 배경’, 그리고 정치, 계층 등의 ‘시대적

배경’이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와 전통은 가장 큰 범위의 범주적 특징으로 귀속적 욕망의 대상

이 된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교리와 규범에 따라 형식과 되었기 때

문에 형태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그 정해진 조형 규칙을 따른다. 따라

서 종교와 전통의 제품이나 공간의 디자인을 위한 형태는 선행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 색감, 질감, 문양 등을 구체화하여 약간씩 변형한다. 그 예

로 고딕 스타일의 트레이서리(tracery)는 길고 넓은 창문을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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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창문이지만 그 장식적 표현은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건축 전체의 장식으로 반복되었다.

<그림 95> 종교적 특징이 범주적 전형의 특징이 된 사례 (고딕 스타일

의 트레이서리 창문)

자연과 산업은 항상 서로 연계되어 다양한 범주적 전형을 이루었다.

특정 자연의 소재와 환경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배경이 되었고 이

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른 산업은 그 지역만의 개성 있는 생산품이

되었다. 환경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산, 강, 바다, 나무 등의 색, 문양, 질

감 등이 범주적 전형의 캐릭터가 되며 산업 생산물의 형태에 영향을 준

다. 그리고 그 자연환경의 특징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인간의 자연에 대

한 귀속적 욕구를 만족하게 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강렬한 색상과 장

식은 자연환경의 색감과 질감, 문양 등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

이란 큰 범위에서 다시 아프리카의 자연이란 작은 범위로 구체화 된 것

이며, 이것은 더 작은 지역의 자연적 특징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

<그림 96> 환경적 특징이 범주적 전형의 특징이 된 사례 (아프리카 스타일의 직

물과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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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계층적 형태의 특징은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가 반영된

전형이 된다. 정치는 보통 이념과 철학에 관한 것으로 제품과 공간의 디

자인에는 그 이념적 특징이 직접 표현된다. 계층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범주 안에서 개인의 귀속

대상을 이해하였다. 과거의 계층은 사회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지만, 현대

의 계층은 문화적 또는 경제적 여건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제품

과 공간의 형태는 각 계층의 범주적 특징을 형식과 장식을 통해 표현한

다. 예를 들어 형식, 공간, 화려함, 장식은 많은 재료와 시간 노동력이 필

요하므로 고급을 상징하였다.

<그림 97> 계층적 특징을 통한 범주적 전형의 표현 (고급을 상징하는 색, 장식,

소재 등)

4.3.2.2.4 자아적 전형의 디자인 특징

자아적 전형은 개인의 정체성 욕구와 유희적 욕구가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 기능이 형태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태도와

신분에 따른 사회적 역할, 생활에서 가치관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의 근

원이 되는 취향이 형태의 특징이 된다. 즉 ‘자아적 전형’이란 자신에게

이롭고 즐거운 것을 취하려는 것으로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면 그 외 객

관적이거나 외부의 평가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또한, 태도와 신분 그리

고 가치관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 기능과 보편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개인의 취향은 개인의

내적 필요와 만족에 관한 것이므로 매우 극단적인 선호를 나타내기도 한

다. 따라서 자아적 유형의 형태는 독자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질적이고 이

기적 표현으로 형태화된다. 또한, 자아적 특징의 형태는 기성의 보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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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주적 특징에 포함되지 않는 독창적인 표현성을 나타내므로 객관적

비교 평가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아적 유형의 형태는 주로 패션, 취미,

음식, 여행, 성취향 등 주로 개인적인 생활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자아

표현에 더욱 가깝고 또한, 자아실현의 성취 욕구와 자존감이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아적 유형의 특징은 개인의 독특함에 관하여, ‘집

착’, ‘과장’, ‘강조’, ‘특별’, ‘다중’, ‘은유’, ‘폐쇄’, ‘탐욕’적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아적 전형의 형태 특징은 개인의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에

따라 특별한 주제, 색, 문양, 소재, 형태, 질감, 향, 소리 등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표현으로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림 98> 애국심을 이용한 디자인 사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자아의 이해는 그 우월한 부분을 밖으로 표

현하고자 하며, 반대로 열등한 부분은 감추려고 한다. SMEG 냉장고는

각 국가의 국기를 주제로 한 디자인 시리즈를 제시하였고 이것은 소비자

의 긍정적인 애국심을 자극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신분과 계층의 서열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다. 벤츠의 C-Class는 탄탄한(Compact), E-Class는 책

임자(Executive), S-Class는 특별 계층(Special)을 의미하는 약칭으로서

승용차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위계가 올라갈수록 차의 크기는 더욱 커지

고, 옵션사양은 더욱 좋아지며, 그에 따라 가격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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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경제적 계층이 형태의 특징이 된 사례 (Benz, c-class, e-class, s-class)

정체성의 자아표현은 각자의 배경과 개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보편적 취향과 결합하기도 한다. 샤넬의 카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그리고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는 자아적 취향을 보편적인 취향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00> 자아적 취향의 보편화 (Karl Lagerfeld, Kusama Yayoi, David

Bowie)

4.3.2.2.5 개념적 전형의 디자인 특징

개념적 전형의 형태는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

기 위한 디자인으로서 실체적인 기능의 사용가치 또는 재화가치를 통한

표현 보다는 각자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심상적 유형이다. 개념적 전형

의 디자인 특징은 요소, 크기, 소재, 구조, 등의 조형요소나 ‘거친 표면’,

‘유기적 형태’, ‘겨울 바다와 같은 느낌의 재질’ 등의 개념적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또한, 개념적 전형의 디자인은 도구적 전형, 경제적 전형, 범주

적 전형, 자아적 전형 등의 원형적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적 특징

은 그 상품의 목적 또는 궁극적 가치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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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념적 전형은 가치의 목표이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지

도이며 등대이다. 이 개념적 전형은 내적 역동성이 있으며 이것은 소재,

문양, 색, 향 등의 감각적 또는 열정, 슬픔, 사랑 등의 개념적 주제들로

상징된다. 이러한 개념적 상징은 예를 들어 펑크스타일의 스파이크, 럭셔

리 스타일의 글로시와 장식, 캐주얼 스타일의 화사함 등은 개념적 전형

의 특징이자 디자인 이상적 모습이다.

<그림 101> 개념적 전형의 사례

4.3.2.3 조형화

디자인의 조형 과정은 실재 재료를 이용하여, 사용가치의 기능과 재

화가치로서의 상품이 되기 위한 구체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조형 과정은 주로 기능성과 제작과 생산, 소비를 전제로 한 생

산성과 경제성, 공공성 등을 합리적으로 융합 및 조정하고 그 결과를 형

태로 만드는 것이다. 조형 과정이란 형태를 만들기 위해 제품을 구성하

는 재료를 형상의 ‘조형 요소’인 점, 선, 면, 입체 등으로 해석하고 이를

‘조형의 원리’인 통일, 변화, 균형, 강세 등의 조정 작업을 통해 제품의

기능과 형태가 융합되어 작동과 상징, 또는 미적 감성을 표현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의 조형은 제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용

도’와 ‘사용자’를 그리고 제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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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조형 과정에서 구조와 장식의 역할

4.3.2.3.1 재료

재료는 제품의 본질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재

료의 성질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표현된다. 재료는 내구력, 가공성,

문양, 질감, 색, 향, 맛 등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내구력은 재료를 통해

제품의 구조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내구력이 강한 재료는 형태의 구조체

가 되며, 반대로 내구력이 약한 소재는 형태의 장식적 표현을 위한 소재

로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자연소재인 석재, 철재, 목재 등은 매우 효율적

인 소재인데 이 소재들은 구조적인 내구력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있어서

건축, 가구, 사물의 구조체뿐 아니라 문양, 색감, 질감 등의 변형을 통하

여 특별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장식에도 폭넓게 사용되었다. 현대의 플라

스틱과 알루미늄, 유리섬유, 특수 재가공 소재 등은 자연에서 추출된 소

재를 분해, 혼합, 가열 등의 인위적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만들어진 소재

들로 석재와 목재, 철재 등이 만들 수 없는 구조와 표현할 수 없는 감성

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공소재는 자연적, 전통적인 표현과는 다른 도시

적, 현대적인 기능을 위한 구조와 감성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

었다.

재료는 전통적으로 구조체로 사용되는 도구적 형태에 영향을 주었

다. 고대 로마의 아치, 고딕스타일의 플라잉 버틀레스, 19 세기의 제 4 철

교, 20 세기의 고층빌딩은 그 유리, 콘크리트와 철골의 구조적 특성으로

형태와 스타일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섬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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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공 소재 등은 자연적 소재들이 나타낼 수 없는 구조와 형태를 만

들 수 있었으며 그 구조적 특징을 통해 그 제품이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

을 가진 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림 103> 재료의 특성이 형태의 특징으로 표현 된 사례 (플라스틱, 알루미늄,

가죽, FRP, 스틸)

재료는 구조적인 내구성뿐만 아니라 가공에 의한 장식과 표현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조형의 중요한 특성이 된다. 돌과 나무와 같은 자연

소재는 외부에서 내부로 장식하는 조각에 의한 방식인 반면, 인공적인

재료는 틀에 의한 성형의 방식으로 장식이 만들어진다. 장식은 주로 사

회적 범주와 또는 자아성을 표현함으로써 그 제품이 또는 공간의 사용자

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데 주목적이 있다. 장식은 그 사용자의

사회적 직업과 역할,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취향을 나타낸다.

보수적인 사람은 돌과 나무 등 자연적 소재가 표현하는 인간미를 선호하

고 진취적인 개성의 소유자는 유리와 플라스틱 등 인공 소재가 나타내는

이지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선호한다. 오늘날 형태를 만드는 기술의 개발

과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스타일의 절충과 혼합으로 소재의 표

현성은 자연적 소재와 인공적 소재에 대한 구분 없이 구조적 특징과 장

식성을 제한 없이 표현한다.

<그림 104> 장식에 의해 표현되는 사용자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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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2 심미

재료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을 위해 구조가 되고, 장식을 통해

그 제품에 적합한 사용자의 특성을 표현한다. 하나의 재료가 구조와 장

식을 모두 나타내기도 하고, 재료의 특성 즉 내구성과 표현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구조체의 재료와 장식의 재료가 혼합되어 하나의 형

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재료를 통해 구조와 장식을 나타내는 것이

디자인의 조형 계획이다. 따라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념적 조

형 계획을 실재의 재료에 적용하여 형태를 조소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

의 실체화는 재료를 조각, 성형, 조합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형태의 부분과

전체를 구체화한다. 그러나 형태의 구체화 과정은 단지 목적한 ‘구조’와

‘장식’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성’도 요구된다. 심미성

은 대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재하는 모든 자연물

과 인공물에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이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이상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정신

과 환경 및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름다

움은 각자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자 개인의 경험과 심적

작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고 소유되는 것이다.180) 그러나 그 아름다움

을 느끼도록 하는 원인은 대상의 형태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균형을 나

타내는 비례, 화려한 색의 대비와 흥미로운 움직임은 아름다움을 발산하

는 가장 원초적인 조형 기법이다. 작품이 보여주는 색과 운동감 등의 조

형 요소는 두뇌에서 행복을 끌어올리는 도파민과 긴장을 해소하는 세로

토닌을 생성하여 쾌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본능적이

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구조와 상징, 기능과 가치에 우선한다.

아름다움은 다음 3가지에서 기인한다. 첫째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

치 않는 공통적이고 객관적 아름다움으로서 ‘질서 미’, 둘째, 각 사회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범주 미’, 그리고 셋째,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자아 미’로 구분된다. 질서 미는 피타고라스의 아

180) 움베르트 에코, 이현경 역,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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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운 음률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미학을

이루었고, 중세 기독교 예술과 르네상스, 게스탈트 학파와 바우하우스의

국제주의 그리고 모더니즘의 미학이 되었다. 그리고 질서 미는 인류 문

명사와 함께하여 미의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권

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또한, 질서 미는 서양과 동양, 기독교와 이슬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원시와 문명, 등 거의 모든 형식의 사상과 정치,

예술의 공통적인 표현 규범으로 사용됐다. 그러므로 질서 미는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질서를 근원으로 하며 자연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는 미

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자연의 질서는 본능적인 것으로 벌레가 빛을 향

해 달려드는 것이며, 이성의 호르몬에 반응하는 것이고, 동물의 집단적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서 미는 자연스러움, 편리함, 익숙

함, 단순함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또한, 질서 미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미로서 시대와 지역적 특수성

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아름다움이다. 이 질서 미는 흥미의 대상을 효율

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쾌감이다. 즉 질서 미는

정보의 단순하고 간단함을 선호하는 미적 취향이다. 따라서 질서 미는

보통 조형의 요소와 원리로 설명된다. ‘조형 요소’는 대상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점, 선, 면, 입체, 공간

또는 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의 요소적 특징으로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선으로, 산의 모양을 삼각형으로 나무를 선과 원

의 모양으로 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형의 대상에 질서를 부여하면

해석해야 할 대상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 변화

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축약된 대상의 형태 정보는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줄여 준다.

‘조형 원리’는 대상의 조형 요소 간의 구조와 작동의 관계를 이해하

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조형의

원리는 형태의 특징인 크기, 무게, 색채, 문양, 질감, 행, 맛, 소리, 움직

임, 방향 등에 통일과 변화의 조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반복, 균형, 강조,

리듬, 대칭, 비례, 대비 등 조형의 구성 요소 간에 발생하는 즐거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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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법이다. 이 조형의 원리는 분석 대상을 해석할 때 생기는 피로와

긴장감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기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아름다

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아름다움은 음식의 맛에 비유되는데 음

식의 섭취를 통해 발생하는 피로와 지루함을 맛으로 해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음식의 재료는 조형 요소이고 음식의 조리 방법과 맛은 조

형 원리와 아름다움으로 생각된다.

인간은 필수적으로 여러 형태의 사회에 소속되어 공통의 미의식을

갖게 되는 데 이것이 범주 미이다. 하나의 인간이 소속되는 사회는 그

형태에 따라 가족과 학교, 또래 집단, 직장, 국가, 민족 등의 다양한 형태

로 분류되며 사회화를 거치면서 귀속되는 사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

지며 그에 따라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도 다양해진다. 이 범주 미는

종교, 정치, 윤리, 관습 등을 통하여 선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기준

이 후대에 계승된다. 범주는 인류 전체 또는 자연에 의한 지역성 또는

특정 민족적 사회형식인 부족과 가족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규범은

범주 미의 논리로서 종교, 정치, 전통, 계층, 자연, 산업 등의 체계와 공

동체로서의 사회와 개별적인 구성원의 정서, 신념, 가치, 미에 영향을 준

다. 따라서 범주 미는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즉 범주 미는 가장 보편적인 미의식의 단위로서 시대와 문화 그

리고 스타일의 단위이다. 예를 들어 바로크 시대의 미의식은 바로크 시

대의 바로크 문화의, 바로크 스타일을 상징한다.

범주 미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취향의 공통적인 동조 현상

또는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유행(流行)’이 종합되어 만들어진다. 유행은

일시적 유행인 ‘패드(fad)’, 형식화된 유행인 ‘패션(fashion)’, 광역적인 유

행의 ‘트렌드(trend)’, 문화적 유행인 ‘스타일(style)’로 진화한다. 유행의

씨앗인 고유성(originality)은 작가나 역사가, 평론가 등을 통해 만들어진

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특성, 큐레이터의 흥미로운

주제, 또는 일반적인 현상을 새로운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평론가, 역사가

등에 의해 특징되고 규정된다. 이 독창적인 고유성이 반복되고 점차 많

은 사람에게 동일한 이미지와 미의식으로 형성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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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인 ‘패드(fad)’이다. 패드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속해서 발전

되지 못한 것이다. 좀 더 생명력 있는 유행이 되기 위해서는 미의식이

규범을 갖추고 형식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발전된 것은 유행(fashion)이

된다. 따라서 패션은 패드보다 더 지속적인 유행 형식이다. 따라서 새로

운 미의식이 패션의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소통적 메커니즘을 갖

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은 대부분 산업적 가치로 전환되어 심미

적 특징과 형식이 반영된 제품과 상품이 된다. 유행은 한 사회의 공통적

가치관과 취향을 바탕으로 하므로 보통 지역적 한계성을 갖게 된다. 그

러나 특정한 유행은 그 자체의 강한 자생성과 소통성으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여러 사회와 동일한 가치관과 취향을 공유하는데, 이렇게 유행이

광역적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트렌드(trend)이다. 그러나 트렌드는 이전

단계의 유행인 패션이 직접 진화한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패션이 여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응 및 변형된 것이며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여러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의 패션은 하나의 트렌드로 묶여 지

는 것이다. 그러나 트렌드가 된 유행은 보통 외부 사회의 문화에서 발생

하여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적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는 이질적인 특

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러 유행 즉 패션이나 트렌드 중 이러한 문화의

저항선을 넘어 그 사회의 전통성과 동화될 때, 그 유행은 새로운 범주

미를 형성하면서 스타일(style)이 된다.

사람은 보통 유명한 작품의 아름다움에 호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명한 작품이 사회의 공유적이고 보편적 미적 취향을 바탕으

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은 또한, 보편적이거나 대중적이지

않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대상에도 호감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자아 미라

할 수 있다. 범주 미가 사회의 공통된 정체성을 통한 아름다움이지만 자

아 미는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이다. 자아 미는 범주 미

와 비교하여 주관적이고 독자적이며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특징을 나타낸

다. 그러므로 자아 미는 자생적이고, 독창적이며, 특별하다. 따라서 자아

미는 보편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이고 대상에 대한 선호보다는 자기의 가치

를 높이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 즉 자기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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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미는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항상 자신과 환

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 정보가 익숙

한 것인 경우 관심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그 이전에 분석된 적이 없

는 새로운 정보라면 인간은 본능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다. 흥미를 통한 정보의 분석은 그 결과를 어떠한 정보 범주에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형화 과정을 통하게 되고 흥미의 긴장상태에서 벗

어나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흥미의 분석결과를 저장하기 위

해서 기존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범주가 필요할 때 지적 욕망이 발생한

다.

헤르바르트(Johann Herbart, 1776-1841)는 흥미와 욕망이 서로 연결

되어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연결을 절제하고 통제한다고 하였다. 그

는 “욕망으로 치닫지 않는 조심스러운 흥미는 아무리 풍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상 가장 풍부한 흥미는 바로 가장 절제된 흥미, 다시 말하면

욕망으로 치 닫으려는 경향을 가장 잘 억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181)

이것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자아(ego)의 욕망을 초자아(superego)가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적으로 인간은 흥미가 일어난다고

모두 그것을 욕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욕망은 스스

로 자아에 의해 통제되거나 보편ㆍ사회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한하

여 그 욕망을 실현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중에 통제되지

않을 만큼의 강하고 지속적인 욕망으로 발전된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

다. 사랑은 절대적이며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이므로 성취와 실현의 결과

를 요구한다. 사물에 대한 사랑은 소유적 욕망이고, 사람과 집단에 대한

사랑은 귀속적 욕망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정체성 정립을 위한 자아

표현과 자아실현 욕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인 태도, 신

분, 가치관, 취향의 변화를 살피고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이때 그 평가 기

준이 자아 미이다.

따라서 자아 미는 개인의 정체성의 본질인 고유성, 지속성, 가능성이

181) 이환기, 헤르바르트의 교수이론, 성경재, 2004,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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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름다움의 평가 기준이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근원적이면서도 긍

정적인 고유한 성질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가족력, 고향 또는 학업 성과 등이다. 사람은 또한, 현재의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이익, 화목한 가정, 질서와 법규 등은 자아 미의 중요

한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사람은 미래의 발전적 가능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의 고유적 성질과 현재의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된 환경과 상황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

서 현재의 자아를 바탕으로 가능한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과 행동 그리고 표현이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의 정체성

과 일치할 때 자아 미 즉 자기애가 성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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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의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일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 간 소통의 매개체로 사용

된다는 것이다. 스타일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특징 또는 공통적으로 이해

하는 개념을 상징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스타일이 갖는 표현적 특징 때

문인데, 스타일은 본질적 개념과 함께 가시적인 사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스타일은 구조적으로 ‘모티브(motive)’, ‘캐릭터(character)’, ‘디

자인(design)’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 된다.

셋째, ‘모티브’는 스타일의 근원으로서 인문적 특성의 종교와 전통,

환경적 특성의 자연과 산업, 시대적 특성의 정치와 계층 등이 사회 및

환경의 요구가 되어 스타일의 사회적 모티브가 된다. 동시에 개인의 정

체성 구성요소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은 욕구와 욕망으로서 스타

일의 동기가 되어 자아적 모티브가 된다.

넷째, ‘캐릭터’는 모티브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조형 원리로 스타일

의 원형이 된다. 따라서 캐릭터는 모티브의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욕구

와 욕망의 개념을 실체화하기 위한 스타일의 개념적, 형상적 특징이다.

캐릭터는 의미, 감성, 상징으로 구성된다. 의미는 모티브의 요구, 욕구,

욕망이 구체화된 것으로 필요에 따른 목적과 기능을 설정한다. 감정은

캐릭터의 의미에 즐거움, 슬픔, 행복 등의 느낌을 부여하여 의미가 생명

력을 갖도록 한다. 상징은 의미와 감정을 특정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의미와 감정, 상징이 하나로 함축된 캐릭터는 스타일로 발전하기 위해

소재, 사물, 공간 등의 표현적 외면으로 표현된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스

타일의 ‘원형’이 된다.

다섯째, ‘디자인’은 스타일의 원형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형태와 가치,

용도 등을 갖춘 실체적 사례를 만들기 위한 방법, 과정 그리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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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다. 디자인은 모티브의 필요가 발전된 캐릭터의 의미를 ‘가치’

로 구체화하는 과정과 이 가치에 실체적인 모습을 부여하는 ‘형태’의 과

정으로 구분된다. 가치는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자아가치가 그 대상의 특

성에 따라서 특화된 것이며, 디자인은 사용가치를 기능화 과정과 재화가

치와 자아가치를 형태에 반영하는 전형화 과정을 거친다. 디자인의 기능

화는 디자인의 대상이 사용가치를 분명히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디자인은 전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효율적으로 구체

화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의 형태 유형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도구적 형태, 경제적 형태, 범주적 형태, 자아적 형태, 개념적 형태로 전

형화된다. 디자인의 기능과 유형은 조형화를 통해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

는데, 이 과정은 형태에 구조와 장식으로 구체화하면서 기능과 사용자를

표현할 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나타내야 한다.

위와 같이 스타일의 구성과 요소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스타일은 사

회적 또는 자아적 필요 때문에 모티브가 발생하고, 캐릭터로 스타일의

특징이 형성되며, 디자인의 과정을 통해 형태가 만들어진다. 디자인의 형

태는 기능화와 전형화 그리고 조형화의 과정을 거치다. 특히 디자인의

전형화 과정은 스타일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타일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율적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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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타일의 사례

본 장은 스타일의 사례를 통하여 스타일의 속성과 특징을 유형화하

였다. 연구는 이를 위해 사회적 모티브가 어떻게 스타일을 형성하는지를

고찰하고 또 개인의 정체성이 스타일에 어떻게 관련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연구는 우선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로코코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절충적 스타일, 비더마이어

스타일, 유미적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 모던 스타일 등 시대적 스타일

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스타일의 모티브와 캐릭터,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스타일의 관계를 이해

하기 위하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제품 중 인간의 신체적

조건에 매우 밀접한 정도에 따라 의자와 자동차 그리고 전화기의 스타일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체성

과 스타일의 관계를 밝히고 그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5.1 시대 스타일

5.1.1 고딕 스타일 (Gothic Style)

고딕 스타일은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하나는 중세 시

대의 고딕 성당을 중심으로 한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색상의 이미

지와 이와는 반대인 암울하고, 파괴적이며 괴기한 이미지이다. 후자인 어

두운 이미지의 고딕 스타일은 18-19 세기의 로맨틱 공포 소설이 근원이

되었다. 1764년 월폴(Horace Walpole, 1717-1797)은 ‘오트란토 성(The

Castle of Otranto)’이란 공포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고딕 이야기’란 부제가 추가되었고 고딕 건축을 배경으

로 멜로, 풍자, 공포가 합쳐진 ‘고딕 호러 소설’이란 장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 세기 셀리(Mary Shelley, 1797-1851)의 프랑켄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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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enstein, 1818), 스토커(Bram Stoker, 1847-1912)의 드라큘라

(Dracula, 1897), 그리고 포우(Edgar Poe, 1809-1849)의 검은 고양이(The

Black Cat, 1843) 등의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어둡고, 괴기스러운 19 세

기의 고딕 스타일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중세 시대 고딕 건축의

화려한 이미지가 고딕 소설에서 정 반대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은 당시

종교가 더는 사회의 규범적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과 폐허가 된 고딕

건축의 이미지가 소설의 극적인 배경으로 적용되면서 만들어진 변형된

고딕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딕 스타일을 중세 시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한 고딕 건축의 특징과 이미지를 대상으로 고찰하였

다.

<그림 105> 고딕 스타일의 양면적 이미지, Milan Cathedral, Italy.

‘Dracula’ movie poster, 1979

고딕 스타일의 용어는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에 의해 12

세기와 15 세기까지 유행하였던 유럽의 건축 특징을 ‘야만스러운 게르만

(German) 스타일’이라고 비하하면서 만들어졌다.182) 바사리의 이 비유는

‘침략자로서의 신성로마제국(독일)인 또는 그들의 문화’와 중세시대의 잔

재인 고딕스타일을 함께 묶어 동시에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였다.183) 특히

르네상스 후반기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미술사가로서 옛 로마의 클래식

182) Giorgio Vasari, The Lives of the Artists, Oxford University, 1998, p. 117

183) John M. Jeep, Medieval Germany: An Encyclopedia, Routledge, 2001,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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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의 시각으로 볼 때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고딕 스타일을 진부하게 평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대성당을 중심으로 나타난 중세시대의 인간미 없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고딕 스타일이 위대한 그리스 로마의 예술적 영광을 끌어내

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딕을 야만인 즉 게르만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서 흉하고 덜 익은 것의 의미로 비하하였다. 그러나 바사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고딕 스타일의 건축은 성직자와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당시 유럽 건축의 표준이 되었다. 고딕스타일은 그리스-로마의 가치를

끌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련된 건물로써 신의 영광스러운 이미지와

천국의 성지를 지상에 화려하게 나타내었다.184)

중세시대 동안 유럽은 종교가 왕권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는 안정되었다. 따라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뿐 아니라 건

축과 농업기술 등도 같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농기구의

개량과 경작방법의 개발로 이어졌고 유럽에 농업혁명이 일어나 과거 어

느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풍요는 유

럽에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또한,

농업은 수공업의 발달을 이끌었고, 수공업을 바탕으로 한 장인들의 연합

체인 길드가 조직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결과적

으로 늘어나 생산량과 경제력은 도시 간 교역 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리

고 그 경제적인 이득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면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었

다. 시민 계급은 왕권과 교권 사이에서 서서히 그 세력을 키웠으며 왕권

과 교권 모두에게 과거 시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러한 변화는 사회 지배층 즉 교원과 왕권의 시민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의 종교를 통한 시민에 대한 계몽적이고 지배적인 입

장에서 시민의 경제적인 부와 세력을 이끌어 낼 필요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과거 기독교의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184) Fred Kleiner,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The Western Perspective, Vol. 1,

Wadsworth, 2014,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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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기 고딕 스타일이 나타나기 전까지 교회는 암울한 곳이었고 예

수는 교인의 생애와 영혼을 평가하는 심판관이었기에 교인들은 교회를

경외의 대상으로서 친숙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교인은 점차 줄

어들었고 왕권과의 권력 경쟁에서도 교회는 점차 불리하게 되었다. 따라

서 신자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교회의 부흥은 절실하게 필요해

졌다. 결국, 교회는 종교의 진지한 감정과 현실적인 생활 감정을 혼합하

여 결과적으로 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했다.185) 그리고 이러한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전향적 태도는 중세 시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후에 인

본주의의 씨앗이 되어 르네상스란 꽃을 피웠다.

<그림 106> 에페소스 공의회 토론 장면의 모자이크 벽화, Basilica of

Notre-Dame de Fourvière, Lyon, France.

교회는 문제의 해결 즉 교회를 친숙하게 할 방법을 오래전 사건인,

A.D. 431 년 에페소스 공의회(Concilium Ephesinum)에서 찾았다. 이때

회의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예수의 생모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Mother of God, Theotoskos)’로 호칭할 것인 가였다. 이 회의는 인간으

로서의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한 것에서 시작하여 마리아를 적극적 숭배

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격렬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185) 김홍섭, 새롭게 읽는 유럽 미술사, 이유, 2003,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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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부르고 예수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가능함을 공인하였지만, 찬성파와 반대파의 극한적 대

립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모마리아를 강조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그동안 성모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앞으

로 내세우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점이 시민계급을 끌어들일 그리고 교

회의 이미지를 순화시킬 해결책이 된 것이다. 즉 교회는 예수로 상징되

는 무거운 이미지를 대신하여 성모마리아의 모성애와 인간적 면을 적극

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교회를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

게 해주었다.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는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인간의 고

통을 이해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예수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가들은 어머니로서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드럽고 가정적인 이미지

로 그렸다.

<그림 107> Notre-Dame Cathedral의 stained-glass

window,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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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중반기 로마네스크의 건축 기술은 성모마리아의 전면적 등

장과 함께 극적으로 그 양식이 변화하였다. 성모마리아를 크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에 표현하기 위해 큰 창과 높은 천장이 필

요했고 로마네스크의 축조 기술에 천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더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성당 중앙에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강조하여 과거와

는 다르게 성서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흥미롭게 나타낼 수 있었고 기독교

의 이미지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친근함을 갖게 되었다.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한 화려하고 풍부한 색감은 성당 내부를

가득 채웠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의 시각적 경험은 노동과 어

둠으로 지친 신도들에게 성당에 오는 것을 즐겁고 흥분되게 하였다. 사

람들은 크고 화려한 고딕스타일의 스테인드글라스 성당에 빠져들었고 도

시마다 고딕 스타일의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 경쟁 하였다. 고딕 스타일

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아름다운 빛’, ‘인간을 위로하는 성모마리아’ 그리

고 ‘교회와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따라서 과거 진

지하고 무거운 성직자 위주의 기독교 이미지는 일반 신도와 시민을 중심

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그리고 인간적인 이미지의 고딕 스타일로 변화되

었다. 그리고 이것은 고딕 스타일의 목적이자 상징이 되었다.

최초의 고딕스타일은 프랑스 북부 생드니 수도원(Saint Denis,

1135-1144)의 천재적이고 야심에 찬 수도원장 쉬제르(Abbot Suger,

1081-1151)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쉬제르는 루이 6세의 고문으로서 왕실

과 교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회의 수호성인과

프랑스의 역대 왕들의 묘가 안치된 생드니 수도원의 성당을 증축하여 그

곳을 하나님의 영광스런 성지이자 프랑스의 정신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쉬제르는 성당의 주 회랑에 화려하고 넓은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만들어 성령의 빛을 충분히 담고자 하였다.186) 그러나 8세기(775) 카롤

링 왕조 시대의 바실리카식 성당을 단순히 지붕만 높이 올리는 것은 구

조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창문을 높고 넓게 확장하기 위하여 지붕

186) Marian Moffett, Michael W. Fazio, Lawrence Wodehouse, A World History of

Architecture, Laurence King Publishing, 2003,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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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라간 만큼 약해지는 성당의 구조를 건물의 밖에서 지탱하는 버팀벽

구조의 플라잉 버트레스(flying buttress)를 고안하였다.

<그림 108> Cologne Cathedral의 flying buttress과

pinnacle, Köln, Germany

고딕 스타일은 플라잉 버트레스 공법으로 창문을 확장할 수 있었고

쉬제르가 원했던 많은 양의 빛을 성당 내부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성서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색과 빛으로

성당 내부를 가득 채웠고 이 화려함은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쉬제르와 생 드니 수도원의 성공은 다른 도시

의 수도원장에게 영향을 주었고 각 도시는 경쟁하듯이 넓은 창을 갖는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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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딕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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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딕 스타일은 스테인드글라스와 함께 건축물 전체에서 나타

나는 수직감이 조형적 특징이 되었다. 그리고 피나클(pinnacle)187), 스티

플(steeple)188), 스파이어(spire)189), 트레이서리(tracery)190)는 고딕스타일

의 표징이 되어 하늘의 신을 향한 인간의 강한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이러한 수직성은 패턴과 문양이 되어 성당 내부의 거의 모든 구조와

장식의 기본형이 되었으며, 설교단과 제단의 장식과 가구 그리고 장식품

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성인의 조상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식

물의 장식이 고딕 스타일을 풍부하게 하였다.

고딕 스타일은 고대 시대로부터 지속해서 발전된 로마네스크 스타일

의 축조 기술과 종교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치되어 표현된 가장 체계

적인 최초의 범주적인 특성의 스타일이다. 따라서 고딕 스타일은 사회적

모티브를 근원으로 하며 신과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경외적 감

정과 그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스타일의 캐릭터는 넓고 높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플라잉 버트레스

아 화려하고 찬란한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 하늘을 향해 높게 뻗은 끝

이 뾰족한 스티플, 스파이어, 피나클, 트레이서리 등이 고딕 스타일의 상

징이 되었다. 디자인으로 볼 때는 고딕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을

중심으로 한 공유가치를 자아가치로 승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징을

기호화하고 미적 특징을 형식과 하여 아름다움을 범주화하였다. 따라서

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수직성의 요소가 건축, 실내장식, 가구 전반에 걸

쳐 조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성당을 지상과 천국을 이어주는 신비한

공간으로서 신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근원적 특징과 소유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특징, 기독교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성모마리

187) pinnacle: 고딕 건축에서 버트레스나 처마 쪽의 난간 벽의 윗부분 혹은 탑정(塔頂)

의 네 귀퉁이에 세워지는 장식용 소형 탑.

188) steeple: 원뿔형 또는 다각뿔의 급경사를 이루며 끝이 뾰족한 지붕형태.

189) spire: steeple의 꼭대기에 만드는 대단히 급경사진 송곳모양의 지붕장식.

190) tracery: 중세건축에서 창의 윗부분 또는 장미창에 짜 넣는 장식적인 골조(骨組)이

며 고딕 건축에서 매우 발달함. 석조, 목제 또는 금속제로 골조를 만들고 그 사이에는

유리를 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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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강조한 구상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고딕 스타일의 본질은

교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던 교회와 예수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늘과 빛, 따뜻한 성모마리아를 보면 사

람들은 희망과 친근함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고딕 스타일은 이상적, 궁

극적, 불변적, 근원적인 개념적 유형을 바탕으로 귀속적, 상징적, 집단적,

비유적인 범주적 유형이며 동시에 자발적이고 표현적 특성의 자아적 유

형이기도 하다.

5.1.2 르네상스 스타일 (Renaissance Style)

르네상스(renaissance)는 ‘재생’이란 의미의 프랑스어지만 이탈리아어

인 ‘리나쉬멘토(rinascimento, 부활)’이란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이탈

리아의 화가이자 역사가인 바사리가 자신이 쓴 ‘예술가들의 삶 (The

Lives of the Artists, 1550)’에서 고딕을 벗어나는 새로운 스타일을 ‘리나

쉬타(rinascita)’라고 표현하면서 만들어졌다.191)192) 이탈리아인의 시각에

서 볼 때, 중세 시대 동안 유럽의 정치와 문화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

기 때문에 과거 고대 로마의 영광을 ‘부활’ 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모던 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었던 르네상스의 시대

적 정체성은 단순히 지난 역사에 대한 향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중세 시대 말기에 진행된 십자군 전쟁(Crusades)은 르네상스를 이끌

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1095 년에 시작하여 4차례에 걸쳐 총 200 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시작

되었지만, 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럽과 기독교에 대한 패권 전

쟁으로 변질되었다. 인본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르네상스의 근원적 동기

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군대의 특성으로부터 알 수 있다. 비잔틴의 황

191) Geraldine A. Johnson, Renaissance Art: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

192) Giorgio Vasari, J. C. Bondanella and P. Bondanella trans., The Lives of the

Artists, Oxford University, 1998,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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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우르바노스 2세( Urbanus II, 1042-1099) 교

황은 서유럽의 각 봉건 군주와 기사들을 상대로 십자군에 참여하기를 독

려하였다. 12 세기 당시 유럽의 정치권력은 외면상으로 교황이 가진 것으

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사와 군대를 각 지방의 봉건 군주가 소유하

고 있었다. 따라서 십자군에 참여한 군주들과 기사들은 전쟁을 통한 새

로운 가능성을 얻기 위해 스스로 참전을 결정하였고, 따라서 혹독한 전

쟁을 통해 얻어지는 전리품 또한, 교황이 아닌 전쟁에 직접 참여한 각

군주의 것이 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유럽의 군

주들은 정치적 전쟁뿐 아니라 동유럽과 아시아를 통한 교역을 확대함으

로써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인 주도권까지 갖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은

전쟁을 위한 물자의 공급과 이동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동ㆍ서간 무역의 증가를 가져왔고 지중해 주변 국가, 특히 그 중간에 위

치한 이탈리아 반도의 플로렌스(Florence), 제노바(Genoa)와 베니스

(Venice) 등의 도시들이 교역의 요충지가 되었다.193)

인본주의에 대한 관심은 고딕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본주의는 르네상스를 중세와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신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생각하였고, 그들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리고 십자군 전쟁이 종료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부와 안정된 정치 환

경은 그러한 인본주의적 생각과 표현을 독려하였다.194) 인본주의적 생각

은 인간을 주제로 하는 학문인 시학, 문법학, 역사학, 윤리 철학, 수사법

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인본주의 학자는 인간의 뛰어난 독창적 능

력을 강조하였다.195) 그들은 인간을 신과 구별하여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과

정에서 이탈리아의 인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인의 위대한 업적

을 다시 강조할 수 있었고, 중세와 고딕 시대 동안 기울어졌던 자신들의

193) Norman Housley, Contesting the Crusades, Wiley, 2006, pp. 152–154

194) Francois Baudot, Compendium of Interior Styles, Assouline Publishing, 2005, p.

16

195) Joseph H. Miller, Obedience, AuthorHouse, 2013,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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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성과 영광이 고대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중부 도시의 군주와

귀족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문화와 예술 전반에 적극적으로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가 강조됐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치

와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성당 건축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의 고딕 스타일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적극적으로는 수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딕 스타일의 스테인

드글라스와 수직감은 르네상스 스타일의 성당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고딕 스타일에서 빛의 명암 대비를 통해 성령이 내려오는 화려한 장

면을, 르네상스 스타일의 성당에서는 흰색과 금색이 주를 이루는 조각과

고딕 스타일에 비해 부드러운 장식으로 기둥과 벽면을 가득 채우고 성서

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천국을 그린 그림으로 대신하였다. 이는 고딕 스

타일의 성당이 성령을 받는 인간의 신성한 마음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

면, 르네상스의 성당의 실내 분위기는 천국의 아름답고 평온한 느낌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림 109> Santa Maria Gloriosa, Venice, Italy



- 178 -

<그림 110>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Italy

<그림 111> Bergamo Cathedral, Bergamo, Italy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축은 성당과 함께 궁전 건축에서 특별하게 더

욱 성장하였다. 그것은 경제력을 갖춘 귀족과 부호들이 성당보다는 자신

이 거주하는 주택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세

시대의 성과 같은 모습의 귀족들의 주택은 14세기부터 주거성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15 세기 후부터는 궁전이 많이 건축되었다. 르네

상스 스타일의 궁전 건축은 ‘o’자형의 평면으로 단순한 사각형의 건물이

며 보통 3층으로 구성된다. 이 건물의 동선은 정면 주 출입구에서 중정

으로 들어가게 되고, 중정에 둘러 있는 열주 회랑을 거쳐서 각 방으로

연결된다.196) 스트로치 궁전(Palazzo Strozzi, 1489-1538)은 이러한 르네

상스 스타일의 대표적인 귀족 가문의 건축이다.

196)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2009,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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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인 마이아노(Benedetto Maiano, 1442-1497)에 의해 완공된 이

건물의 외관은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방식을 살린 것으로 매우 세련

된 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실내 공

간은 장식성이 매우 강조되었는데, 입체적인 조각과 부조 식의 릴리프

(relief) 장식, 그리고 벽면과 천장에 그리스 신화와 역사적 사건의 그림

을 그려 넣는 식의 연출이 이루어졌다. 장식의 문양은 고대의 것에서 힌

트를 얻은 것과 지방의 식물, 자연물, 기하 문양, 트로피, 리본, 화환, 인

물, 동물, 기구 등이 주로 장식의 주제가 되었다.

<그림 112> Palazzo Strozzi, Benedetto da Maiano, Florence, Italy, 1538

이탈리아 비첸차에 위치한 빌라 알메리코 카프라(Villa Almerico

Capra, Villa La Rotonda)는 팔라디오(Andrea Palladi, 1508-1580)에 의

해 설계된 것으로 실내 공간에서 매우 강한 장식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16 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출입과 일광의 효율성에 기초한

방사형의 건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 주의 이오닉 열주 스타일을

한 네 방향의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각기 다른 스타일과 분위기가 함께

나타낸다. 특히 실내 공간의 중앙 홀은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혼합형 스

타일의 특징을 보이는데 기독교는 물론, 역사적 인물, 그리스 로마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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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우화적 상징 등이 함께 어우러져 표현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장식과

그림들은 기둥과 벽면, 출입구, 천장 등의 구조와 교묘하게 결합한 착시

화법인 트롱프뢰유(trompe l'oeil)가 실내 공간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를 효과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있게 하였

다. 이러한 건축의 장식적 특성, 즉 혼합된 주제들의 특성과 풍부한 장식

성은 가구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113> Andrea Palladio의 Villa Almerico Capra, Vicenza, Italy

르네상스 스타일의 대표적인 가구는 커다란 반닫이형의 수납장인 카

소네(cassone)로서 다양한 목편 장식과 도금, 채색화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당시 신부들의 혼례 용품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특히 가구의

장식에는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아기 천사와 상상 속의 동물, 기괴한 모

습의 조각상과 그리스의 여신 또는 여성의 몸을 모티브로 한 캐리아티드

기둥(caryatid, moresque)이 많이 사용되었고, 고딕 스타일의 나뭇잎 장

식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발과 다리 등도 가구의 기둥과 받침대

장식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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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 풍요는 회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가구 표면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가구의

장식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나, 실용적인 기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

았다. 따라서 많은 가구가 호두나무와 버드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상아,

금, 대리석 등과 같이 사치스러운 재료로 사용되거나 상감의 방식으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들은 특히 상상력과 섬세한 디테일이 요

구되었기 때문에 가구의 가격은 올라갔고, 그럴수록 귀족이나 신흥 부호

들은 장식이 더 많은 가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림 114> Renaissance cassone, Florence, Italy

르네상스를 공통 짓는 것은 인본주의에 대한 관심이다. 그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귀족이든 또는 과거 그

리스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 모두의 관심

사는 인간이었다. 인본주의는 자유로움이고, 풍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더욱 강

하게 나타나는 바로크 스타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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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르네상스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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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스타일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사상과 문화의 논리

적 질서와 합리적 사고를 본질로 하는 인본주의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신을 상징하는 고딕 스타일의 수직적 특징보다는 인간과 현실을 나타내

는 수평적 특징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스타일은 종교, 경제, 정

치, 기술, 철학, 예술 등이 모두 인본주의로 종합되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따라서 고대 시대의 영광에 대한 향수와 자신감,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등이 기하학의 논리적인 조형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르네상

스 스타일의 그리스·로마 신화, 역사적 사건, 우화 등을 릴리프, 트롱프

뢰유, 캐리아티드 상, 푸토 그리고 자연물과 기하 문양 등의 상징과 표현

기법이 캐릭터가 되었다. 디자인으로 볼 때는 르네상스 스타일의 본질적

기준은 인본주의적 측면에서의 사용가치와 재화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이

다. 따라서 실용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조화를 이룬 기하적 조형 규칙

은 성당과 궁전 건축에서도 발전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축은

그 구성 원리가 고딕 스타일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귀족의 주택 실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장식성이 강조되어 공

간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유형적 특성은 자유로

운 표현을 통해 인간의 불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개념적 유형의

이상적, 근원적 불변적 특징을 나타내고, 범주적 유형의 귀속적, 상징적,

집단적, 유형적, 비유적 특징, 그리고 실용적 유형의 논리적, 궁극적, 이

성적 특징을 나타낸다.

5.1.3 바로크 스타일 (Baroque Style)

시대를 나타내는 스타일 중 가장 서정적인 이름의 바로크(baroque)

는 르네상스 이후 17세기부터 시작하여 약 200 년간 유럽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전파된 최초의 세계화된 스타일이다.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란 뜻의 포르투갈어 ‘barroco’, 스페인어

‘barrueco’ 또는 이탈리아어 ‘barocco’를 어원으로 한다.197) 그러나 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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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프랑스 문화 비평지 ‘Mercure de France(1734년

5월호)’가 1733년 10월 1 일에 초연된 라뮤(Jean Philippe Rameau,

1683-1764)의 오페라 ‘히폴리트와 아리시(Hippolyte et Aricie)’를 평하면

서 “멜로디는 앞뒤가 안 맞고, 화음은 지나치게 귀에 거슬리며, 박자는

혼란스러운 바로크와 같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198) 바로크의 의미는

건축에서도 부정적이었다. 18세기 고전주의적 취향의 건축 평론가들은

17세기 건축의 핵심적인 공간 형태가 정원이 아닌 타원형으로 된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사용하였다.199) 이 조롱의 대상은 바로크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베르니니(Lorenzo Bernini, 1598-1680)가 설계한 베드

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 1506-1626)의 광장 앞과 보로미니

(Francesco Borromini, 1599-1667)의 ‘산 카를로 교회당(San Carlo alle

Quattro Fontane, 1638-1646)’을 지칭하는 것이었다.200)

<그림 115> St. Peter's Basilica, Vatican / San Carlo alle Quattro Fontane, Rome,

Italy

이후 바로크는 ‘사치스러운(extravagant)’, ‘이상한(bizarre)’의 의미로

또 ‘장식적인(decorative) 그리고 재미없는(playfully free)’ 등의 의미로

비평되었다.201) 바로크는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과시욕과

197) Julia Cresswell, Oxford Dictionary of Word Origi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38

198) Peter H. Wilson, A Companion to Eighteenth-Century Europe, Blackwell

Publishing, 2008, p. 219

199) Ann Sutherland Harris, Seventeenth-century Art and Architecture,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2005, p. xxi

200) Miles E. Campbell, Miles W. Campbell, Niles R. Holt,William T. Walker, The

Best Test Preparation for the Advanced Placement Examination, European History,

Research & Education Association, 2003,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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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적이고 탐욕적인 속성으로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문화를 장식하

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최초의 글로벌 스타일이 되었다.

종교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혼란에 빠졌던 16 세기와 17세기, 시민들

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정치와 생활의 안정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지방분권의 봉건시대는 절대왕정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종교개혁에 성공한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에 대응해

다시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교인이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고 로마 가톨릭은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

다. 또한, 인도를 향한 새로운 무역 항로의 개발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

이 발견되면서 막대한 자원 시장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절대 왕정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제국주의를 새로운 미래로 표방하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부흥을 바라는 로마 가톨릭의

지원과 절대왕정의 강력한 힘을 풍요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려는 목적

이 서로 경쟁하면서 바로크 스타일을 부추기게 되었고 르네상스가 사용

한 복합적 주제의 혼용과 장식성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목적과 내용의

큰 변화 없이 새로운 창작을 해야 하는 바로크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더욱 더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몰입하였다. 따라서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감성을 표현한 정교한 장식과 장엄한 스케일을 표현하여 르네

상스 스타일보다 더 극적인 연출을 강조하였고 바로크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202)

201) Lois Parkinson Zamora, Monika Kaup, Baroque New Worlds: Representation,

Transculturation, Counterconquest, Duke University press, 2010, p. 95

202) Fred Kleiner,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Wadsworth, 2010, p.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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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베르니니의 다비드상

르네상스 스타일에서 진화한 바로크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극적

인 장면의 연출이다. 바로크 스타일은 감정과 감동이 호소력 있게 표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바로크 스타일은 화려한 미적 표현의

정점에 있는 스타일이다. 르네상스 스타일이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단순

하고 명쾌하며 통일성을 강조한 반면, 바로크는 열정적이고, 환상적이고

압도적 감성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203)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차이점은

조각상 다윗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스타일은 모두 성서의 이야기

를 바탕으로 하지만 외면적 표현은 다르게 나타났다. ‘미켈란젤로의 다

윗’은 차분하며, 이성적이고, 관조적인 것에 비해 ‘베르니니의 다윗’은 역

동적이고 극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베르니니의 다윗은 그가 막

돌을 던지기 위해 이를 악문 채 몸을 뒤틀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골리앗을

상상하게 하여 그 상황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착각을 일으킨다. 이처럼

바로크 스타일은 공간을 긴장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르네상

스와 구분된다.204)

203) Carol Strickland, Amy handy, The Annotated Arch: A Crash Course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ndrews McMeel Publishing , 200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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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Church of the Gesu and the trompe-l'oeil ceiling, Rome,

Italy

바로크 스타일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첫 번째 건축으로는

반종교개혁을 이끈 예수회 교단이 있었던 로마의 ‘예수교회(Church of

Gesu, 1568-1580)’이다. 이 교회의 파사드는 르네상스와는 다른 바로크

스타일만의 특징을 예고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205) 즉 조형 요소는 르

네상스처럼 고대 그리스의 모티브를 차용하면서도 그 조화 원리는 더 자

유롭고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입구에 강조된 총 6쌍의

204) 김홍섭, 새롭게 읽는 유럽 미술사, 이유, 2003, p. 172

205) James Lees-Milne, Buildings of Europe: Baroque Europe, BT Batsford Ltd, 1962,

p. 5

& Nathan T Whitman, Roman Tradition and the Aedicular Façade,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29, 1970,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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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기둥과 그 위 지붕 모양의 삼각형 페디먼트와의 연결은 리듬감과

안정감 그리고 화려함을 동시에 나타낸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도 가능한

많은 장식이 사용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거의 모든 공간이

활용되었다. 특히 벽과 천장의 면에 그려진 트롱프뢰유(trompe-l'oeil) 기

법은 르네상스 스타일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욱 현실과 상상을 완벽히 연

결하여 더 화려하고 극적인 연출을 나타냈다.

<그림 118> St. Peter's Baldachin, Chair of Saint Peter, Vatican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 만들어진 성 베드로 성당 내부에는

베르니니의 역작인 제식용 천개(天蓋, Baldachin, 1623-1634)와 베드로를

위한 의자(Chair of Saint Peter, 1647-1653)가 대표적인 바로크 스타일

을 상징한다. 베르니니가 10년간 공을 들여 만든 이 천개는 황동으로 만

들어진 4개의 거대한 와류형 기둥과 지붕은 물론 곳곳의 크고 작은 장

식과 조각품들이 바로크의 특징인 역동감을 극적으로 연출 하면서도 성

당 전체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장식이 공간 전체

를 암시하는 것 또는 전체의 디자인 특징이 부분 장식에 이어지는 것은

공간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고딕 스타일 이후에 만들어진 공

간과 장식의 일관된 법칙이었다. 베르니니 또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선

건축과 조각, 회화와 장식이 하나의 전체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206)

206) Helen Ruchti, La Bella Vita: Daily Inspiration from Italy, Xyzzy press, 200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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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가 예술을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처럼, 유럽의 절대

주의의 국왕들도 자신의 권력 안정을 위하여 건축과 미술을 이용하였

다.207) 1643년 5세에 왕위에 올라 72 년간 프랑스를 통치한 루이 14세

(Louis XIV ,1643-1715) 역시 자신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를 원

했고 이를 위해 베르사유 궁전을 증축하는 것으로 지방의 토후들과 자신

의 차이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는 베르사유 궁을 세계에서 가장 화

려하고 큰 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208) 이 궁전은 루이 르 보(Le Vau,

1612-1670)에 의해 클래식 스타일의 외관을 나타내었고 그 장대한 길이

와 크기로 이곳에 오는 외교 사절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209) 베르사

유 궁의 내부는 바로크스타일의 건축가인 만사르(Jules Mansart,

1646-1708)와 화가인 브론(Le brun, 1619-1690)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그림 119> Palace of Versailles, Versailles, France

82

207) Jennifer Milam, Historical Dictionary of Rococo Art, Scarecrow Press, 2011, p.

27

208) R. Bulliet, P. Crossley, D. Headrick, S. Hirsch, L. Johnson, The Earth and Its

Peoples, Wadsworth, 2012, p. 402

209) Peter Robert Campbell, Louis XIV, Routledge, 201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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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의 디자인은 ‘거울의 방(Hall of Mirrors)’을 통해 바로크

스타일의 풍부한 장식과 극적 대비를 통한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단일

공간으로서 73m의 길이인 이 거울의 방은 본 궁의 3층에 위치하여 창

문을 통해 정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고 창문의 반대 벽면에

수백 개의 거울이 장식되어 실내의 샹들리에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조각

과 의자 등의 가구, 그리고 보석 장식들이 반사되어 더욱 화려한 공간을

나타내었다. 거울은 현혹적이고, 환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바로크의 주

된 표현 소재로서 루이 14세는 이 거울의 방에 매우 만족하였고 파티와

접객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하였다.210)

<그림 120> St Paul's Cathedral, London, England

영국은 전통적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헨리

210) Fred Kleiner,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Wadsworth, 2010, p. 576



- 191 -

8세는 주로 고딕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1666 년 런던의 대화재

이후 성당을 새로 건축해야 했고, 그 당시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 1632-1723)에 의해서 바로크 스타일이 영국에 유입되었다.211) 렌

이 디자인한 52개의 교회 중 가장 유명한 바로크 스타일의 교회는 세인

트폴 성당(St. Paul's Cathedral, 1675-1720)이다. 그러나 영국의 바로크

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였다. 그 이유는 의회정치를 정

착시킨 영국은 바로크의 동기였던 왕권을 과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었다. 영국의 바로크는 베르사유식의 화려함을 피하고 그 대신에 그들의

자신감을 차분한 디자인으로 나타냈다.212)

<그림 121> 플래터레스크 스타일의 모티브. (무어 스타일의 장식과 성당의 제단화)

스페인의 건축은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이 이베리아반도에 정착하면

서 각 민족의 독특한 문화가 혼합되어 발전하였다. 그중 이슬람을 종교

로 하는 무어(Moors)인의 건축양식과 기독교의 고딕 스타일이 가장 강

하게 영향을 남겼다. 무어식의 건축은 이슬람 종교의 영향에 따라 강한

정면성과 화려한 장식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후 스페인의 새로

운 건축양식에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

211) James D. Kornwolf,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in Colonial North America,

1권,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 509

212) Carol Strickland, Amy Handy, The Annotated Arch: A Crash Course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ndrews McMeel Publishing, 200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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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University of Salamanca, Salamanca, Spain

또한, 기독교의 고딕 스타일은 스페인에 가톨릭 왕국의 정치적 성장

과 함께 정착되었다. 이 두 양식의 결합은 극도로 기교적인 장식적 특징

을 나타내는 플래터레스크 스타일(plateresque style)을 탄생시켰다. 플래

터레스크 스타일은 고딕과 르네상스 사이에 나타난 스페인만의 건축 양

식으로 건축의 입구 정면을, 성당 내부의 중심적 상징요소인 제단화

(altarpiece, retable)처럼, 성스럽고 장엄하게 디자인하는 기법을 말한

다.213) 이 플래터레스크의 장식성은 무어식의 취향과 공예적 장식성이

‘금속세공의 기법’을 통해 건축의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 그 어떤 스타일

의 조형적 특징보다도 강하므로 이후의 르네상스나 바로크 스타일이 스

페인에서 시작되었을 때도 그 양식적 개념만 받아들일 뿐, 표현은 프래

터레스크와 융합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213) Fred Kleiner,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The Western Perspective, 2권,

Wadsworth, 2014, p.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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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Colegio de san Gregorio, Valladolid, Spain, Palace of San Telmo,

Sevilla, Spain

<그림 124> The facades of Granada Cathedral, Granada, Spain

<그림 125> The facades of Granada Cathedral, Granad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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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바로크 스타일은 카노(Alonso Cano, 1601-1667)와 로하스

(Eufrasio Rojas, 1628-1684)등이 스페인만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바로크

식의 미학으로 해석하였다.214) 이 두 성당의 입구는 모두 플래터레스크

스타일로 만들어졌으며 전형적인 초기 플래터레스크 스타일처럼 독립적

이고 강조된 형식에서 벗어나 성당의 본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분명한

플래터레스크만의 특징을 나타냈다. 이것은 고딕 스타일의 성당이 나타

내고자 했던 성당을 통한 신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던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성당의 내부는 화려하고 장식적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바로크 스타일을 나타낸다. 이후 플

레터레스크 스타일은 무어식의 장식성을 강조한 추리게라레스크

(Churrigueresque) 스타일로 발전되어 스페인만의 장식성을 나타내는 스

타일로 발전하였고, 15 세기 스페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세계의 스페

인 식민지에 전파되었다.215) 특히 멕시코에서는 추리게라레스크가 유럽

최고의 스타일로 받아들여졌다.216) 스페인령의 식민지는 남과 북아메리

카와 아시아로는 필리핀까지 확장되었고 거의 모든 도시에 바로크 스타

일의 성당이 세워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세계 식민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와 함께 바로크의 건축 스타일도 세계 각 나라에 전해졌

다. 스페인은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미국 애리조나, 브라질, 페루,

도미니카, 콜로비아, 필리핀 등에 바로크 스타일의 성당을 건축하였으며,

영국은 미국과 인도에 역시 성당 건축을 통하여 바로크 스타일을 전파하

였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각 유럽의 열강들은 세계 각 식민지

에 자신들의 건축을 세웠다. 네덜란드는 남아프리카에, 독일은 토고와 카

메룬에,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자

214) L. M. Surhone, M. T. Tennoe, S. F. Henssonow, Spanish Baroque Architecture,

Betascript Publishing, 2011, p. 76

215) Richard Lewis, Susan Lewis, The Power of Art, Thomson Wadsworth, 2009, p.

315

216) Policarp Hortolà i Gómez, The aesthetics of haemotaphonomy. Stylistic parallels

between a science and Literrature and the visual arts, Editorial Club Universitario,

2013,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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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착하면서 바로크 스타일의 건물을 세웠다. 이러한 식민지에 세

워진 건축물들은 주로 유럽의 건축구조에 고전과 르네상스, 바로크의 모

티브가 적용되었고 강한 종교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217) 그리고 각지의

바로크는 처음 성당 건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의류 상품과 인쇄물,

공예품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졌으며 각 지역의 소재와 제조 공법 취

향과 결합하여 독특한 특색을 나타냈다.

바로크 시대에 가구는 작은 장식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의자나 식탁 등의 가구도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건축의 미적 특성이 그

공간의 가구와 일치되었다. 예를 들어 루이 14세를 위한 가구는 루브르

왕궁의 공방에서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건축 취향과 일치하였

다. 바로크의 공예 장인들은 가구에 나뭇잎이나 신화, 풍성한 나뭇가지

등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상감기법과 쪽매붙임을 즐겨 사용하였고 청동

과 놋쇠에 구리, 거북의 등껍질 등에 광택을 내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효과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천개 침대와 오토

만 체스트(ottoman chest)는 풍성한 침대와 한 쌍이 되었고, 바로크 건

축 정면의 곡선적 요소는 개인용 서랍과 책상에도 나타났으며, 그에 따

라 캐비닛도 둥글고 부피감을 갖게 되었다.218)

<그림 126> André-Charles Boulle의 Cabinet on Stand

217) Allison Lee Palmer, Historical Dictionary of Architecture, Scarecrow press, 2008,

p. 74

218) Marco Bussagli, Mattia Reiche, Baroque & Rococo, Sterling Publishing, 2009,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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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André-Charles Boulle의 Medal Cabinet (oak, ebony, amaranth,

kingwood, brass, and tortoise shell, gilt-bronze mounts)

바로크는 약 200 년간 세계 여러 곳에서 환영받으면서 초기 부정적

인 평가인 ‘사치’, ‘괴상’, ‘과장’ 등의 이미지는 결국 화려함과 웅장함 그

리고 아름다움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바로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바

로크 초기 일부 비평가들의 조롱일 뿐 바로크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장식

으로 매혹했다. 세대가 변해도 대중에 대한 바로크의 강렬한 호소력은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는 그곳에 맞게 현지화된 바

로크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바로크가 지닌 화려함과 장식, 그리고

바로크의 열정을 독일의 미술사가 뵐플린(Heinrich Wolfflin, 1864-1945)

은 바로크를 ‘일그러진 르네상스’가 아닌 르네상스와는 다른 독자적인 새

로운 스타일로 평가하였다. 그는 1915 년 ‘미술사의 원리(Principles of

Art History)’에서 바로크 스타일은 비대칭적이지만 유연하고 감성적이

라고 하였다. 또 뵐플린은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모두 ‘통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르네상스는 각 부분의 조화로서 전체를 하나로 이루려고 한 반

면에 바로크는 각 부분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

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뵐플린의 바로크에

대한 평가는 바로크를 르네상스만큼의 중요한 미술사적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19) 바로크의 스타일로서의 독립적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

라 르네상스 스타일을 승계하지만, 독자적인 스타일로 인식되었다.

219) Linnea Wren, Travis Nygard, Chris Murray Edited, Key Writers on Art: The

Twentieth Century, Routledge, 2005,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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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바로크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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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스타일은 르네상스의 풍요가 변형된 것으로 왕권 수호란 정

치적 목적에 부합하여 발전된 스타일이다. 따라서 정치와 전통이 결합한

사회적 모티브를 근원이 된 바로크 스타일은 절대왕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풍요롭고 화려함을 나타냈고 역동적이고 과시적이며 남성적인 색감

의 사용은 시각적인 대담성을 나타내는 캐릭터가 되었으며 이러한 특징

이 식민지 정책과 연계되어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되어 최초의 국제

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공간에서의 형태와 장식적 기술이 좀 더 복잡하

게 변화하여 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바로크의 디자인은 부유한 권력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그 특징이다. 바로크

스타일의 디자인적 특징은 중앙 권력의 질서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개별

적인 자연물의 형태, 물결무늬 곡선 등의 화려한 표현은 금과 은, 샹들리

에 그리고 거울의 사용 등 개별적인 특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중요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범주적 형태와 개념적

형태가 바로크 스타일의 디자인 특징이 되었다. 바로크 스타일은 정치를

중심으로 범주적 유형으로 귀속적이며 상징적이고 집단적이다. 동시에

바로크 스타일은 자아적 유형의 이기적이고 개념적 유형의 이상적, 극단

적, 감성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5.1.4 로코코 스타일 (Rococo Style)

1715 년 프랑스 절대왕권의 상징인 루이 14세가 사망하자 그의 재상

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1619-1683)는 베르사유에 거주하고 있

던 각 지방의 귀족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였다. 이들은

루이 14세가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족 중 일부를 베르사유

에 머물게 하였던 귀족들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베르사유의 귀족 문화에

익숙해진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문화와 향락이 있는 파리에

남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더는 정부가 귀족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귀족들은 거주지를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다. 다행히 파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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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호텔(Hotel)’이라는 귀족들의 타운하우스가 형성되어 있었지

만, 이 빌딩은 이전에 살던 베르사유에 비해 좁고 정리되지 않은 외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귀족들은 건물의 외형보다는 실내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베르사유처럼 풍요롭고 화려한

분위기가 유지되면서도 억눌리지 않는 그리고 더 개인적인 분위기를 만

들고 싶어 했다. 이와 같은 귀족들의 필요에 맞춰 프랑스의 디자이너들

은 이탈리아의 정원과 실내디자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돌과 조개들에서

영감을 받아 ‘로코코(rococo)’란 디자인 풍을 만들었다. 이 로코코란 표현

은 조약돌이란 뜻의 ‘로카이유(rocaille)’와 조가비를 뜻하는 ‘코키야지

(coquillage)’의 혼합어로 만들어졌는데, 우연히도 바로크와 비슷한 음조

를 나타내어 쉽게 바로크를 연상할 수 있었다.

<그림 128> 로코코 스타일의 모티브와 장식의 특징

바로크가 르네상스의 변형으로 평가를 받았듯이 로코코 또한, 바로

크의 변형으로 이해되었다. 로코코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타락한 바로

크의 마지막 절정이며 결국엔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에 의해 소멸하였

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바로크가 이어받

았듯이 로코코도 근원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인본주의적 가치의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또 그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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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세 스타일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르네상스가 막연하게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의

표현 방식을 과거 그리스와 로마의 전례로 기준으로 삼은 반면, 바로크

는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여 권력자를 인본주의의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그

가시적 표현 또한, 그에 맞추어 장엄하고 화려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리

고 로코코는 절대 왕권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귀족들이 문화와 예술의 중

심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바로크 스타일은 장엄하고 화려하지만, 억압

적 분위기를 보다 더욱 자유롭고 화려하며, 향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

다. 로코코 스타일은 더 유쾌하고 동시에 은밀하며, 부드럽고, 엉뚱하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감성적이고 황홀한 표현은 현

실 세계의 고민을 잊게 해주었기 때문에 로코코 스타일은 더욱더 현실

도피적이고 관능적이며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림 129> The Swing, 1766, 81x64, wallace

Collection, Londo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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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귀족문화의 유쾌함과 사치스러움 그리고 향락적이며 감성적

인 분위기를 잘 나타낸 로코코 스타일의 작품으로는 프라고나르

(Jean-Honoré Fragonard, 1732-1806)의 그네(The Swing, 1766)가 대표

적이다. 이 그림은 당시 난봉꾼으로 유명한 줄리안(St. Julien) 남작이 프

라고나르에게 화가에게 그의 정부를 그려 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가 그의 남편이 밀고 있는 그네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려 주시오. 그리고 그림 어디엔가 나를 넣어 주시오.” 이

작품은 사실 역사화를 주로 그리는 두아이앙(Gabriel Doyen, 1726-1806)

에게 처음 부탁하였던 것이었으나 거절당하고 프라고나르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프라고나르는 이 특이한 요청에 그의 창의력을 더해 음란하면

서도 유쾌한 즉 가장 로코코스타일다운 작품을 그렸다.220) 프라고나르는

우선 남작의 정부로 보이는 여인의 속옷을 보이게 하고 신발 한 짝을 벗

겨 사랑을 상징하는 큐피트에게 향하게 하여 그녀가 사랑에 빠졌음을 암

시하였다. 여자의 뒤에는 남편으로 추측되는 남자가 그네를 밀고 있는

모습을 그렸지만 정작 그녀의 밑에는 그림을 주문한 줄리안 남작이 나무

숲 뒤에 숨어서 그녀의 치마 속을 바라보며 익살스럽고 상기된 표정을

짓게 하여 정작 그녀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남작임을 표현하였다. 이 작

품은 로코코 시대의 만연한 에로티시즘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그동안

여러 시대를 거쳐 여자나 남자의 누드가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되었지만

대부분 신화를 배경으로 한 여신이나 영웅을 주제로 하여 그 외설성을

숨겨 왔지만, 로코코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쾌락적 사

랑을 옹호하였다.

이처럼 유흥 생활을 위해 파리에 남은 지방의 귀족들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파티가 이루어지는 실내 공간의 장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유흥의 중심에는 이성 간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바로크의 분위기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여성적 분위

기로 변화되었으며 살롱(salon)이라 불리는 귀족들의 사교장인 거실은

220) Frank N. Magill, The 17th and 18th Centuries: Dictionary of World Biography 4,

Routledge, 2013,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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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배려한 이미지로 연출되었다. 따라서 흰색 또는 분홍색의 벽과

천장을 배경으로 한 금색 장식의 연출이 로코코 스타일의 기본적 표현이

되었으며, 가구와 커튼, 카펫트 그리고 장식물에는 여성적 취향의 화사한

색조와 리듬 있는 패턴이 적용되었고 공간의 분위기는 경쾌하고 부드러

워졌다. 또한, ‘비대칭’, ‘곡선’, ‘물결 모양’, ‘강렬한 자연의 모티브’는 로

코코 스타일의 조형 특징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유희’, ‘즐거움’, ‘놀이’,

‘에로티시즘’ 등은 예술 작품의 중심 주제와 예술적 표현이 되었다.221)

<그림 130> Salon des Portraits de l'Hôtel de Bourvallais, Paris, France

호텔에 반영된 로코코 스타일 역시 기본적으로 감정의 표현보다는

눈을 화사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222) 소비스 호텔(Hotel de

Soubise, 1704-1709)의 실내 공간은 가장 로코코 스타일의 로코코 스타

일을 가장 잘 표현한 공간을 나타내었다. 이 호텔은 프랑스 남서쪽의 소

비스(Soubise) 지방의 로안 왕자(François de Rohan, 1630-1712) 이 전

에 있던 클리송 호텔(Hôtel de Clisson)을 구입하여 개조한 것이다. 호텔

의 실내 공간을 디자인한 프랑스 건축가 보프랜드(Germain Boffrand,

221) Jennifer D. Milam, Historical Dictionary of Rococo Art, Scarecrow Press, 2011,

p. 2

222) Lawrence Cunningham, John Reich, Culture and Values: A Survey of the

Humanities, 2 Vol., Wadsworth, 2010,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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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1754)는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을 넓은 장식의 공간으로 강조하

여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 장식의 공간에는 신화와 성서의 극적

인 장면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졌으며 그 테두리를 아기 천사, 조가비, 나

뭇잎, 물결 등의 모티브를 통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였다. 이 세심

하고 우아한 장식은 방안의 거울 등에 반사되어 더욱 화려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강조되었다.

<그림 131> Hôtel de la Marine, Paris, France

마린 호텔(Hôtel de la Marine, 1757-1774)은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세

워진 것으로 신고전주의자인 수플로(Jacques Soufflot, 1713-1780)에 의

해서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외관은 르네상스 시대의 전형적인

팔라디오 스타일(Palladio style)을 기본으로 그리스풍의 열주와 양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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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티코(portico) 스타일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예배당, 도서

관, 마구간, 작업실, 그리고 아파트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

내의 분위기는 클래식 스타일의 외관과는 완전히 다른 로코코의 스타일

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건축가 공두안느(Jacques Gondouin, 1737-1818)

에 의해서 전체적 이미지는 품위를 나타내면서도 색조와 명암 대비는 부

드럽게 디자인하였고 장식은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되었으며 전형적인

로코코 스타일의 모티브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건축의 외관과 실내의 스

타일이 이미지가 다르게 디자인되는 것은 로코코만의 특성으로 건축의

외관과 내부의 조형 요소가 서로 일치되었던 이전의 고딕, 르네상스, 바

로크 등의 스타일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 호텔은 나폴레옹 3세의 재위

동안 상당 부분 변형되었으나 그랜드 살롱의 호화로움과 금박으로 치장

된 회랑은 아직도 최초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로코코 스타일은 이처럼 귀족이 머물던 호텔의 실내 공간을 중심으

로 발전하였지만, 성당의 건축에도 드물게 로코코 스타일이 나타났다. 특

히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는 성당 건축에 인상적인 로코코 스타일이 적

용되었다. 17세기의 계속되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새로운 성당과 공공의

건축은 위축되었었다. 그러나 독일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조성될 기회가 돌아왔을 때 마침 환상적이고 풍부한 로코코 스

타일은 어두운 과거를 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뉴먼(Balthazar

Neumann, 1687-1753)은 가장 많은 로코코 성당을 디자인하였다. 그중

독일 밤베르크(Bamberg)에 위치한 비르젠하일리겐(14성의 교회,

Vierzenheiligen pilgrim church, Fourteen saints, 1743-1772)’는 가장 뛰

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성당의 외관은 실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

로 매우 소박하게 디자인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실내의 넓은 공간, 정

교한 장식, 흰색의 배경에 금색과 분홍색의 부드러운 색감이 만들어내는

화려함과 극적인 반전 효과를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223)

이러한 교회의 과장된 화려함과 장식이 과연 신성한 교회의 이미지

223) Lawrence Cunningham, John Reich, Culture and Values: A Survey of the

Humanities, 2 Vol., Wadsworth, 2010,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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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것인가에 의문은 있겠지만, 만약에 교회가 밝고 아름다운 공

간이어야 한다면 그래서 고딕스타일 성모마리아의 ‘다정하고 따뜻한 위

로’를 나타내야 한다면 뉴먼의 이 로코코 스타일의 성당은 매우 성공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코코 스타일의 이 성당은 역사상 가장 행복한 분

위기의 성당이 되었다.

<그림 132> Vierzenheiligen pilgrim church, Fourteen saints, Bavaria, Germany

<그림 133> Ottobeuren Abbey, Ottobeuren, Germany

카소네가 르네상스 가구를 상징하듯이 로코코 스타일의 대표적인 가

구는 코모드 서랍장(chest of drawers, commode, convenience)이다. 17

세기 초 루이 14세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처음 등장한 이 서랍장 형식

은 곧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여러 나라에 즉시 유행되었다.224)

그리고 카소네와 비슷한 수납 기능과 실내공간의 주 장식 기능을 하는

가구가 되었다. 카소네가 가족의 예물 또는 고가의 물건을 담는 수납장

인 것에 비해 이 로코코의 서랍장은 큰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

224) Jim Postell, Furniture Design, John Wiley & Sons, 201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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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물건처럼 작은 물건을 보관하는 것으로서 배부른 듯한 둥근 전면

부의 봄베(bombe)모양이 다분히 여성적인 곡선과 취향의 모습을 나타낸

다. 초기 이 서랍장은 일반적으로 서랍이 두 개였으나 나중에는 3개로

늘어났다. 서랍장의 몸체는 상감기법으로 꽃, 식물의 잎과 줄기, 중국풍

의 그림 등을 장식하였고 테두리와 모서리는 금속으로 치장하여 내구성

과 장식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서랍장의 상부에 약 2-3cm의 대리

석을 서랍장의 모양에 따라 조각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그림 134> 로코코 스타일의 서랍장 코모드



- 207 -

<표 6> 로코코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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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는 화려하고 과시적인 바로크를 계승하였지만, 왕이 아닌 귀

족의 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로코코 스타일은 유쾌하고 동시에 은밀하며,

부드럽고, 엉뚱하고 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며 이러한 감성적이고

황홀한 표현은 현실 도피적이고 관능적이며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

라서 로코코 스타일의 모티브는 정치가 바탕이 되고 계층사회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로코코스타일의 캐릭터는 풍요와 유흥을

통한 개인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여성 취향의 에로

티시즘을 상징하게 되었다. 로코코스타일은 화이트와 핑크, 골드와 파스

텔 색조의 사용으로 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귀족

문화의 향락과 유쾌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기 위해 아기천사와 자연의 모

티브 등을 사용하여 밝고 우아하며, 활기 넘치는 표현을 하고자 했다. 로

코코 스타일의 디자인은 주로 실내 공간과 가구 디자인을 통해 나타났

다. 실내에는 귀족 계급의 주거 환경의 장식을 위해 밝고 온화한 색조와

벽과 천장을 중심으로 화려한 금박 장식의 섬세한 표현이 특징이다. 바

로크 스타일이 절대왕정의 남성적이고 강력한 힘을 장엄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 귀족의 여가 문화를 나타내는 로코코 스타일은 개인

의 감성을 위한 아늑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범주적 유형의 상징적, 집

단적, 비유적, 의도적인 특징과 자아적 유형의 이기적이고 표현적이며 독

자적, 자발적 특징 그리고 개념적 유형의 이상적이고 근원적, 감성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5.1.5 네오클래식 스타일 (Neoclassical Sytle)

로코코 스타일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할

무렵, 로코코 스타일의 근원지였던 프랑스에서는 로코코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였다. 성직자와 귀족 사회에 납세의 의무를 부

여하려던 것이 반발을 불러왔고 이를 기점으로 한 시민 혁명은 1789 년

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중반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과 함께 1871 년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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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 3공화국의 수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항상 귀족

사회가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살롱 문화는 더는 즐겁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로코코에 대한 열정도 식어 갔다.

18세기 중반 계몽운동에 의한 이성과 합리성의 추구는 고대 그리스

와 로마의 고전주의에 관심을 끌게 하였다. 영국은 르네상스 스타일 이

후 바로크와 로코코 스타일의 가구나 장식품에서 약간의 호응이 있었을

뿐, 건축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영국인의 합리적 사고 성

향과 청교도의 금욕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영국에는 17세기 중반부터 상류 귀족의 청년들 간에 유럽을 순회하는

‘대여행(The Grand Tour)’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여행은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과 지중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

를 돌아보며 서양 문화의 본질과 뿌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장래 식견이

넓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보편화 되었다.225) 이 여행을

통해 영국의 젊은 귀족들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서양 역사의

근원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영국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나타났다.

마침 영국의 외교관인 부르스(Thomas Bruce, 1766-1841)가 그리스

파르테논에서 대리석 조각품을 대량으로 떼어 영국으로 가져오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고대 그리스에 대한 관심과 고전주의 즉 클래

식 스타일의 건축과 조각 및 실내장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건축가 스머크(Sir Robert Smirke, 1780?1867)는 그리스의 스타일의 핵

심인 이오니아식 오더의 포르티코(portico) 스타일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1753)을 디자인하였으며 챔버(Sir William Chambers,

1723-1796)도 클래식 스타일을 응용하여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 1776)를 재건축하였고 보일(Richard Boyle, 1694-1753)은 치즈윅

하우스(Chiswick House)를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에서 유행하였던 팔라

디오 스타일의 건축을 재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건축은 신고전 스타일

즉 네오클래식 스타일(neoclassical style)의 전형이 되었다.

225) Ian Chillere, The Oxford Dictiona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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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팔라디오 스타일의 건축은 보통 3개 층으로 구성되는데 서비스

공간이 있는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스타일의 1층과 그 위에 올려진

본(piano noble)관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의 주거 공간이 고대 그리스 건

축을 상징하는 포르티코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고, 마지막으로 3

층에 방문객을 위한 침실이 있는 메자닌(mezzanine)으로 구성되었다. 네

오클래식 스타일은 실내 공간에도 클래식 스타일을 적용하였는데 바로크

스타일과 로코코 스타일의 화려하고 과도한 장식을 자제하는 대신에 포

르티코의 엔타블레처(entablatur) 중앙에 있는 프리즈(frieze)를 실내 공

간의 장식으로 응용하였으며 그 위에 고대 시대의 신화와 영웅을 나타내

었으며 공간 곳곳에 그리스나 로마의 대여행을 통해 수집한 기념품과 조

각상을 장식하였다.

<그림 135> portico style (British Museum), palladio style (Somerset House,

Chiswick House), London, England

영국 청년들의 대여행은 독일에서도 유행하였다. 괴테와 독일의 건

축가 랑그한스(Carl Langhans, 1732-1808) 그리고 미술사가 빈켈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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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였다.226) 그중 랑그한스는

후에 프로필라이아(Propylaia)에서 영감을 받아 브란덴버그 게이트

(Brandenburg Gate, 1789-1794)을 디자인하였다. 특히 브란덴버그 게이

트는 클래식 스타일을 18세기 현대적 감각의 네오클래식 스타일로 재해

석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림 136> Acropolis Propylaia, Athens / Brandenburg Gate, Berlin, Germany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서로 간의 여행을 통해 생겨난 역사와 문화의

근원에 대한 공감대는 고전주의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

히 빈켈만(Winckelmann)의 ‘그리스 조각과 회화의 복제에 관한 고찰

(Thoughts on the Imitation of Greek Works in Painting and

Sculpture, 1750)’과 ‘고대 미술의 역사 (History of Ancient Art, 1764)’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그는 이 고

전주의적 특징을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장엄함”이라고 표현하였다

.227) 또한, 그는 “우리가 위대한 예술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불가

능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모방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228)

226) Tyler Jo Smith, Dimitris Planation, A Companion to Greek Art, Blackwell

Publishing, 2012, pp. 663-664

227) Jane K. Brown, Goethe's Faust: The German Tragedy, Cornell University, 1986,

p. 36,

228) H. B. Niobe, German Aesthetic and Literary Criticism: Winckelmann, Lessing,

Hamann, Herder, Schiller and Goe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8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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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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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클래식 스타일은 르네상스 스타일과 외면적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르네상스가 고전에 대한 향수가 중세 고딕에 반발하여 인

본주의를 강조한 반면 18세기의 네오클래식 스타일은 콜래식 스타일의

합리적 사고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바로크와 로코코의 과장된 장

식성에서 탈피하려는 것이었다.229)

네오클래식 스타일은 18세기의 계몽주의를 동기로 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당시 시대 정신을 구성하였던

사상, 역사, 기술, 경제의 사회적 특성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네오

클래식 스타일의 건축은 유럽문화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고대 시대의 이

집트,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신화적 영웅이 기독교와 함께 어우러져 신

고전주의의 외면적 캐릭터가 되었다. 따라서 고대시대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얻은 지식으로 그리스 건축의 모사에 가깝게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 특징이다. 실내장식은 대부분 직선이 사용되었지만, 고전시대를 상징

하는 장식으로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가구는 이집트, 인도, 그리고 중세

고딕스타일의 모델에서 연구대상이 되었다. 장식을 억제하고 의자 다리

와 상판 부분에 섬세하게 표현되었고 다리 받침대가 있는 테이블이 보편

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전주의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과장된 화려함에

대한 의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형의 합리적, 논리적, 경험적,

관습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동시에 역사와 문화의 근원을 상징하는 범주

적 유형의 귀속적이고, 집단적 특징, 그리고 계몽주의의 영향에 의한 개

념적 유형으로서 이상적이고 근원적이며 불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

을 나타냈다.

5.1.6 로맨틱 스타일 (Romantic Style)

18세기 말 19 세기 초 유럽의 각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들여온 각

229) George Hopkins, Creating Your Architectural Style, Pelican Publishing, 200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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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민족의 전통문화와 골동품 그리고 예술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과 표현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독일의 여러 지방

의 동화, 우화, 신화를 모은 책이 그림 형제(Jakob & Wilhelm Grimm)

에 의해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Children's and Household

Tales, 1812, 1814)’로 출판되면서 독일 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지방 문

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이끌어 냈다.230) 로맨틱 스타일의 배경인 낭만

주의는 이처럼 문학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확산하였으며 연극, 미술,

음악, 조각, 발레, 건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예술 형태로 발전되어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231) 로맨틱 스타일이 과거의 다른 스타일과 근본적으

로 다른 점은 고딕이나 르네상스, 바로크나 로코코 모두 종교적 부흥이

나 왕권 또는 귀족 사회의 안정 등을 위한, 즉 사회적 요인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던 것에서 각 사회와 민족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의 자아성

이 스타일의 소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로맨틱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의 특징인 조형의 표현적 형식보다는 인간 본연의 공통된 취향과

감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감탄과 지방

문화와 민족성에 바탕을 둔 영웅적 설화에 대한 몰입, 지성과 합리보다

는 감성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예술과 문학작품에 대해 강한 흥미로 시작

되었다.232) 즉, 각 나라와 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과 인간 본연의 심미적

이고 낭만적인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감성의 표현을 낭만주의 즉 로맨틱 스타일이라 하였다.

230) Christopher John Murray, Encyclopedia of the Romantic Era, 1760-1850, Vol. I,

Fitzroy Dearborn, 2004, p. 454

231) Allison Lee Palmer, Historical Dictionary of Architecture, Scarecrow Press, 2008,

p. 238

232) Michael Miller,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Music History, Penguin Group,

2008,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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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The 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Caspar

David Friedrich, 1818

따라서 로맨틱 스타일의 건축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었다.

고딕 스타일에서 느꼈던 감동은 낭만주의 건축의 첫 번째 소재가 되었

다. 그러나 신앙의 고취보다는 지난 역사에 대해 반가움이 동기가 되었

기 때문에 성당이 아닌 교육 시설과 공공 건축물에도 부담 없이 적용되

었다. 예를 들어 1833년 화제 이후 웨스트민스터 궁전(Palace of

Westminster, 1834-1870)의 재건축을 위한 공모에서, 주최 측이 건축의

스타일을 ‘고딕 스타일(Gothic style)’ 또는 ‘엘리자베스 스타일

(Elizabethan style)’ 중 하나를 선택해서 디자인할 것을 요구하였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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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엘리자베스 스타일이 클래식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르네

상스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크와 로코코 스타일을 특별

히 공모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배리(Charles

Barry, 1795-1860)는 푸긴(Augustus W. N. Puffin, 1812-1852)과 함께

고딕스타일의 모티브가 강하게 적용된 디자인을 제출하여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외관은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강한 수직 감의 기둥들과

첨탑의 이미지가 19 세기 영국의 강한 대외적 자신감을 상징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 138> The Palace of Westminster, City of Westminster, London, England

각 민족성과 지방성은 로맨틱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로맨틱 스타일의 건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스타일, 르네상스, 고딕 등

과거의 유럽 스타일은 물론 이집트, 인도, 중국, 일본 등의 비유럽권의

문화적 특징이 건축의 주제가 되었다. 로열 파빌리온(Royal Pavilion,

1787-1823)은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영국 왕실의 관저로 조지 4세

(King George IV, 1820-1830)에 의해서 지어졌다. 건축에 애착을 갖은

조지 4세는 처음엔 평범한 농장이었던 곳을 구입해서 점차 확장하고 디

233) Kenneth Allison, Architects and Architecture of London, Elsevier, 2008,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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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을 변경해 나갔다.234) 클래식 스타일이었던 이곳을, 1815 년 나쉬

(John Nash)가 현재의 인도사라센(Undo-Sarracenia) 스타일로 변화시켰

고, 그것이 마지막 디자인이 되었다.235)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외부는 인

도풍이지만 내부는 조지 4세의 다양한 건축 취향을 나타내듯이 고전주

의, 중국과 인도풍 등 다양한 실내 스타일이 공존한다.236)

<그림 139> Royal Pavilion, Brighton, England

19 세기 건축에 대한 다양한 취향과 실험은 거부감과 신선함을 동시

에 주었다. 그러므로 네오클래식 스타일은 더욱 고전주의의 가치를 엄격

하게 지키려 하였고, 동시에 낭만주의 작가들은 더욱더 창작의 개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낭만주의 정신은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등의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237)

234) Nannie R. Jones, Architecture of England, Scotland, and Wales, Greenwood

Publishing, 2005, pp. 224-225

235) Old House Interiors 2001 2월-3월, p. 55

236) Nannie R. Jones, Architecture of England, Scotland, and Wales, Greenwood

Publishing, 2005, pp. 224-225

237) Allison Lee Palmer, Historical Dictionary of Architecture, Scarecrow Press, 2008,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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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로맨틱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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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스타일은 과거 스타일과 역사에 대한 회상과 비유럽권 문화

에 대한 흥미가 하나로 혼합되어 나타난 일종의 절충주의적 스타일이다.

따라서 그 외형적 스타일의 고유성 보다는 그 내면의 감성적 독창성 즉

인간의 근원적인 감성과 가치를 로맨틱 스타일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고전주의와 고딕 스타일의 감성적인 부분만을 빌려 신화, 영웅,

전설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비유럽권의 문화도 그것의 문양이나 색감,

장식 등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 비교하면 한

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 외국 문화에

대한 흥미와 동경,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사랑에 대한 낭만 등의 감정이

사람, 죽음, 사랑, 자연 등을 상징하며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맨틱

스타일은 스타일로 볼 때 이성과 합리, 논리 보다는 감정의 자유로운 표

현을 통해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범주적 유형의 귀속적, 상

징적, 집단적 유형적 특징을 자아적 유형의 감성적이고 표현적, 이기적인

특징과 혼합된 특징을 나타냈다.

5.1.7 절충적 스타일 (Eclectic Style)

절충주의 (Eclecticism)는 문자 그대로 여러 스타일의 특징이 혼합적

이고 절충적인 스타일이다. 즉 과거의 클래식 스타일은 물론 비잔틴, 고

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무어(moors) 스타일, 아시아 스타일 등 여

러 스타일 중에서 특별히 필요한 특징 또는 부분을 조합하여 하나의 전

체를 표현하는 것이다.238)

낭만주의가 다양한 스타일을 재사용 또는 부활시키는 것이라면 절충

주의는 여러 스타일의 특징을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낭만적 스타일과

절충적 스타일은 외견상의 특징으로 볼 때 여러 특징이 공존한다는 점에

서 비슷하다. 다만 낭만주의는 하나의 스타일이 확실한 캐릭터를 갖추고

238) Helen D. Hume, The Art Teacher's Book of Lists, John Wiley & Sons, 201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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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절충주의는 여러 스타일의 특징이 융합되어 절충적 스타일만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절충주의 스타일은 성당을 건축할 때

성당의 전체적인 구조는 클래식 스타일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창문이나

기둥을 고딕 스타일처럼 하여 전체적으로 수직감을 나타내면서도 성당의

주 출입구는 스페인의 바로크적 특징인 플레터레스크를 적용하여 입구에

웅장함을 더하고, 성당의 내부는 로코코 스타일의 장식과 색조로 경쾌함

과 화사하면 나타내며, 제단은 무어식의 그래픽과 중국풍의 풍경이 상감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혼합적 스타일은 통일

감 없는 조형성의 미성숙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스타일에 혼란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으로 절충주의는 고대 시대부터 나타난 스타일이

모두 하나로 층층이 쌓이고 맥락적으로 집약되는 최선의 스타일이라 생

각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 건축 역사의 종합 편인 절충주의는 19 세기 말 유럽의

혼란기에 나타난 일시적 스타일로 간주하지만, 사실 유럽 문화를 함축적

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을 하나로 혼합하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이미

절충주의의 개념이 보편화 되었으며 디오게네스(Diogenes of Apollonian,

425 BC)와 시세로(Cicero, 106-43 BC)는 잘 알려진 절충주의적인 철학

자들이다. 이들은 들은 특별한 다른 학파들의 장점만을 모아 새로운 철

학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특히 시세로는 스토아학파(Stoic)와 소

요학파(Peripatetic) 그리고 신학주의(New Academic Doctrine)의 특징만

을 모아서 그의 철학을 만들었다.239) 어원적으로 절충주의(eclecticism)는

그리스어의 ‘최선의 조합 (eklektikos, choosing the best)’을 의미하는 것

으로 다양한 스타일, 이론, 체계 중 장점만을 선택하여 특징화 한 것이

다.240)

이러한 절충주의적 스타일의 경향을 빈켈만은 한 시대의 스타일과

239) Jim A. Kuypers edt., Rhetorical criticism: perspectives in action, Lexington

books, 2009, p. 364

240) Judith Ryan, Alfred Thomas edt., Cultures of Forgery: Making Nations Making

Selves: Making Nations, Making Selves, Routledge, 2003,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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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잇는 스타일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중간적 단계로 설명하였다.

빈켈만은 ‘고대 예술사(History of Ancient Art, 1763)’에서 고대 그리스

스타일과 르네상스 스타일의 발전 과정을 예로 들어, 스타일은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는데, 1 단계 앞선 스타일의 ‘구식화 단계(archaic), 2 단

계 새로운 스타일로서 ‘숭고화 단계(high or sublime style)’, 3단계 ‘심

미화 단계(beautiful style)’, 4단계 다음 스타일과의 ‘절충화 단계

(eclectic style)’와 5 단계 ‘쇠퇴화 단계(decline or decadence style)’의 과

정을 반복한다고 하였다.241) 빈켈만의 시각으로 본다면 19 세기의 절충주

의 스타일은 앞선 스타일인 로맨틱 스타일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통시적으로 볼 때 절충주의 스타일은 고대 시대의 클래식 스타일부터

20 세기 이전까지의 모든 스타일의 진화적 흐름의 4단계인 절충화 단계

로 볼 수 있다. 즉 절충주의 스타일은 역사를 통해 전개되었던 모든 스

타일의 청산인 동시에 미래 스타일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는 과도기적 스

타일이다.242)

19 세기의 절충주의는 프랑스에서 1830 년에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쿠쟁(Victor Cousin, 1792-1867)은 그의 책 ‘미와 선의 진실,

(The True, the Beautiful and the Good, 1853)에서 절충주의를 다수의

관점을 조합한 하나의 사고 체계이며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창조

하려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종합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절충주의를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시스템이다.’이라 하였다. 19 세기 중

반 절충주의 건축가들은 쿠쟁의 ‘살아 있는 시스템’을 ‘살아 있는 건축(a

living architecture)’으로 해석하였으며, 당시 과거 스타일을 무감각하게

복사하던 것에서 느꼈던 심적 불편함의 탈출구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가

들은 여러 스타일의 고유적 특징을 주저함 없이 추출하여 재조합하였으

며, 그것은 또 그 시대와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다.243)

241) Marcia B. Hall,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ph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228

242) 윤진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2009, p. 378

243)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750-1950,

Ma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8, p. 118



- 222 -

<그림 140> The Opera House, Palais Garnier, The Grand Foyer and ceiling,

auditorium ceiling, Chagall’s painting, L' Opéra Restaurant, Paris, France

절충적 스타일은 임페리얼 스타일로도 불리는데, 그것은 나폴레옹 3

세의 파리 재건 정책과 1860 년에 건축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Palais Garnier, 1861)에 관련된 일화에 근거한다. 나폴레옹 보나

파르트의 조카 나폴 레온 3세는 통치를 위해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친 시민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중 하나

로 그의 참모인 오스만(Baron Haussmann, 1809-1891)과 함께 파리의

도로 체계, 녹지 조성, 낡은 건물의 재건축 등 중세도시와 같았던 파리를

‘수도의 수도(capital of capitals)’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파리 개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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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853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나폴레옹 3세는 건물이 도시의

보석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중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Palais

Garnier, 1861)의 재건은 파리 개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었다. 오

스만은 이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을 위해 공모전을 시행하였고 1-2 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네오클래식 스타일’과 ‘신바로크 스타일’의 특

징을 함께 나타내는 가르니에(Charles Garnier, 1825–1898)의 작품이 당

선되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참여한 다른 건축가인 유진(Eugène

Viollet-le-Duc, 1814-1879)을 지원하였던 나폴레옹 3세의 황후인 유제

니(Eugenie de Montijo, 1826-1920)는 네오클래식 스타일과 신바로크 스

타일이 혼합된 가르니에의 작품에 실망하여, “이게 무슨 스타일인가요?

이건 그 어떤 스타일도 아니네요! 그리스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루

이 16 세 스타일(네오클래식)도 아니고 심지어는 루이 15 세 스타일(바로

크)도 아니군요.”라고 불평하였다. 이에 가르니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모든 스타일은 각자의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이 스타일은 ‘나폴레옹

3세 스타일’입니다.”라고 하였다.244) 나폴레옹 1 세에 의한 ‘임페리얼 스

타일’과는 다른 나폴레옹 3세의 ‘제 2 임페리얼 스타일’은 이렇게 가르니

에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하나의 건축물과 공간에 담긴 여러

다양한 스타일의 조합은 당시 파리의 유명 건축학교인 보자르(Ecole des

Beaux-Arts)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절충주의’와 같은 개념의 것이

었다. 이후 절충주의는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Palais Garnier,

1861)와 같이 혼합적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나폴레옹 3세의

스타일’로도 통용된다. 가르니에는 이 오페라 하우스의 스타일을 “예술

과, 호화로움과 즐거움의 상징물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신고전주의’와 ‘신바로크 스타일’을 혼합하였다.245) 예를 들어

그는 건물의 1층은 루브르 박물관의 동쪽 입구처럼 1 층엔 고대 로마의

아케이드와 그 위에는 바로크 스타일의 상징인 2열 기둥을 올렸다. 또

한, 건물의 주요 부분과 실내 장식 또한, 화려하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신

244) David A. Handsew, Architecture of Franice, Greenwood PreSS, 2006, p. 173

245) Katherine O' Neal, The Art of Seduction, Brava Books, 2007,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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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스타일로 연출되었다. 이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 강당의 천장은

레네프(Jules Lenepveu, 1819-1898)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1964년 샤갈(Marc Chagall, 1887-1985)에 의해서 탈ㆍ부착이 가능한 원

형 판에 14명의 작곡가를 나타내는 천장화로 교체되어 화려함을 더하였

다.246)

<그림 141> Semperoper opera house, Dresden, Germany

젬퍼로퍼(Semperoper, 1869)는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에 위치한

문화 건물로 오페라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건축가 젬퍼

(Gottfrled Semper, 1803-1879)는 르네상스 스타일과 그리스 클래식 스

타일을 혼합한 절충적 스타일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젬퍼로퍼는 이러한

그의 절충 주의적 작품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젬퍼로퍼에

는 모두 4가지의 각기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다. 우선 고전주의 아

케이드 방식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었으며 여기에 1층의

외부는 대표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인 러스티케이션이 적용되었다. 2 층의

바로크식의 이열 오더는 리듬감과 안정감을 주었고 건물의 주 출입구에

는 정면성과 조형성을 강조하는 방식인 스페인의 플래터레스크 스타일이

추가되었다. 오디토리움과 건물의 내부는 조각가인 실링(Johannes

Schilling, 1828-1910)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르네상스 스타일의 평면적

장식성이 안정감을 나타내는 오디토리움과 연결된 회랑은 르네상스와 바

로크 스타일이 혼합된 분위기를 나타낸다.

246) Chopin and Beyond: My Extraordinary Life in Music and the Paranormal, Byron

Janis, 2010,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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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절충주의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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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적 스타일은 산업혁명으로 기술상의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

난 사회경제 구조상의 변혁과 학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과거와 미래에

이해와 불안이 안정적이었던 과거 양식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고 그 중 과거 스타일을 절충하여 소재로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따

라서 클래식 스타일,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크와 로코코 스

타일 또는 비유럽 문화의 특징 등의 과거 양식의 장점을 자유롭게 선택

하고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절충적 스타일은 역사적 문화를 바

탕으로 한 안정감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 등을 기

대하였으며, 역사, 황제, 최선, 통합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절충적 스타일

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기 것으로 새로운 스타

일의 실험이기보다는 과거 스타일의 공유적 가치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을 추구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 범주적 형태와 개념적 형태가 융합된 것이다. 절충적 스타일은 새로

움이 아닌 여러 스타일 중에 필요한 부분을 조합하여 표현하여 합리적인

과거 스타일의 청산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스타일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

이 특징이다. 따라서 크게 범주적 유형의 귀속적, 상징적, 집단적, 유형

적, 비유적 특징을 나타내며, 개념적 유형의 이상적, 궁극적, 근원적, 극

단적, 감정적 특징을 나타낸다.

5.1.8 비더마이어 스타일 (Biedermeier style)

19 세기는 과거 모든 스타일이 종합되고 동시에 새로운 모던 스타일

이 시작되는 시대였다. 특히 1848년을 중심으로 유럽 전반의 중산층을

주축으로 한 ‘정치 혁명’이 일어나 전제 정치의 종말을 이루었으며, 1851

년 런던에서는 그동안 영국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계기가 된 ‘대영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격변의 과정에서 스

타일 또한,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쳐 과거의 스타일에서 20 세기 모더니

즘 스타일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더마이어 스타일, 유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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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르누보 스타일 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20 세기의 모더니즘으

로 진화되었다.

비더마이어 스타일(biedermeier style)은 중산층의 보수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으로 질 좋은 재료와 실용성을 강조한

단순한 가구, 검소한 분위기의 가구와 실내 디자인을 의미한다.247) 이러

한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이미지는 여러 차례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비

더마이어는 우선 시대적 배경으로 1815-1848년경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 보통 스타일이 이렇게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시작되고 끝나

지 않지만 비더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는 이

유는 그 배경이 정치적 사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1815 년은 나폴레옹에

의한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가 형

성된 해이다. 이 유럽 협정은 한 나라의 정치적 불안이, 인접한 다른 나

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에 가입한 나라 간

에 정치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Klemens von Metternich, 1773-1859)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유럽의 크고 작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전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 당

시의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고 동시에 전제군주 체계로 복귀하고자 하였

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안정을 바라는 정치적 동기는 메

테르니히가 수상으로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주축

이 될 수 있는 귀족과 시민의 감시체계가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

치적 억압 상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비판 대신 무관심을, 그

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으며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자신의 생활공간

과 가구의 디자인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구는 ‘단순’하고 ‘검

소한’ 한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고 시민들은 외적 형식보다는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248)

247) Matthew Rampley, The Vienna School of Art History: Empire and the Politics

of Scholarship,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1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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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마이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이히로트(Ludwig

Eichrodt, 1827-1892)와 쿠스몰(Adolf Kussmaul, 1822-1902)이 1815 년

이후 정치권에 무기력한 ‘중산층과 소시민층’을 풍자하는 시(詩)를 뮌헨

의 오락잡지(Fliegende Blatter)에 기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인 “슈바벤(Swabian)의 교사, 비더마이어씨의 시”란 제목으로 1855

년부터 1857년까지 연재하였으며, 비더마이어는 독일어로 성실한, 순진

한, 융통성 없는 이라는 뜻인 형용사 ‘Bieder’와 독일의 대중적인 이름

‘Meier’가 조합된 것으로써 독일의 중산층인 즉 보통의 국민을 지칭하였

다.249) 비더마이어는 위 잡지에서처럼 정치와 사회에는 관심이 없으며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중산층의 특징으로 풍

자되었다. 이러한 비더마이어의 부정적 이미지는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896 년 비엔나의 MAK(Museum of Applied Arts)미술관에서 개최된

‘Congress of Vienna Exhibition’ 전시로 인해 바뀌기 시작하였다. 즉,

1815 년 빈회의 이후부터 1848년까지의 기간에 만들어진 다양한 전시물

과 함께 비더마이어의 가구들이 전시되었고 이 전시에서 비더마이어 스

타일의 가구가 많은 사람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전시가 성공을 이루면서 비더마이어의 가치는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일의 예술을 주제로 한 전시 ‘Centennial Exhibition

of German art from 1775 to 1875’가 1906 년 베를린에서 개최되면서 독

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비더마이어 스타일

을 포함한 독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긍정적 향수를 갖게 하였다.250) 그

리고 이 두 전시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 비평가인 아벨스(Ludwig Abels)

가, 1909 년에 출간한 그의 책 ‘전통의 비엔나(Old Vienna: The history

of its art)’에서 18세기의 비엔나 미술과 그 이후의 비더마이어 스타일

248) Christopher John Murray, Encyclopedia of the Romantic Era, 1760-1850, vol 1,

Fitzroy Dearborn, 2004, p. 88

249) Polly Cone, The Imperial Style: Fashions of the Hapsburg Era : Based on the

Exhibiti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N.Y.), 1980, p. 43

250) Michael Clarke,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t Term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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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호평하면서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

고,251) 이에 따라 이후 20 세기 초 기능주의 디자인이 실내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1815 년부터

1848년까지 독일에 나타난 단순하고 실용적인 가구의 특징뿐만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보편적 중산층을 상징하는 실용적이고, 편

리하면서도 공예 장인에 의한 고품질의 스타일을 상징하게 되었다

.252)253)

<그림 142>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실내화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19 세기 초 중산층의 실내 분위기를 나타내는

‘실내화(chamber painting)’에 잘 표현되어 있다. 실내화는 보통 사람이

없는 상태의 공간을 그리며 사람이 그림에 포함되더라도 주제가 아닌 공

간을 설명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이 실내화에 나타난 비더마이어 스타일

의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밝고, 친근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나타내었

다. 문틀과 벽과 천장을 구분하는 몰딩 등의 실내 구조물은 주로 네오클

래식 스타일을 모티브로 최소한의 장식으로 표현된다. 또한, 연출을 위한

가구보다는 실용적 가구가 주를 이루었고 디자인도 장식이 거의 없이 구

조적인 형태만을 나타내고 있다.

251) Matthew Rampley, The Vienna School of Art History: Empire and the Politics

of Scholarship 1847-1918,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3, p. 77

252) Michael Clarke,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t Term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9

253) Georg Himmelheber, Haus der Kunst München. Ausstellungsleitung, Biedermeier,

1815-1835: architecture, painting, sculpture, decorative arts, fashion, Prestel, 198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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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가구

그러나 비더마어어 스타일의 가구가 장식을 뺀 기능만을 강조한 것

은 아니었다. 비엔나는 전통적으로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비엔나의 가구 공장에 소속된 무명의 디자이너들은 장식이 제거된 가구

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직선과 곡선만으로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특징인 ‘단순함’, ‘우아함’이 ‘기능’과 함께 어우러지

도록 하였다.254) 즉, 비더마이어의 스타일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출이

아닌 중산층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거주자의 안락함이나 검소함의 미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가구들은 그 디자인도 유명 디

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구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254) Teresa Fisher, Frommer's Vienna Day By Day, John Willey & Sons, 2012,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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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소재 또한, 고가의 수입 목재가 아닌 각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체리, 오크, 자작나무, 호두나무 등의 재료가 많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원

목 대신에 저렴한 베니어 판재의 기계 생산 기술이 비엔나에서 발달하면

서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보편적 실용성을 높여 주었다.255)

비더마이어 스타일이 1815 년부터 1848년의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독일 중산층의 취향을 상징하지만 1848년 이후에도 그 스타일은 지속되

었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동시에 중산층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비더마이어 스타일에도 점차 장식적 특성이 첨가되기 시

작하였고, 초기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순수함에 고급의 이미지를 더해 갔

다.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이러한 변화는 ‘스타일’의 본질적인 속성인 ‘계

층화(classification)’에 따른 매우 당연한 스타일의 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산층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계층에 더 적합한 것을 찾고자

했고 상위의 계층에서는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장식성이 첨가된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가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건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비엔나의 스태

드템플(Stadttempel, 1824-1826)이다. 이 유대교의 교회당은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특징인 오더와 아케이드의 아치를 간소하게 표현하면서도 직선

과 곡선을 리듬감 있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진부하지 않은 세련된 비례

미를 나타낸다.

<그림 144> Stadttempel, Vienna, Austria

255) Thomas Hauffe, Design: A Concise History, Laurence King Publishing, 1998,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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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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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마이어는 프랑스의 엠피러 스타일(empire style), 영국의 리젠시

스타일(regency style)과 비교되는데 그 이유는 두 스타일이 비더마이어

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근원적인 그 스타일의 배경을

모두 네오클래식 스타일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256)257) 하지만 엠피러 스

타일과 리젠시 스타일 모두 프랑스와 영국의 왕실을 상징하는 스타일이

기 때문에, 과거 지나치게 과장된 장식적 스타일에 비해 상당히 간소해

졌을 뿐 두 스타일 모두 왕실의 권위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비

더마이어 스타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비더마이어 스타일의 단순

하고 우아함은 재료와 형태 간에 일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비

더마이어 스타일의 이러한 순수하고 직설적인 특징은 후에 유겐트스틸,

제세션, 등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바우하우스로

이어졌다.258)259)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정치, 종교, 전통 등 스타일의 사회적 모티브에

서 탈피하고 중산층 개인의 생활과 취향 등이 스타일의 근원이 된 것이

다. 그러므로 이전 스타일과는 다른 자신의 생활공간과 가구에 대해 관

심을 두고 합리적이고 서민적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통 사회적 모티브를 나타내는 장식 절제하고 본질적인 소재를 용도를

바탕으로 기능과 실용적 사용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

의 본질적 특성은 장식적인 면에서는 단조롭지만, 안정을 바라는 개인의

심리적 즐거움을 주었다. 따라서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곡선과 직선의 사

용으로 장식을 최소화하고 재료의 질감과 패턴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순수함과 아늑한 이미지의 사용으로 검소함을 강조하

고 과장이 아닌 형태의 솔직함이 표현되었다.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건축

256) Norah Hunter, The Art of Floral Design, Delmar Thomson Learning, 2000, p.

308

257) Judith Miller, Martin Miller, Period design & furnishing, Crown Publishers, 1989,

p. 174

258) Teresa Fisher, Frommer's Vienna Day By Day, John Willey & Sons, 2012, p.

171

259) Dennis P. Doordan, Design History: An Anthology, The MIT Press, 2000,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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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대체로 개인의 실내 공간과 가구를 중심으로 발전

되었다. 따라서 공간과 가구의 실용적 기능에 의한 사용가치가 충족되고

심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자아 가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도구적 유형의 기능적, 구조적, 직관적, 원형적,

작동적 특징을 나타내고, 실용적 유형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일상적,

경험적, 관습적 특성과 자아적 유형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며 표현적, 함

축적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더마이어 스타일은 20 세기 모던 스타일

의 조형 미학인 기능성, 실용성, 단순함, 세련됨의 원류가 되었다.

5.1.9 유미적 스타일 (Aesthetic Style)

유미주의(唯美主義) 즉 유미적 스타일은 “예술을 위한 예술 (Art for

art’s sake)”이란 표현으로 상징된다. 이 말은 1818년 프랑스 철학자인

쿠쟁(Victor Cousin, 1792-1867)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그 근원은 독

일의 칸트와 괴테 그리고 영국의 문학가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다.260) 그러나 이 표현이 유미적 스타일의 시각으

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의 시인 고티에(Theophile Gautier, 1811-1872)에

의해서인데 그는 1835 년에 출간된 자신의 소설 ‘모팽 양(Mademoiselle

de Maudlin)의 서문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서 평가 받는 것이며, 그 어

떤 실용성이나 도덕성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 하였다.261)

즉 예술은 정치, 종교, 또는 도덕적 계몽의 수단이나 목적에 의해서 사용

되지 말아야 하며, 비예술적 가치로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유미주의의 폐쇄적인 개념은 모순적으로 모든 소재와 주제

를 포용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에 대한 방임적 자

유는 몇몇 작가들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되고, 극단적인 작품도 포함되었

260) Christine L. Kreutzer, George Stade, Karen Karbinner, Encyclobelia of Briotist

Writers, 19th and 20th Centuries, Book Builders LAC, 2003, p. 3

261) Piri Halasz, Hallan, A Memoir of Creativity: Abstract Painting, Politics & the

Media, 1956-2008, universe, 2009, 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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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2) 영국의 비평가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 미국의 소설가 포우(Edgar

Allan Poe, 1809-1849), 미국의 화가 휘슬러(McNeill Whistler,

1834-1903) 영국의 화가이자 극작가 단테(Gabriel Dante, 1828-1882), 영

국의 화가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1872-1898), 아일랜드 극작가 오

스카(Oscar Wide, 1854-1900) 등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작가들에 의

해서 전개되었다.

<그림 145> 유미적 스타일의 화풍. Symphony in White, No. 1: The White

Girl (1862), Aubrey Beardsley’s illustration (1894)

유미주의의 이러한 이상적 예술의 개념에 대한 추구는 19 세기 당시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의 지위가 매우 불안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유미주의의 배경은 19세기 물질주의와 대량생산의 폐해에 대해 속물적

취향을 거부하고 산업 생산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저항으로 탄생한 것이

다.263) 이미 예술가를 후원하였던 왕실과 귀족 계층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18세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가들은 대부

분 그들 스스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초상화와 정물화 등으

262) Andrew Maunder, The Facts on File Companion to the British Short Story,

Facts on File, 2007, p. 5

263)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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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근이 작품 생활을 유지하거나 19 세기 동안 증가한 산업 생산품인

직물, 그릇, 가구 등에 도안을 그리면서 그들의 재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 중 유미주의 적 성향의 작가들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미주의 작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미술가들의 활동은 새로

운 시장의 탄생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적 예술을 옹호하는 예술 비

평가들은 유미주의 작가들의 이러한 산업계로의 이전을 예술 분야의 위

기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그들을 숭고한 예술을 저버린 속물

로 비하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칸트의 ‘판단력의 비판(Critique of

Judgment, 1790)’이 근원이 된다. 칸트는 아름다움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free beauty)’과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구속된

아름다움(dependent beauty)’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을 ‘순수 예술(pure art)’로, 의도적인 아름다움을 ‘기능 예술(functional

art)로 정의하고 건축을 기능 예술이라고 하였다.264)265) 칸트의 구분에

따르면 실내 공간의 디자인과 연출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일부로서 기능

을 갖추므로 기능예술이며,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될 수 없고 유

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칸트의 예술에 대한 이 순진한 생각

이 예술의 개념을 왜곡하였고 따라서 실용 예술이 순수 예술의 변형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급변 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의심하고 모호한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가가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유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유미주의가 과거 문화적 특성

의 배경이었던 정치와 종교, 신분 등의 사회적 모티브를 거부하였기 때

문에 과거와는 다른 주제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업적 폐해와

물질주의를 거부하였던 유미주의의 초기 개념은 모순되게도 인간의 자아

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가장 기능적이고 속물적 특성을 갖는 가

구와 실내장식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비더마이어 스타일

264) Kenneth F. Robertson, The Problem of Free Harmony in Kant's Aesthetic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9, pp. 31-32

265) Kathleen Kuiper, The Britannica Guide to Theories and Ideas That Changed the

Modern World, Britannica Educational Publishing, 201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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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고 그 관심을 자신의 생활 공간과 가구에

표현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림 146> The Peacock Room, London, England

유미적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작의 방(The Peacock Room)’

으로서 1876-1877년 영국의 해운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릴랜드

(Frederick Richard Leland, 1832-1892)의 요구에 의해 휘슬러가 디자인

한 런던에 있었던 릴랜드 집의 식당이다.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식당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릴랜드가 수집한 중국의 도자기를 보관하기

위한 기능도 하게 되었다. 이 공간은 중국의 도자기와 일본의 전통의상

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인의 중앙의 그림이 동양풍의 이미지를 나타내

지만, 그 외 금색 도금의 장식장과 공작새의 그래픽은 특정한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호한 스타일은 유미적 스타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즉 과거 유럽 문화의 스타일을 연상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캐릭

터를 혼합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유미적 스타일

이다.

<그림 147> 다양한 캐릭터가 혼합된 유미적 스타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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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또한, 유럽의 캐릭터와 아시아의 캐릭터가 혼합 및 병치 되

어 있다. 그러나 각 캐릭터는 구체적인 종교 또는 정치적인 배경을 상징

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유미적 스타일의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그 배경의 특징을 삭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장식과 패턴에서 상징성의 삭제는, 작가로 하여금 그 조형미 창작

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형태를 위한 형태, 예술

을 위한 예술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의 주전자는 오히려 장식이 거의

배제 됨으로써 사회와 역사적 캐릭터가 사라지고 전형적인 모던 스타일

과 같은 순수한 조형미를 나타낸다. 유미적 스타일의 이러한 탈 상징적

특성은 비더마이어 스타일과 같은 조형성만을 고려한 것이다. 단지 비더

마이어 스타일은 기능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조형미가 이루어졌지만 유미

적 스타일은 인간의 개인적 감정을 조형미를 추구한 것이다.

유미적 스타일은 모던 시대 예술과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인 ‘의미

없음(meaningless)’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미적 스타일 작가들은 의미를

담은 상징성을 삭제하였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방법

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유미주의 작가들이 찾은 순수 조형미는 근본적

으로 이 순수 조형미는 클래식 스타일의 질서 미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후에 기능과 단순한 형태만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모던시대의

디자이너들에게 힌트가 되었다. 즉 비더마이어 작가들과 유미적 스타일

작가들이 사회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과거의 스타일과 결별하고 새로

운 조형미의 가능성을 실험하지 않았다면, 20 세기의 모던 스타일의 미학

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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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미적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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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적 스타일은 19 세기 산업과 예술 환경의 극적인 변화로 정치,

종교, 계층, 전통 등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순수한 예술

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순수한

예술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유미주의는 환희, 행복, 만족, 즐거움 등 자

아적 성취를 추구하고 유희, 경외, 개성, 취향을 상징하였다. 유미적 스타

일은 구체적으로 흑단과 금도금 장식, 동양풍의 모티브, 깃털, 꽃, 새, 은

행잎, 공작의 깃털 등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주제의 혼합은 자아의 취향을 바탕으로 공유적 가

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가구의 실용적 기능보다는 심미적 기능과

기호적 기능에 집중하였으므로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스타일의

주제 표현은 건축과 실내장식, 가구 전반에서 이질적이고 추상적이며 독

자적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유미적 스타일은 전통적인 사회적 모티브에

서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취향이란 자아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며, 독자적, 함축적, 표현적, 이질적 특징을 나타내며 동시에 아

름다움에 관하여 감성적이고 이상적이며 궁극적, 근원적, 경험적이고 극

단적인 개념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5.1.10 아르누보 스타일 (Art Nouveau Style)

‘새로운 예술’이란 뜻의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은

1890 부터 1910 까지 약 20 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되었던 스타일로서

19 세기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의 특징을 함께 나타내는 개념

적인 특성의 스타일이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1895 년 파리 메종드 아르누

보(Maison de l'Art Nouveau, House of New Art)란 화랑과 1896 년 뮌

헨의 생활과 예술을 다룬 주간지 유겐트(Jugend, 젊음)란 주간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266) 그렇지만 아르누보 스타일의 시작은 체코의

예술가 알폰스 무하(Alfons Mucha, 1860-1939)의 화풍에서 시작되었다.

266) Richard Weston, Modernism, Phaidon, 1996,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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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였던 무하는 우연히 1894년 당시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인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 1844-1923)

가 출연하는 연극인 ‘지스몽다(Gismonda, 1895 년 1월 1 일 초연)’의 포

스터 디자인을 우연히 하게 되었다.

<그림 148> 무하의 연극 포스터와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무하는 이때 동양의 극적인 면적대비 효과와 율동적인 곡선 그리고

실사와 그래픽이 공존하는 새로운 화풍을 선보였는데, 이 화풍이 여배우

의 유명세에 힘입어 파리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은 것이다. 또한, 그의 화

려한 칼라와 동양의 족자 타입의 의 포스터에 가득 찬 여자의 전신상은

특별한 느낌을 나타냈다. 무하의 이 성공적인 포스터로 인해 사라 베르

나르는 무하에게 계속 그녀의 연극 포스터를 의뢰하였고 무하의 이러한

화풍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유행하여 아르누보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

다.267)

무하의 화풍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아르누보 스타일은 각 나라의 주

요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아르누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예술이란 의미로 정의되었다. 독일은 유겐트스틸(Jugendstil, 젊은

267) Roxana Radvan, John F. Asmus,Marta Castillejo, Paraskevi Pouli, Austin Nevin,

Lasers in the Conservation of Artworks VIII, CRC Press, 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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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이라 불리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아카데미 학파로부터 독

립을 의미하여 제체시온(Sezessionstil, 분리파)으로 불리였다. 그리고 영

국은 모던스타일(Modern Style), 러시아와 스페인은 모던(Modern,

Modernisme)이라 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자유 스타일(Stile Liberty)라 하

였다.268) 즉 아르누보 스타일은 19 세기 말 20 세기가 전환되는 배경 속

에서 ‘새로움(newness)’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다. 또한, 아르

누보 스타일은 그 조형적 특징이 된 자연물의 유기적 캐릭터 때문에

‘floral style(꽃 스타일)’, ‘lily style(라이락 스타일)’, ‘noodle style(국수

스타일)’, ‘eel style(장어 스타일)’, ‘wave style(물결 스타일)’ 등으로 별

칭 되기도 하였다.269)

아르누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과거 스타일을 혼합한 절충적 스타일

에 대한 식상함과 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질적 저하를 막고자 하는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270) 따라서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동양풍의

문화와 일본풍(japonism)의 유행과 미술공예운동의 자연물의 캐릭터가

조형미의 특징이 되었다. 일본의 도자기와 그림, 가구 등은 인도와 아랍

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아시아 문화와는 판이한 새로운 아시아의 감성

을 표현하였다.

<그림 149> 아르누보 스타일의 사례. Entrance, Siegfried Bing, Paris, France,

Karlsplatz U-Bahn-Station, Vienna, Austria, Judith and the Head of Holofernes,

Gustav Klimt

268) Astradur Eysteinsson, Vivian Liska, Modernism,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7, p. 786

269) Richard Pooler, The Boundaries of Modern Art, Arena Books, 2013, p. 17

270) Mary Hollingsworth, Art in World History, Giunti, 2007, pp. 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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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쇄 매체의 양적 증가에 따라 그 속에 들어가 일러스트레이션

은 일반적인 회화의 기법과는 다르게 보다 명료하고 강한 인상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수입된 일본 목판화는 그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일

본의 목판화는 19 세기 일본의 유흥 문화의 동향을 알리는 잡지에 들어

간 삽화를 인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파리의 문화 및 예술계 시민

들에게 흥미로운 인상을 주었다.271) ‘명료한 외곽선’, ‘생생한 색감’, ‘직관

적 평면성’, ‘단순한 구도’ 그리고 ‘서예체’ 등은 당시 인쇄매체에 필요한

삽화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화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림 150> 일본 목판화에 영향을 받은 작가의 아르누보 스타일 작품 / James

Tissot, Claude Monet, Vincent van Gogh, Alphonse Mucha

아르누보 스타일은 ‘새로운 예술’로 서 과거와는 다른 다음의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스타일의 소비층을 다수의 일반 시민 즉 대중을 대상으

로 하였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시각매체, 포스터와 잡지, 신문 등의 삽화,

서체 등 통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은 물론 가구, 그

릇, 화병, 보석, 장식품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용품에 적용되었고

특히 1900 년 파리 엑스포 박람회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둘째, 조형 형식에서 구조와 장식이 일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271) 일반적으로 게이사는 일본 전통 주점의 여성 접대부로 알려져 있지만, 주점에서 여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과 춤, 연극을 하였던 기예가 이다. 19세기 일본에서 게이샤는 현

대의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를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그들이 동향과 인기 순위가 목판화

(うきよえ)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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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장식의 통합은 비더마이어 스타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르누보

스타일에서 더욱 개성 있는 조형 특징이 된 것이다. 이것은 19 세기 산업

적 생산 시설의 측면에서 장식은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서 ‘부착물’이란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술공예운동,

일본풍, 그리고 새로운 조형 캐릭터를 찾고자 하였던 것의 종합적인 영

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51> 아르누보 스타일의 사례

<그림 152> 아르누보 스타일의 가구와 화병

셋째, 아르누보 스타일은 조형 요소뿐 아니라 보다는 조형 원리도

스타일의 중요한 조형 특징이 되었다. 건축에서부터 우표에 이르기까지

아르누보 스타일이 적용된 다양한 분야는 모두 공통적 조형요소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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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데 그것은 비대칭적 자유곡선, 강조된 테두리, 여백의 미, 물결 문양,

부드러운 여성성과 꽃과 식물의 캐릭터, 단순하고 직관적 구도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된 율동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안정되고 정지된 화

면과 같은 과거의 스타일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조형성은 19 세기의 경제

적 풍요와 20세기 새로운 시대의 취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스타일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틀에 규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율동감을 강조하였

으며, 입체와 평면, 실사와 그래픽, 리얼리티와 환상의 사이에서 독창적

조형성을 나타냈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종료되었

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풍요와 희망은 전쟁의 참혹함에 사라졌다. 그러나

예술가가 건축은 물론 가구와 집기 등 모든 것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

식은 사라지지 않고 모던시대로 이어졌다.

<그림 153> 여러 분야의 아르누보 스타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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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아르누보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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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누보 스타일은 종교, 정치, 전통 등의 사회적 모티브로부터 탈피

하여 국제주의와 개인주의가 시대의 특징인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산업생산 체계의 자신감,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탈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상징을 도출하였고 그것은 자연과 산업, 미래,

여성을 상징하였다. 아르누보는 자연물의 공통적 특징인 넝쿨과 꽃 등을

캐릭터로 하여 조형 미학을 표현하였다. 아르누보 스타일은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 시설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재화가치와 보편적인 공유가치를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실

용적, 심미적, 기호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디자인의 되었으며 개념적 형태

와 범주적 형태를 바탕으로 자아적 형태가 융합되었다. 아르누보 스타일

은 결과적으로 전통과는 차별된 새로운 조형 미학으로서 자연과 여성성

을 바탕으로 형성하였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집단적이며 유형적인 범주적

유형의 특징을 나타냈으며 또한, 개념적인 유형의 감성적이고 궁극적, 근

원적인 특징과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실용적 특징 그리고 자아적 유형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표현적 특징을 나타낸다.

5.1.11 모던 스타일 (Modern Style)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바로크와 로코코 스타일, 뉴클래식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절충적 스타일, 비더마이어 스타일, 유미적 스타

일, 그리고 아르누보 스타일을 통과하면서 유럽의 시민들은 마침내 각

나라의 전통, 정치, 종교 등의 고유성을 포괄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되는

모던 스타일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모던 스타일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점차 진화된 것으로 특히 20 세기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

한 것이다.272)

‘Modern’은 라틴어의 ‘modo’에서 ‘modernus’로 변형된 것으로 영어로

272) Allison Pease, Modernism, Mass Culture, and the Aesthetics of Obscenity, The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2000,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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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금(just now)’을 뜻한다. 그러므로 모던은 20 세기의 문화적 특징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그 시대의 현

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모던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마제국

의 카시오도러스(Cassiodorus Senator, 485–585)이다. 그는 서고트족

(Visigoth)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고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과거 로마 제국의 시대

를 로마의 과거(antiquitas)라 하고 그 이후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로마

의 현대(modernus)라 함으로서 단절되지 않은 로마의 역사를 강조하고

자 하였다.273) 그리고 이 고대시대와 현대시대의 개념은 르네상스의 페

트라르크에 의해 다시 주장되었다.

‘모던’이란 단어가 근대 시대를 의미하게 된 것은 17세기 말과 18세

기 초까지 약 40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에서 벌어진 고대와 모던에 관한

논쟁(Quarrel of the Ancients and the Moderns)을 통해서이다.274) 이

논쟁은 고대 문화의 가치를 중요시한 학자들과 당시의 현대적 기술과 문

화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대면

토론이 아니라 양 진영 학자들의 출판을 통해 이루어진 지상 논쟁이

다.275) 이들은 “과연 모던 시대의 문학, 철학, 과학, 기술은 고대시대의

것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는가?”276)라는 물음에 관한 것이다. 즉, ‘17세

기의 인쇄술이 인간의 소통능력을 확장시켰고, 화약은 인간의 힘을 증진

시켰으며, 해양 콤파스가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고대의 기술보다 발전적이라고 평가한다면,277) 17세기의

문학이나 철학 또한, 고대의 작품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273) Athanasios Moulakis edt., The Promise of History: Essays in Political

Philosophy, Walter de Gruyter & Co., 1985, p. 9

274) Joan DeJean, Ancients Against Moderns: Culture Wars and the Making of a Fin

de Siecl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pp. ix-x

275) Wayne C. Booth, The Knowledge Most Worth Hav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p. 173-174

276) Robert A. Nisbet, History of the Idea of Progress, Transaction Publishers, 2009,

p. 151

277) Richard Bulliet, Pamela Crossley, Daniel Headrick, Steven Hirsch, Lyman

Johnson, The Earth and Its Peoples, Brief Edition, Wadsworth, 2012,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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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78) 이 과정에서 양 진영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는 토론을 벌였고,

양쪽에서 출판된 많은 책에서 사용한 ‘모던’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들은

17-18세기를 ‘고대’와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모던시대’라고 부르게 되었

다. 그리고 ‘모던’은 단순히 ‘현재’란 뜻에서 특정한 시대, 즉 ‘과학과 기

술적으로 우수한 시대’라는 시대적 개념을 형성하였다.279) 그리고 모던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20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주의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280)

모더니티(modernity)는 모던시대의 시대정신으로서 19 세기 프랑스

시인인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에 의해서 예술의 ‘순간

적’, ‘일시적’인 아름다움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281) 그는

예술가는 급변하는 특성의 도회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

다.282) 모던사회의 피상적인 특징을 함축하여 나타낸 이 표현은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기준인 항구성과는 상반된 측면인 변화을 강조하는 것이

다.283) 모더니티는 모던시대의 전 기간에 걸친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공

통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더니즘뿐 아니라 모던시대에 등장한 아르누

보, 아르데코,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키치, 다다이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도 모더니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즉 모더니티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모더니티의 본질과 법, 그리고 그 발현 방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

이다. 따라서 모더니티는 모던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시대정신이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철학, 종교, 전통과 규범 등을 통하여 ‘산업주의’,

278) Anthony Grafton, What Was History?: The Art of History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73-74

279) Claus Zittel, Engel, Romano Nanni, Nicole C. Karafyllis, Philosophies of

Technology: Francis Bacon and His Contemporaries, Brill Academic Publisher, 2008,

pp. xix-xx

280) Peter J. Taylor, Modernities: A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Polity Press, 1999, p.

34

281) Randy Norman Innes, On the Limits of the Work of Art: The Fragment in

Visual Culture, University of Rochester, Doctorial research, 2009, p. 30

282) Charles Baudelaire, Baudelaire: Selected Writings on Art and Artists,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81, p. 403

283) John Leonard, Modernity, John Leonard, 1996,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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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개인주의’ 등의 세속적 체계를 형성하

였다.284)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모더니티를 “전통적인 시간

과 공간의 분리와 재구성”이라고 하는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하였다. 그는 “시간이란, 과거 농업 사회에서 계절과 월 등 달력에 따라

흙 농사를 위해 필요한 적합한 때라는 의미였지만, 18세기 후반 시계가

보편화 되면서 여가 시간(empty time), 여유 공간(empty space) 등은 시

간과 공간에 대하여 개별적 용도와 의미부여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정적 개념의 공간(space)은 가변적 개념의 장소

(place)로 변화였다고 하였다.285)

모더니즘은 모던시대의 외면적 개념으로 시대적 특징을 상징하는 표

현이다. 모더니즘은 특히 모더니티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는데 ‘변화’,

‘불확실성’, ‘애매함’, ‘분열’을 의미하며 미학적 시각으로는 ‘자의식’, ‘합

성’, ‘비현실성’등으로 표현된다.286)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단어는 ‘새로움

(new)’이다.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1885-1972)는 1934년 런던에서

수필 “Make It New!”를 발표하면서, ‘새로움’은 20 세기 모더니즘을 상징

하는 정신이 되었다. 이 표현은 그의 장편 서사시 ‘Shang Emperor’s

Bath Tube’에 나타난 것으로, 매일 새로운 욕조를 사용하는 중국 황제의

절대 권력을 비유하여 새로운 것을 무조건 추종하는 당시 모더니즘을 비

평한 것이다.287) 이처럼 모던 시대의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은 절대적이

었다. 모던시대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는 식상함을, 새로운 것

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냈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탐험을 시작

하였고, 새로운 정치 체계가 실험되었다. 또한, 모던시대의 사람들은 자

연을 이성과 과학의 시각으로 새롭게 이해하였고, 증기기관이라는 새로

운 동력기계를 발명하였다. 이에 따라 직물산업은 새로운 산업 구조의

284) Chris Barke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Sage, 2005. p. 505

285)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Press, 2013, pp. 17-18

286) Chris Barke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Sage, 2005. p. 505

287) “MAKE IT NEW, day by day, make it new, (新日日新!)”, Michael Alexander,

The Poetic Achievement of EZRA POU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79,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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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었으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였고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졌다.

Ÿ 모던 시대 (Modern era) : 3시대 구분에 따른 시대로서, 르네상스(15세

기)부터 현재 시대(21세기)까지의 시대. 

Ÿ 모더니티 (Modernity) : 시대정신으로서 모던 시대의 종합적 특징.

Ÿ 모더니즘 (Modernism) : 모던 시대의 정치, 사회, 산업적 구조의 특성 

및 문화와 예술의 경향.

Ÿ 모던 운동 (Modern movement) : 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구성한 구체적

인 사상과 사건.

Ÿ 모던 스타일 (Modern style) : 모던 시대를 표현하는 공통된 조형 특징.

모던 운동은 모던 시대를 형성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상과 행동 또

는 사건 등을 의미한다. 모던 시대를 만든 가장 직접적 모던 운동은 미

술공예운동(The Art and Craft Movement)이다. 미술공예운동은 모던시

대의 미학과 스타일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운동이 ‘산업적 생산 시설과 그 방식의 이해’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

다.288) 미술공예운동은 19 세기 기계에 의한 대량의 생산 방식을 거부하

고 과거 장인들의 수공예적 제작 방식을 부흥하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장인들의 수준 높은 공예적 기술을 산업 생산 시설과 접목시켰고, 초기

낮은 질의 산업적 생산품을 양질의 제품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공예운동은 기본적으로 산업생산품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산업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의 가치와 기능 및 재료와 형태 그리고 생산 환경을 연구하

고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이너가 탄생하였다. 영국의 모던

운동은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중세시대와 초기 모던시대인

르네상스를 거치지 않은 미국은 산업 환경을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하

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의 미술공예운동 보다 직접 산업 체계를 발전

288) David Raizman, History of Modern Design: Graphics and Product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2003,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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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갈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미술공예운동은 건축과 실내장식 그리

고 데코레이션 등을 중심으로 ‘art and craft’, ‘american craftsman’,

‘craftsman-style’ 등의 표현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의 미술공예운동이

산업화가 불러온 제품의 질적 수준의 저하에 대한 개선의 방안이었던 것

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 미술공예운동을 새로운 기계 산업을 통해 환경

의 발전과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산업화의 결과를 진보

와 성장의 미학으로 생각하였다.289)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과 과학은 수

공예적 기술자와 사업자, 투자자에게 동시에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이것

을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생산’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였다.290) 그러

므로 미국에서의 모던운동이란 결국 제품의 기계적 생산을 위한 효율적

이고 경제적인 기술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19세기 미국의

산업화는 보편적 모던 스타일로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장르, 제품과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던 스타일은 모던 시대를 표현하는 공통된 조형 미학으로서 ‘간

결한’, ‘반짝이는’, ‘딱딱한’, ‘기하학적’, ‘개성적인’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던 스타일의 감각적 표현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환경 속에서

소재와 구조 그리고 장식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19 세기와 20

세기 초 성숙하지 않은 기계 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조잡한 장

식은 전통적으로 수공예품을 통해 높은 질에 경험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주었다. 장식은 심미적 기능과 기호적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신분과 취

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산업 제품에서도 소비자에게 장식은 중요하고 필

수적이었다. 따라서 모던 시대의 디자인이란 제품의 기능을 형성할 내구

력 있는 소재와 산업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장식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

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율적인 형태를 구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89) Rachel Lee Rubin, Well Met: Renaissance Faires and the American

Counterculture, NYU press, 2012, p. 88

290) David F. Noble, America by Design: Science,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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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공예적인 제작 방식이든 기계에 의한 생산 방식이든 본질

적으로 장식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품질을 낮추며 생산비를 높이는 원

인이 된다. 특히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환경에는 더욱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식은 소비자에게 유희적 만족을 주었기 때

문에 사람들의 장식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건축가와 디자

이너 공예가 역시 소비자들의 이러한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러스킨 조

차 장식이 건축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

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에 대한 거부감은 꾸준히 제기되

었다. 1791 년 윌리엄 챔버스(William Chambers, 1723-1796)는 ‘Treatise

on the Decorative Part of Civil Architecture’에서 처음으로 장식은 어

떠한 빌딩과 사물에서도 ‘부차적인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장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감은 1908년 호주 건축가인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그는 ‘장식과 범죄(Ornament and

Crime)’에서 장식의 종말은 문화의 진화에 따라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장식은 단지 노력, 돈, 재료의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291) 그리고

이러한 장식의 비하는 이후 20 세기 모던 디자이너들이 장식을 이용한

전통적 조형 미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림 154> 모던 스타일의 미학을 실험하고 구축한 바우하우스

그리고 이러한 탈 장식적 경향은 1919 년 바우하우스(Bauhaus)를 통

해 완성되었다.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를 비롯한 바우하

291) Adolf Loos, Ornament and Crime: Selected Essays, Ariadne Press, 1998,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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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교수와 학생들은 장식의 제거 실험을 건축과 가구, 그리고 공예

품과 일반 사물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르코르뷔지에는 나아가 단지 장식

의 제거뿐 아니라 건축 소재와 구조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스타일

인 부르탈리즘(brutalism)을 개척해갔다.292)

<그림 155> Brutal style, Le Corbusiers, La Maison du Fada, Marseille, France

20 세기의 모던 스타일은 탈장식을 통해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용자

의 특성을 제품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의 벽을 넘어 세계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모던 스타일은 장식이

없는 즉 특징이 없는 특징으로 클래식 스타일, 고딕 스타일과 함께 역사

상 가장 강력한 스타일이 되었다.

292) Jürgen Tietz, Wolfgang Hoffman, Phillipp Meuser, The Story of Architecture

of the 20th Century, Könemann, 199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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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탈장식적인 특징의 모던 스타일 전형, newspaper

shelf, Walter Gropius, 1923

또한, 이러한 탈장식적 특징 때문에 모던 스타일은 인터내셔날 스타

일(international style)로도 이해된다. 인터내셔날 스타일은 국가 간 민족

간의 경계를 없애고, 공통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영국의 제조업자이자

정치가인 코브던(Richard Cobden, 1804-1865)는 1843년 런던 코벤트 가

든에서 자유무역이 각국을 서로 상호의존적 관계로 묶어 경제를 더욱 활

성화 시키고,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

다.293) 그리고 아이슈타인도 국제주의를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1차 대전

후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아이슈타인은 보다 강력한

국제주의가 실천될 것을 희망하면서 “국제주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전쟁

(1 차대전)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평화도 기약

할 수 없을 것이다.”294)295)라고 하였다. 즉 국제주의는 자신이 속한 다양

293) Donald Grove Barnes, A History of English Corn Laws: From 1660-1846 ,

Routledge, 2013, p. 268

294) Albert Einstein, Alfred Lief edt., The Fight Against War, 1933, The John Day

Company,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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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과 국가 정체성의 공존을 이해하고, 동시에 ‘세계’라는 사랑, 공

감, 협동으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296) 따라서 인터내셔널스타

일은 시대성, 역사성, 문화성, 지역성 등의 강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소

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수용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 그리고 민족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자

개인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따라서 귀속적 욕구와 정체성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각 개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귀속감

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족이나 국가 등의 큰 사회보다는

직업이나 취미 또는 지역 단체에 소속 됨으로써 귀속적 욕구를 해소해

갔다. 이러한 소집단의 특성과 종류는 매우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동

시에 수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성은 모던 시대의 패러다임인 자아주

의와 다원주의의 근거가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전한 인본주의는

계몽시대의 개인주의로 발전되고 모던 시대의 자아주의가 되었다. 자아

주의는 스스로 이로운 판단을 하는 것으로 개인의 귀속적 욕구와 정체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모티브가 스타일의 특징인

것과 다르게 자아적 스타일은 더욱 개인의 정체성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자아적 스타일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

로 모던 스타일은 단지 탈 장식적인 조형미학을 특징으로 한 것뿐 아니

라 세계 보편적 취향의 인터내셔날 스타일 그리고 소집단과 개인의 정체

성을 바탕으로 한 자아적 스타일 등 모던 시대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포

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295) Albert Einstein, Alice Calaprice edt., The Ultimate Quotable Einste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11, p. 264

296) Ravi S. Samuel, A Comprehensive Study of Education, PHI, 2011, p.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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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모던 스타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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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스타일은 20 세기와 21 세기 현재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전제

로 한 산업화와 민주주의, 국제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

용적이고 자아적인 속성이 종합된 스타일이다. 모던은 ‘항상 새로운 현

대’를 의미하므로 모던 스타일은 자신감과 세련된 느낌, 그리고 희망이

모던 스타일의 변치 않는 감정이며 따라서 첨단기술, 탈장식, 탈모던, 자

아적 캐릭터와 간결한, 반짝이는, 딱딱한, 기하학, 개성적인 조형 특징을

나타낸다. 모던 스타일은 제품의 사용가치는 물론 상품으로서의 재화 가

치 그리고 소유물로서의 공유 가치와 자아 가치 등을 모두 중요시하며,

도구적 유형의 상징적, 집단적, 유형적 특징을 나타내며, 실용적 유형의

감성적, 궁극적, 근원적인 특성 그리고 개념적 유형의 보편적이고 국제적

인 특징과 자아적 유형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며 동시에 표현적인 특징

이 공존한다.

‘모던’은 ‘현재’를 의미하므로 후에 20 세기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모

던 시대가 어떻게 작명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더는 인간의 물리적인 이동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의 사람들은 오늘의 ‘모던 시대’를 아마 인간이 가장 생산적이고 활

동적이던 것을 기념하고 올림픽 정신인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를 상징하여 ‘올림픽 시대’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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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자 스타일

의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그 흔적은 신석기 시대

4700 년경 BC 유럽의 동남부 루마니아 타페스티(Tarpesti)에서 발견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토우의 발견을 시작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 토

우가 인류 최초의 의자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도 훨씬 오래전

에 현생 인류의 이전에도 의자는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토우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의자의 형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의자는

발명이 아닌 발견에서 시작하였을 것이다. 최초의 누군가가 늘 바닥에

앉아서 쉬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쓰러져 있는 나무나 작은 바위에 앉

게 되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편안하였을 뿐 아니라 다음 행동에도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의자의 탄생

순간이다. 의자를 발견한 그가 즉시 그것을 그의 거주지로 가져와서 ‘의

자’로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의자의 발견은 인간이

살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인간을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Homo habilis)으로 정의하고 돌칼을 그것의 시작

이라 한다면 의자의 발견은 그것보다도 훨씬 오래되었을 것이다. 의자는

그렇게 그 도구적 기능이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의자는 처음 ‘앉는 것’이란 기능에서 시작하였으며 여러 시대, 문

화, 재료와 제작 기술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였다.

<그림 157> 의자의 발견. 타페스티(Târpești, Romania 4750-4700 BC) 토우와 의자의

원시적 형태인 바위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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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종교와 국가라는 정치 체계를 구축되면서 의자는 계급을 상징

하는 기호적 기능이 추가되었고, 나아가 귀족과 부유층의 생활공간을 장

식하는 심미적 기능도 갖추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왕은 권

력과 부의 정점에 있었으며 의자는 그의 통치 권력을 표현하였다.297) 18

대 왕조인 투탕카멘(Tutankhamun) 왕좌의 손잡이와 등받이에 조각된

양쪽의 날개 달린 뱀은 각각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북이집트와

남이집트를 동시에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며 등받이 중앙에 있는 태양은

이집트의 유일 숭배신 아톤(Aten)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탕카멘 왕과 그

의 아내 앙케세나멘(Ankhesenamun, BC 1348-1322) 여왕이 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낸다.298)

<그림 158> King Tut's &

The-Tomb-of-Tutankhamun, 3,500-year-old

museum original in Cairo, Egypt

297) Hugh Chisholm, The Encyclopedia Britannica: A Dictionary of Arts, Sciences,

Literature and General Information, Vol. 5, Encyclopedia Britannica, 1910, p. 801

298) Mey Zaki, The Legacy of Tutankhamun Art and History, Farid Atiya Press,

2008,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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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자는 도구적 기능과 실용적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발

전되었다. 크리스모스(klismos, BC 50)는 의자의 등받이가 몸 안쪽으로

어깨를 감싸고, 네 개의 다리는 각자 밖으로 휘어져 있어 비례적으로 안

정감을 주는 전형적인 고대 그리스 스타일의 의자이다.299) 크리스모스

스타일의 의자는 가볍고 견고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이 고대 그리스 스타일을 상징하는 크리스모스는 고대 시대뿐 아니라 이

후에도 여러 시대의 스타일에 적응하면서 그 구조와 조형적 특징을 이어

왔다. 미스 반 데 로에의 ‘바르셀로나 체어(Barcelona chair)’ 또한, 크리

스모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9> 고대 그리스의 크리스모스와 바르셀로나 체어, Cassel Painter, 
Kalpis with Toilette Scene with Two Women and Eros, circa 440 BC 
(Classical), Klismos chair, Benjamin Henry Latrobe, Philadelphia 
Museum of Art, 1808, Mies van der Rohe, Barcelona chair, 1929

접이형 의자인 로만 셀라(Roman sella)는 도구적일 뿐 아니라 실용

적 특징이 강조된 대표적인 고대 로마의 의자이다. 주로 고위 관료들이

사용하였던 이 의자는 등받이가 없으며 접이용 의자로서 다양한 일상에

서 사용되었던 휴대용 의자이다. 이 접이용 의자는 다리가 직선이거나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식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300) 로만 셀라는

299) Franco Bulian, Jon Graystone, Wood Coatings: Theory and Practice,

Butterworth-Heinemann, 2003, p. 5

300) Ernst Karl Guhl, The Life of the Greeks and Romans Described from Antique

Monuments, 2012,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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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러 시대를 거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고대 로마의 가장

특징적인 의자는 클라인(Kline)으로 누울 수 있는 침대형 의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의 주 용도는 식사 시 의자에 눕는 듯 기대어 식사하는 것으

로 보통 3개가 한 조가 되어 트라이크리니엄(Triclinium)을 이룬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의자들은 장식이 거의 없이 그 의자의 기능이 구

조와 형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을 표현하며 비례 미와 질

서 미를 나타낸다.

<그림 160> 접이형 의자인 로만 셀라와 트라이크리니엄, Roman sella, folding

chair, Kline, Triclinium

고딕 스타일의 성당 건축은 신과 하늘을 열망하는 강한 수직감이 조

형적 특징이었고, 스티플, 피나클, 트레이서리 등의 장식이 의자에도 적

용되었다.301) 또한, 의자의 높은 등받이는 고딕 스타일의 특징이 되어,

특별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캐릭터로 사용되었으며 모던 시대

의 디자이너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그림 161> 고딕 스타일의 수직감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의자

301) Patricia May Gathercole, The Depiction of Architecture and Furniture in

Medieval French Manuscript Illumination, Edwin Mellen Press, 200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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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에 형태가 구속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쉽

게 앉을 수 있는 높이, 앉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등받이, 즉시

일어서거나 다른 무엇을 만들거나 일어서는 등의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

기 적합한 형태 등 도구적인 기능의 구조가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사용자

의 특성을 나타내는 장식은 그야말로 ‘부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스타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의자의 발전과 진화는 의자 본연의 앉는

실용적 기능의 발전에 관한 것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나 공간을 연출하

는 장식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발전되었다. 즉 최초의 의자라 할 수

있는 바위와 쓰러진 나무는 그 자체로서 완성된 의자의 본질적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 이후 의자는 다양한 스타일을 거치면서 각

스타일의 장식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즉 의자는 사용자의 안락함과 위엄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개인 생

활의 도구이자 상징이 되었으며,302) 개인의 사회적 신분과 취향을 표현

하는 기호적 기능과 정체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아 가치에 집중되었

고 이것은 의자의 구조보다는 장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따라서 의자는

기능의 구조보다는 더 표현적인 장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대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및 산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양과 조

형 캐릭터가 의자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장

식이 많은 의자는 여러 장인의 수공예적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량으로 만들 수 없었고 따라서 의자는 역사적으로 상류층의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모던시대가 되면서 의자는 고급 가구에서 대중적인 가구로

개념이 변화였다. 독일의 가구 기술자 마이클 도넷(Michael Thonet,

1796-1871)은 의자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다. 19 세기 후반에 많은 상

업 공간이 생기면서 과거의 무겁고 비싼 가구보다는 값싸고 가벼운 가구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ide chair no. 14’는 도넷이 접착제를 사

용하지 않고 의자를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고온의 증기를

302) Gail S. Fidler, Beth P. Velde, Activities: Reality and Symbol, SLACK

Incorporated, 1999,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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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나무를 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의자의 부품과

연결 부위가 적어져 나사못을 이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의자는 더욱 튼

튼하고 가벼우며 또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도넷의

의자는 1859 년에 비엔나에서 처음 출시되었고 1930 년까지 5천만 세트

가 생산되었으며 유럽의 많은 카페에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최초의 ‘카페

의자(cafe chair)’로 알려졌다.

<그림 162> Michael Thonet, ‘Chair no. 14’, 1859

20 세기가 시작되면서 선구적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의자를 통하여

모던 시대의 기술, 소재 그리고 생활 환경에 적합한 의자의 제작 기술과

조형 미학을 실험하였다. 19 세기 말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기능주의적

건축은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였고, 20 세기 초 디자이너들은 이것에서 영

감을 받아 새로운 공간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자의 미학을 실험하였

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자신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실험을

하였는데, 이들의 작업은 대다수가 부유한 후원자에 의한 소량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주로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능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당시

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였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건축가 매킨토시는 1903

년 스코트 랜드의 글래스고우시에 윌로우 티룸(Willow Tea Room)의 인

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았고 이 공간에 적합한 의자를 새롭게 디자인하

였다. 이 찻집은 일반에 공개되자마자 세련된 스타일로 인하여 많은 사

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찻집과 등받이가 높은 의자는 많은 사람

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디자인의 기본적 형태는 고딕 스타일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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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등받이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그 디테일의 표현은 시대를 앞당겨 아르

누보 스타일의 곡선과 아르데코의 기하학적 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과거

스타일에 현대의 감성이 적용된 것으로 새로운 의자의 조형을 실험한 개

념적 형태의 특징을 나타냈다.

<그림 163> Willow Tea Room and chair, Glasgow, Scotland

또한, 실험적 디자이너들은 의자를 나무와 직물로 만든다는 전통적

인 생각에서 벗어나 당시 새로운 소재로 등장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모던 스타일의 대표적인 상징인 구조적 기계 미학을 시도

하였다. 이들은 주로 소재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 크롬도금이 된 강철 파이프를 사용하여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처

럼 장식을 절제하고 기능과 구조가 강조된 도구적 스타일을 실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만든 의자는 질서 미와 비례 미를 이용한 세심하고도 절

제된 고전주의적 미학이었고, 이는 모던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다.

<그림 164> 기계 미학의 모티브가 된 강철파이프와 크롬도금, Pierre Jeanneret,

Charlotte Perriand and Le Corbusier, Grand Comfort lounge chairs, Heidi Weber

Switzerland/France, 1959, Charlotte Perriand, Les Arcs(bar stools for Ski Resort),

1960, Marcel Breue, Wassily chair, 1925-1926, Mart Stam, Cantilever Armchair,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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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도금 된 강철의 구조와 탄성에 대한 실험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

를 낳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구조와 탄성을 차가운 금속이

아닌 따듯한 느낌의 나무에서도 나타나도록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넷의 ‘no.14’처럼 자유로운 곡선이 아닌 직선과 절제된 감성을 모던 스

타일의 느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

(Alvar Aalto, 1898-1976)는 직선과 원의 연결로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다. 알토는 핀란드의 파이미오 요양원(Paimio Sanatorium)의 건축

설계를 하면서 그곳의 폐결핵 환자들이 숨을 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로 파이미오 라운지 체어(paimio lounge

chair)를 디자인하였다.303) 알토는 공기를 맑게 하는 자작나무를 화판 형

식으로 만들어 구조적 강도를 주었고 동시에 그 직선과 곡선을 자연스럽

게 연결하여 안정된 감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65> Paimio Sanatorium and Paimio lounge chair, Alvar Aalto, Finland,

1930

303) Jim Postel, Furniture Design, John Wiley & Sons, 2012,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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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 1888-1964)는 유미주의적이고 자

아적 시각으로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의 구조가 나타낼 수 있는

미적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그의 지그재그(Zig-Zag, 1932)는 판형의 오크

나무와 최소한의 황동 연결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자의 편리성과

구조보다는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기능성에 중심을 둔 것이다. 이 의자

는 리트벨트의 또 다른 의자인 ‘붉은색과 파란색의 의자(Red and Blue

Chair, 1917)’와 함께 매우 비타협적이고 독자적 특징의 자아적 스타일을

나타낸다.

<그림 166> Zig-Zag Chair, Gerrit Rietveld, 1932, The Red and Blue Chair, 1918

새로운 의자를 만들기 위한 공법과 소재의 실험을 계속되었다.

‘1006, 해군 의자(Navy Chair, 1944)’는 이머코(Emeco)라는 전자 회사가

2차 대전 동안 해군에서 사용될 용도로 바닷물과 공기에 부식되지 않고,

가벼우며 동시에 매우 강한 의자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탄생하

였다. 이머코는 알루미늄만을 소재로 한 모델명 ‘1006’을 만들었다.304)

‘해군 의자’란 별명을 갖게 된 이 의자는 미학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구조적 실험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 의자는 의자의 도구적

목적인 ‘앉는 것’이란 사용가치를 위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판매된 의

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 경제적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다.

304) Mimi Sheller, Aluminum Dreams: The Making of Light Modernity, MIT Press,

2014,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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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알류미늄 소재의 해군의자. Emeco 1006(Navy chair), the Electric

Machine and Equipment Company (Emeco) in Hanover, Pennsylvania, USA,

1944

2 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건설과 철

강 에너지 등 세계 각처의 재건을 위한 기초 산업 분야가 성장하였고 낙

관적 시대정신은 소득, 출산, 소비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의자의

수요량도 증가하였다. 알루미늄, 와이어 용접, 다양한 플라스틱의 성형

및 사출 등 신소재 기술들이 발전하였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

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형태, 자연적 감성의 색상과 재료를 통하여 그

동안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르코르뷔지에와 미스 반 데어 로에 그리고 바우하우

스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직선적이고 탈 장식적이며 무채색의 미학과는

다르게 유기적 곡선과 고채도의 색상, 그리고 감성적인 느낌의 유기적

모던 스타일(organic modern style)이 등장하였다.

덴마크 건축가 야콥슨(Arne Jacobsen, 1902-1971)은 유기적 모던 스

타일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코펜하겐의 사스 로얄 호텔(SAS Royal

Hotel, 1960)을 디자인하면서 유기적 형태의 의자 ‘백조(Swan)’, ‘달걀

(Egg)’, ‘물방울(Drop)’을 선보였고 사람들에게 모더니즘의 새로운 인상

을 주었다. 이 호텔의 객실 중 ‘606 호’에는 아직도 야콥슨이 디자인한

‘파란색 의자’가 초기의 객실 디자인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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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Room 606' in Royal Hotel, Arne Jacobsen, SAS House, 1955-1960

미국의 유기적 모더니즘을 이끈 선구자는 찰스 임스(Charles Eames,

1907-1978)와 그의 아내 레이 임스(Ray Eames, 1912-1988)이다.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다르게 이 부부 디자이너는 발명적 소재와 구조를 이용

하여 기능을 강조한 도구적 스타일의 사무용 의자와 사용자의 취향을 표

현하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특징의 범주적 스타일 등을 모두를 다루었

다. 예를 들어 ‘Aluminum Management Chair’는 실용적 유형에 포함되

며 ‘Leather Lounge Chair & Ottoman’는 남성적이며 고급스러운 이미지

의 범주적 유형에 포함된다. 반면에 ‘La Chaise Lounge’와 ‘The LCW’

등은 순수하게 의자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듯한 유미적 스타일을 나타

낸다.

<그림 169> 찰스 임스의 유기적 특징의 의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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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 중반 이후부터 모던 시대에 익숙지 않은 스타일이 발표되었

다.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전통적이거나 진보적 스타일 등 시대적 주류

가 아닌 재치(wit), 저속(kitsch), 비상식(non-sense), 무가치(useless), 모

방(revival), 유일(uniqueness), 풍자(satire) 등에도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

이며 참여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자생적인 창작 의욕은 요셉 보이스

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305)란 표현의 사례가 되었다. 카스티글리오

니 형제(Achille & Pier Castiglioni) 건축가는 독창적인 작업을 해왔는

데, 특히 뒤샹(Marcel Duchamp,1887-1968)의 샘(Fountain, 1917)과 피카

소(Pablo Picasso, 1881-1973)의 ‘황소의 머리(Head of a Bull, 1942)’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만의 독자적이고 표현적인 특징의 자아적 스타일의 디

자인을 하였다. 그들은 기성 제품의 부분을 이용하여 의자로 재생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트랙터의 의자와 자전거의 안장을 이용한 스툴, 메자드로

(Mezzadro, 1954)와 셀라(Sella, 1957)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모던시대 하에서 나타난 모던 스타일과는 이질적인 특히 역사적 스타일

과 유머를 은유한 특징의 디자인은 자아적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70> 모던 스타일의 자아적 모티브. Marcel Duchamp, 샘(Fountain), 1917,

Castiglioni‘s chair design, Pablo Picasso, Bull's Head, 1942

강철봉은 의자를 만드는 효율적인 재료가 되었다. 특히 강철의 강성

과 탄성을 이용한 의자의 개발은 그동안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되었

고 데이비드 로울랜드(David Rowland, 1924-2010)의 ‘Model No. GF

40/4’은 어떠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305) Ulrich Rösch, We are the Revolution!, Temple Lodge Publishing, 2013, p. 25

“Every human being is a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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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으며 도구적 기능을 보편적이고 실용적이며 직관적인 특징으로 나

타내어 경제적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다.

<그림 171> 강철봉을 이용한 새로운 의자. David Rowland, Model No. GF

40/4(Chromed steel rod frame), 1964, Harry Bertoia, Diamond Chair, 1952

사무용 의자가 재료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모더니즘의 상징인

생산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거주 공간과 개인 공간의

의자는 재료와 형태를 통하여 다원주의란 모던 시대의 시대정신에 어울

리는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포스트 모던의 개념을

접하면서 더욱 범주적이며 동시에 자아적인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팬톤

(Verner Panton, 1926-1998)은 매끄럽고 관능적인 형태의 ‘팬톤 의자

(Panton Chair, 1965)’를 디자인하였다. 팬톤과 허먼 밀러(Herman

Miller)는 S자형의 일체형 캔틸레버 구조로 된 이 의자의 독특한 형태를

가능하게 할 소재를 찾기 위해 수년간 연구하였다. 팬톤은 바이엘

(Bayer)사에서 개발한 강하고 고탄성이며 사출이 가능한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드디어 그의 의자를 만들 수

있었다.306) 이 팬톤 의자는 그것이 갖는 혁신적 소재로 인해 발명적이면

서도 구조적인 특징의 도구적 스타일을 나타내지만 강한 성적인 매력으

로 또 주관적이며 이질적인 특징의 조형 특징으로 자아적 스타일의 사례

가 되었다. 1969 년의 ‘Donna Up5 and Up6’은 이러한 과감한 상징과 또

다른 성적 감성을 위한 은유적이고 범주적 스타일이다. 이 의자를 디자

306) Susan Freinkel, Plastic: A Toxic Love Story,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1,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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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가 주장하고자 하였던 것은 “여성의

삶과 굴레” 이였지만 오히려 이 의자의 글래머러스한 요염함이 여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72> The Panton Chair (1965), Donna Chair UP5 and UP6, (1969)

20 세기의 후반부가 되면서 의자는 더욱 다양한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팬톤과 페세의 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가 비현실적인 상

상을 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과장된 형태의 바나나와 성게, 입술, 잔디

등의 독창적이고 과장된 형태의 의자가 등장하였다. 의자의 형태는 단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유머와 위트를 가졌으며, 또한,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처럼 자신의 공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수단이 되었다. 이를 위해

의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취향의 스타일로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

한 새로운 감성들은 ‘레트로(retro)’, ‘서브컬쳐(sub-culture)’, ‘키치

(kitsch)’, ‘DIY(do-it-yourself)’, ‘팝(pop)’, ‘포스트 모던(post-moder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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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타일의 이름으로 표현되었다. 상징적으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나타내는 이러한 의자의 자유분방한 형태들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 취

향을 나타내는 자아적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대중적이고

범주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자아적 스타일은 과거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경험과 기억 또는 이상적 자아의 이미지 등의 모티브를 조합하여 나타내

는 절충적이고 유미적인 성향으로서 독자적이고 이기적이며 표현적인 조

형 특징을 나타낸다.307)

<그림 173> 자아적 스타일의 의자 사례

의자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 결과 의자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진화하

였다.

Ÿ 의자는 신체적 도구로서 피로 해소와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 기능의 도구이다.

Ÿ 의자는 산업시대 이전에는 종교, 정치, 자연, 산업 등의 사회적 요

인이, 이후에는 개인의 정체성이 스타일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

Ÿ 의자는 20 세기 이후, 소재 및 생산 방식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사

용가치와 재화가치, 자아가치가 하나로 혼합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307) Jenny Pynt, Joy Higgs, A History of Seating, 3000 BC to 2000 AD: Function

Versus Aesthetics. Cambria Press, 2010,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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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동차 스타일

자동차 탄생은 1769 년 프랑스의 발명가 퀴뇨(Nicolas Cugnot,

1725-1804)가 말 대신에 증기 엔진(internal combustion engine)이 장착

된 마차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이 최초의 증기 자동차는 대포를 끌기 위

해 만들어진 것으로 3개의 큰 바퀴가 장착하였으며 속도는 성인의 걸음

걸이와 비슷하였다.308) 증기 자동차는 순조롭게 발전되지 못하였다. 증기

자동차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엔진의 기계적 한계와 도로 환경이었다.

엔진은 컸고 자동차가 운행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거칠었다. 증기 자동차

는 석탄 대신에 기름을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선되었고 도로의 사정도 점

차 나아졌지만, 여전히 물이 데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과,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해야만 하는 취약점은 개선되기 어려웠다.309) 그럼

에도 불구하고 스팀 엔진의 자동차는 20 세기 초까지 개발 및 생산 판매

되었다.

전기 배터리도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1859 년 프랑스 물리학자 플랑

테(Gaston Planté, 1834-1889)에 전기 배터리(lead-acid battery)가 발명

되었고 이후 1881 년 프랑스의 발명가 투르베(Gustave Trouvé,

1839-1902), 영국의 윌리엄 아이튼(William Ayton, 1847-1908)과 존 페

리(John Perry, 1850-1920)에 의해서 보트와 자동차의 엔진으로 적용되

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보급시킨 사람은 미국의 엔지니

어인 헨리 모리스(Henry G. Morris, 1840-?)와 화학자인 페드로 살롬

(Pedro G. Salom, 1856-?)이다. 이 두 사람은 1894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1897년에 ‘Electric Carriage and Wagon

Company, 1897’이라는 택시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12대의 전기 자

동차로 뉴욕에서 택시 사업을 하였고 매우 성공하였다.310) 택시의 성공

308) John H. Lienhard, Inventing Modern : Growing up with X-Rays, Skyscrapers,

and Tailfi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18

309) Julian Happian-Smith, An Introduction to Modern Vehicle Design,

Butterworth-Heinemann, 200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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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10 년대 전기 자동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당시 미국에는 약 25 개

의 전기 자동차 생산 업체가 있었으며, 사업용 자동차에서 개인용 자동

차로 그 사용층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특히 전기 자동차는 여성 운전자

에게 환영받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 자동차는 당시 시동기

(starter)를 손으로 회전시켜야 엔진이 시동 걸렸는데, 이것이 여성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전기 자동차는 더욱 발전하여 1927년경

디트로이트 일렉트릭(Detroit Electric) 자동차 회사가 1912 년 한 해에

2,000 대의 차를 판매하였는데 한 번의 충전(Nikel-iron battery)으로 최

대한 130km의 범위까지 갈 수 있었다.311)

스팀엔진, 전기엔진 동시에 새로운 내연 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이 개발되었다. 내연 기관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네덜란드의 천

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호이겐스(Christiaan Huygens, 1629-1695)에 의해

서 실행되었다. 그는 1673년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화약의 폭발력으로

무게 추를 들어 올렸다고 설명하였다.312) 이후 1807년 내연 기관은 화약

이 아닌 휘발유를 사용한 프랑수아 리바츠(Francois Isaac de Rivaz,

1752-1828)에 의해서 1807년에 개발되어 최초로 자동차에 장착되었으며,

각국의 발명가와 엔지니어를 통해 오랫동안 개선 및 발전되었다. 그리고

1882 년 고틀립 다임러(Gottlieb Daimler, 1834-1900)와 빌헬름 마이바흐

(Wilhelm Maybach, 1846-1929)가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근처에

엔진 공장을 설립하였고, 1883년 칼 벤츠(Carl Benz, 1844-1929)가 자동

차 회사를 설립하며 1885 년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 기관 자동차가

탄생하였으며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1889 년 그들의 첫 자동차를 선보였

다.313)

310) James J. Flink, The Automobile Age, MIT Press, 1990, p. 8

311) Arvid Linde, Electric Cars – The Future is Now!, Veloce Publishing Ltd, 2010,

pp. 92-94

312) Constantine Arcoumani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cademic Press Limited,

1988, p. 2

313) Jay P. Pederson, International Directory of Company Histories Vol 34, Gale,

2000,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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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스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내연 기관 자동차의 발명적 형태

자동차는 처음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구조와 이동의

기능을 이루기 위한 발명적 형태로 시작하였지만, 곧 마차의 형태를 원

형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스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내

연 기관 자동차 모두 그 초기의 형태를 모두 스텐호프(Stanhope)식의 구

조를 갖추었다.

스텐호프 스타일은 1899 년에 ‘윈톤 자동차회사(Winton Motor

Carriage Company)’가 이와 같은 형식의 모델을 개발하고 인기를 끌면

서 스타일 명이 되었다. 스탠호프 스타일은 마차와 거의 같은 구조로서,

벤치와 같은 의자를 운전석으로 하고 그 위 공간을 천으로 감싸는 형식

으로, 엔진 등의 동력 기계부는 의자 밑 공간과 뒷바퀴 위 공간 사이에

배치한 과거 4륜 짐마차의 형식과 거의 같은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캐빈과 엔진룸의 거의 상하 배치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뿐더러 전체적인 무게의 균형도 적절히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오

랫동안 사용되었던 마차의 모양을 이용하므로 자동차라는 새로운 운송

수단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자동차와 비교 했을 때

스텐호프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커다란 바퀴와 캐빈 그리고 엔진룸이

지상으로부터 높이 올라와 져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로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비포장 된 도로는 표면이 고르지 못했고

승차감뿐만 아니라 엔진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퀴를

가능한 한 크게 해야 했다.

자동차가 마차의 모습에서 현대 자동차의 모습을 갖게 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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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년에 개발된 파나르-르바소(Panhard et Levassor)의 ‘시스템 파나르

(Systeme Panhard)’ 때문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엔진과 라디에이터의

위치를 운전자의 앞쪽에 위치하여 ‘전방 엔진 및 후륜구동(Front-engine,

rear-wheel-drive layout)’의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

차 커지는 엔진을 식혀 줄 라디에이터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또한, 이 전방 엔진 배치 방식은 엔진의 무게를 앞바퀴 쪽에 배분함

으로써 전체적으로 무게의 균형을 이루고 핸들이 위치한 앞바퀴의 조향

성능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형의 변화는 마차

의 형태를 보이고 있던 이전의 자동차 모델들이 말이 없는 마차의 모습

을 나타냄으로써 시각적으로 허전한 느낌을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

있던 앞자리에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을 대신 배치하여 심정적으로 안정

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주행’이란 자동차로서의 상징감도 더욱 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314)

<그림 175> 자동차의 구조의 원형. 마차, 파나르사의 Systeme Panhard

(1891), 윈톤사의 Stanhope (1899), 포드사의 Ford Model-T Coupe (1926)

314) M. G. Lay, Ways of the World: A History of the World's Roads and of the

Vehicles That Used Them,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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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 말엽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감지한 파리의 스

포츠 문화 잡지 ‘르 프티 주르날(Le Petit Journal)’의 편집장 피에르 쥐

파르(Pierre Giffard, 1853-1922)은 자동차 경주를 기획하였다. 1894년에

개최된 최초의 자동차 경주는 자동차의 기계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과 마차보다 자동차가 훨씬 안전하고 운전이 쉬우며 여행 경비도 줄여

준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주는 파리(Paris)에서 루앙

(Rouen)까지 126km를 왕복하는 것이었으며 총 21 개 팀이 참여하였고

푸조와 파나르가 공식적으로 우승하였다.315) 파나르는 이후에도 이 전방

형 엔진을 유지하였고 이 스타일에 트랜스미션과 원형의 핸들 등 선도적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20 세기 초까지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경주 대회에 출전하는 자동차

들도 이 파나르 스타일인 전방 엔진 및 후륜구동을 적용하였고 이 스타

일은 이후 자동차의 구동 및 조향 배치의 전형이 되었다. 프랑스의 제나

지(Camille Jenatzy, 1868-1913)는 벨기에의 자동차 드라이버로서 그 역

시 총알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전방 엔진 후륜 구동의 전기 자동차인

‘La Jamais Contente’를 이용하여 1899 년 최초로 시속 100km를 돌파한

사람이 되었다. 1901 년 다임러 자동차 회사(Daimler Motors

Corporation)는 ‘Mercedes 35 HP’란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차

는 전방 엔진인 파나르 스타일을 적용하였으며, 무게중심이 이전의 자동

차들보다 훨씬 낮은 저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저중심 설계는 기존

마차 형식 자동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기존의 마차 형식의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코너링시 안정성이 급

격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속력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Mercedes 35 HP’는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된 것이다. 이 차는 또

한, 차대를 나무가 아닌 알루미늄 차대를 적용하여 무게를 이전과 비교

하면 30%나 가볍게 하였다.316) 이 차는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자마자 압

315) John Nauright, Sports around the World: History, Culture, and Practice vol. 1,

ABC-CLIO, 2012, p. 226

316) Vaclav Smil, Creating the Twentieth Century : Technical Innovations of

1867-1914 and their lasting imp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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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속도로 다른 차들을 앞질렀고, 당시 이를 본 프랑스자동차협회

(Automobile Club of France)의 이사 겸 유명 저널리스트인 폴 메얀

(Paul Meyan)은 “이제 우리는 메르세데스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감탄

하였다.317)

<그림 176> 속도를 위한 자동차. Panhard’s PSM V57 D609, Camille Jenatzy’s La

Jamais Contente, Mercedes 35 HP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내연 기관 자동차의 경쟁은 불가피해졌고 세 종류 모두 20 세기 초반까

지 각자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스팀 자동차는 자동차가 출발하기

까지 길게는 30 분까지 예열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전기 자동차는 다른 형식에 비해 훨씬 조용하고 기술적으로도 간단하여

매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배터리 충전의 한계 때문에 장거리 여

행이 어렵고 또 20 세기 초까지 대부분 지역이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거친 도로를 달리기에는 그 출력도 약했다.318) 반면에 내연 기관 자동차

는 시동 모터를 힘들여 돌려야 하고 소음이 크고 기계적으로 복잡하며

특히 주유 시설도 지원되지 않는 등 다른 두 차종에 비해 개발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 1876-1958)에 의해

전기 배터리를 내연 기관 자동차의 시동 스타터(hand-cranker)로 장착하

여 시동 문제를 해결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엔진 개발사들이 그 성

능을 향상할 때마다 내연 기관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져 점차 모든 자동

317) Peter Roberts, A Pictorial History of the Automobile, Grosset & Dunlap, 1977, p.

416

318) Arvid Linde, Electric Cars – The Future is Now!, Veloce Publishing Ltd, 2010,

pp.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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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회를 내연 기관 자동차가 석권하였다. 게다가 내연 기관의 활용도

는 비행기와 보트 등 다양한 운송 수단에 적용될 수 있어 그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고 수요가 증가하며 산업 환경이 안정되었다. 1 차 대전은 스

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내연 기관 자동차의 경쟁을 종식했다.

이때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가 전쟁에 필요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주

력하였다.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 가능한 한 빠르고 힘 있는 출력이 요구

되는 전쟁 상황은 내연 기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기술력

과 필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후 스팀 엔진은 증기기관차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그 발전을 전개하였고, 전기 자동차는 특수 목적

용 운송 수단으로 개발의 방향이 분리되었다.

이처럼 자동차 스타일 발전은 간단히 제품의 제조와 판매로만 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자동차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지 차량의

생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를 생산한 이후 그것

을 판매하고 수리하며, 나아가 사용과 관련된 행동들까지도 직⋅간접으

로 연관되어 있으며,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도로와 교량,

교차로, 주유 시설과 주차 공간 등 운행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다.319)

<그림 177> 모델 T의 변형

1908년 미국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는 자동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것인데, 그것은 자동차를 운송을 위한 도구가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써 해석한 것이며 이것은 ‘포디즘(Fordism)’이 되었다. 포드 자

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의 이 포디즘은 20

319) 구상, 자동차 조형요소 분석을 통한 자동차 디자인아이덴티티 특성의 고찰, 서울대

학교(박사학위 논문),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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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상징하는데, ‘도구와 기계로 생산

할 것’, ‘생산성의 효율을 높일 것’, ‘저가에 생산하고 저가에 판매할

것’320)으로 요약되며, 20 세기의 생산방식, 노동 방식, 소비 방식에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321) 헨리 포드의 꿈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보통의 사람들이

받는 월급으로 구입 가능한 차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며, ‘모델

T’는 그의 이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322) 포드 자동차는 오직 ‘모델 T’ 한

차종만 생산하였고 거의 20 년간인 1927년까지 그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또한, 포드는 ‘모델 T’의 색상도 검은색 한가지로만 하였는

데 이에 대해 그는 “검은색은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떄

문이다.323) ‘모델 T’의 상품 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낮은 가격이었고 이를

위해 포드는 디자인이나 성능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모

델 T’는 1923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까지 올린 후 판매가 저조해지

기 시작하여 1927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324) 모델 T의 점유율 저하

는 경쟁 차들의 가격이 ‘모델 T’만큼 낮아졌으며 성능은 더 좋아졌기 때

문이다. 신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백 달러만 더 추가하면 여러

회사의 다양한 모델 중에서 더욱 강력한 엔진과 편리한 핸들, 최신 서스

펜션과 브레이크를 장착한 최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1927

년 5월 26 일 마지막 15,007,033번째 차를 끝으로 생산을 멈추었다. 이후

포드 자동차는 1928년 ‘모델 A’를 출시하기까지 6개월간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325) 자동차 역사에서 하나의 자동차 업체가 하나의 브랜

320) Carlo Pirovano, History of Industrial Design: 1851-1918, Mondadori Electa, 1991,

p. 56

321) Brian GreenbeCG, Linda S. Watts, Richard A. Greenwald, Gordon Reavley, Alice

L. George, Scott Beekman, Cecilia Bucki,Mark Ciabattari, John C. Stoner, Troy D.

Paino, Laurie Mercier, Andrew Hunt, Peter C. Holloran, Nanay Cohen, Soci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BC-CLIO Inc. 2009, p. 64

322) Rudolph Alvarado, Swoony Alvaried, Drazing Coinclusions on Henry Ford,

University of Michigan, 2004, p. 9

323) Robert J. Carbaugh, Contemporary Economics: An Applications Approach, M. E.

Sharpe, Inc., 2014, p. 89

324) Dennis P. Doordan, Design History: An Anthology, MIT Press, 1995, p. 124

325) Rudi Volti, Cars and Culture: The Life Story of a Technology, Green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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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모델 그리고 생산설비로 시장을 20 년간 지배한 것은 포드 ‘모델 T’

가 유일하다. ‘모델 T’는 공예적이고 수공업적이며 비 규격화된 부품들에

의해 만들어지던 자동차를 표준화된 부품과 효율적 생산방식을 통해 ‘조

립’되는 공업 제품으로 바꾸었다.326) 그리고 ‘모델 T’는 모더니즘과 포디

즘의 상징이며 생산자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의 표준으로서 도구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제품의 전형이 되었다.

‘모델 T’ 이후 자동차의 개발 방향은 성능이나 저가 방식이 아닌 멋

과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1차 대전(1914-1918)과

정에서 유일하게 자국 내 전투가 없었던 유일한 승전국으로서 폐허 된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위해 여러 소비재와 건축재를 생산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화학 부문의 큰 수익과 함께 다른 분야의 산업도

발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국이 되었다.327) 미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주도적 위치에 따른 자신감과 낙관적 경제관으로 소

비 심리를 자극하였고, 이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가 생활’이란 소비

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으며 자동차의 디자인과 마케팅에 적용되었

다.

이러한 낙천적인 분위기는 먼저 자동차의 색상에서 나타났다. 전통

적인 블랙 색상에서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또는 두 가지 색을 적용한

투톤 칼라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화려해졌으며, 곡선과 곡면을 강

조하였다. 곡선은 당시에 유행하였던 여성 취향을 효과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브랜드와 모델에 적용되었다. 나아가 자동차는 운송

수단의 도구적 개념을 넘어 여가와 이벤트를 위한 필수품으로 또는 패션

과 같이 사용자의 취향을 나타내는 장식품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자동

차의 개념에 대한 변화는 디자이너들을 보다 과감하게 하였다. 전체적으

로 크기가 커지고, 장식은 과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였다.

Press, 2006, p. 49

326) 구상, 자동차 조형요소 분석을 통한 자동차 디자인 아이덴티티 특성의 고찰, 서울대

학교(박사학위 논문), 2007, p. 46

327) Robert U. Ayres, The Bubble Economy: Is Sustainable Growth Possibl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4,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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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동차는 사용자의 생활을 나타내고 사회적 신분과 개인의 정

체성을 상징하는 범주적이면서 동시에 자아적인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그림 178>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한 자동차 광고 마케팅

자동차의 발전이 사용자의 신분과 개성적인 표현 수단으로 전개되면

서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졌다. 시장세분화는 인구 통계적 또는 지역, 행

동, 나이, 경제, 신분에 따른 범주화와 그리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는 태도, 가치관, 취향 등 소비자의 개성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만의 선호적 스

타일 범위에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 브

랜드와 스타일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외면적 특성인 나이, 가족, 직업과

신분, 그리고 경제적 조건 등 사회적 관계 특성과 내면적 속성인 태도,

가치관, 취향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또는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의 회사와 브랜드 또 구체적인 모델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 제품 중에 자동차는 가장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세단, 왜건,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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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컨버터블, 해치백 등 자동차의 캐빈과 엔진룸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구성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자동차는 같은 모델에서도 등급 즉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하나의 모델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 사용자를 사회적 신분, 가치관, 취향

등으로 구분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상태와 필요에 근접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고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로 이어졌다. 시

장세분화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음료, 잡지, 병

원, 은행 등 많은 사업과 제품에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스타일의

자동차나 가구 또는 의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은 같은 취향

의 사람들 또는 비슷한 공통성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은 경제적인 차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를

찾는 사람, 또는 자동차의 편리성과 안락함을 차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등 각각의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된 브랜드

와 모델로 구분된다. 따라서 상품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범주

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328)

시장세분화의 개념은 1956 년 웬델 스미스(Wendell Smith,

1914-1972)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의 요구가

서로 일치할 수 없다는 ‘불완전 경쟁(Imperfection Competition)’의 이론

을 바탕으로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329) 따

라서 그는 “시장의 세분화란 서로 다른 선호와 욕구를 나타내는 소비자

를 합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경향과 영향 요소 등을

통해 작고 다양한 시장들로 범주화된 하나의 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다.”330)라고 하였다. 시장세분화는 인구 통계적 또는 지역, 행동, 연령,

328) William Pride, O. C. Ferrell, Marketing,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8,

p. 271

329) Michel Wedel, Wagner A. Kamakura, Market Segmenta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p. 3

330) Wendell Smith, Product differentiation and Market Segmentation as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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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분 그리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는 태도, 가치관, 취향

등 소비자의 개성에 따른 선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구입할 때 자신만의 선호적 스타일 범위

에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의 브랜드와

스타일을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외면적 특성인 나이, 가족, 직업과 신분,

그리고 경제적 조건 등을 반영하고 또한, 내면적 속성인 태도, 가치관,

취향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또는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의

회사와 브랜드 또 구체적인 모델의 스타일을 선택한다.

<그림 179> 1941년도 GM의 브랜드 구조 (Chevrolets, Pontiacs,

Oldsmobiles, Buicks, Cadillacs)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시장 세분화 기법은 GM의 최고 책임자인

슬로안(Alfred Sloan, 1875-1966)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는 1920

년 GM의 회장이 되면서 기존에 25 개의 자동차 계열사에서 백여 종의

Marketing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July 195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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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모델로 생산되는 자동차 생산 체계를 쉐보레(Chevrolets), 폰

티악(Pontiacs), 올즈모빌(Oldsmobiles), 뷰익(Buicks), 캐딜락(Cadillacs)

등 5 개의 주요 브랜드로 정리하였다. 이 전략은 당시 포드가 모델 T 하

나로 전체 시장에 대응하려는 것과 구별된다.331) GM은 5개의 각 브랜

드별 상품적 가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성능과 가격을 기준

으로 순차적으로 높아지도록 위계를 세웠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브랜드

의 디자인과 스타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각자의 경

제적 여건과 개성에 적합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었고, 나아가 더 상위의

브랜드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브랜드

의 계층구조는 GM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갖게 하였다.

이 다섯 종의 GM 브랜드는 각기 다른 세분된 시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의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고가의 자동

차는 ‘케딜락’이였으며 가장 저가의 브랜드는 쉐보레였다. 그러나 역순으

로 쉐보레가 가장 큰 판매 볼륨을 갖고 있었으며 캐딜락이 가장 적은 수

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GM의 시장 세분화는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설명된다. “16살의 청년은 가격이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쉐보레’를 선택

하고 그가 결혼할 때에는 세련된 ‘폰티악’으로, 자녀가 생기면 더욱 넉넉

한 공간의 ‘올즈모빌’을 구입하고, 중년이 되면 멋지고 안전한 ‘뷰익’을,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골프 여행을 다닐 때면 ‘캐딜

락’을 선택한다.” 즉 만약 처음에 쉐보레를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면 그는 평생, GM의 브랜드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슬로안은

이러한 GM의 브랜드 위계와 각 모델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통일하기 위

하여 디자인 및 스타일 부서를 강화하였고 그 책임을 하레이 얼(Harley

Earl, 1893-1969)에게 맡겼다. 얼은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

해 ‘콘셉트 카(concept car)’을 개발하여 모터쇼와 매스컴을 통해 발표하

며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특성과 취향을 살피고 이를 디자인과 스타일에

반영하여 GM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331) Charles Hill, Gareth Jones, Essentials of Strategic Management,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2012, pp. c78-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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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하레이 얼이 주도한 뷰익의 콘셉트카

다섯 종의 브랜드로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는 슬로안의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이루어, GM은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 자동차 시장의

90%를 차지하였으며 그중에 절반은 GM이 차지하였다.332) 그러나 시장

의 근본인 소비자의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여러 외부 환

경 요소와 내부적 이유로 인해 지속해서 변화하므로 시장의 세분화 또

한, 고정적이지 않다. 특히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최

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의 시장

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한다. 그러므로 많은 자

동차 메이커 또는 브랜드는 하나의 모델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회사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자동차 역사에서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시장의 세분화는 더욱 작게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2 차 대전 후 미국은 20 세기 후반 경제적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많

은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세계 경제가 더욱 미국의 주도하에 성장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규모는 과거 보다 커졌으며 소비 시장은 더

욱 풍요롭고 구체적으로 세분 되었다. 미국은 이미 저가의 자동차부터

고가의 자동차까지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과시적 본능은 성장

하는 경제와 함께 커졌고 새로운 소비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성공을 나타낼 스타일의 자동차를 원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는 미

332) Robert A. G. Monks, Nell Minow, Corporate Governance, Wiley, 2008, pp.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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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급 브랜드인 GM의 캐딜락(Cadillacs)과 포드의 링컨(Lincoln),

크라이슬러 임페리얼(Imperial) 등은 차의 크기를 키우고 남성적 취향을

강조하였으며 ‘더 크기(more)’, ‘더 좋게(better)’, ‘더 화려하게(glitter)’를

추구하였다.

<그림 181> 1960년 신문 광고에 나타난 미국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

일부 소비자들은 캐딜락이 너무 크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

들과 함께 주차하기가 힘들고 또 기존의 차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평

하였다.333) 자동차의 이러한 과장된 디자인의 특징은 보통 과시적 소비

성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1899 년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9)에 의해 제시된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고가의 상품을 구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334) 그는 “옷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335)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러므로 상품에는 이에 관한 각각의 의미와 상

징이 결부된다.336) 특히 옷과 같이 사람의 외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333) David Temple, Motorama: GM's Legendary Show & Concept Cars, CarTech Inc,

2015, p. 189

334) Joseph P. Forgas, Klaus Fiedler, Constantine Sedikides, Social Thinking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y Press, 2012, p. 34

335)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s, AAKAR BOOKS, 2005, p. 126

336) Neva R. Goodwin, Frank Ackerman, David Kiron, The Consumer Society, Island

Press, 1997,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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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집, 보석 등의 제품들은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이러

한 과시적 소비성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다. 나아가 신분 상징을 강조한 전통적인 럭셔리 스타일과는 다르게 희

소성을 강조하고 사적 의미가 부여된 하이엔드 스타일(high-end style)

이 대중 매체에 등장하였다. 그동안 하이엔드 스타일을 추구하였던 영국

이나 이탈리아의 소수 브랜드 뿐 아니라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던

수공예적 브랜드들도 일반에게 소개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이러한

고가 제품의 소비는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따른 권리와

성취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거의 모든 제품에는 이러한 최상급의 카테

고리가 형성되었으며 이 범주의 스타일은 각 제품의 전체 스타일을 리드

하는 뱃머리(figurehead)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차 하이엔드 스타일을 지향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 하이엔드 스타

일은 그 자체로서 이상적이고 궁극적이며 극단적이고 감상적인 조형 특

징을 나타내는 개념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자동차 스타일은 1973년 석유파동(oil crisis)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

화된 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과장된 크기와 무게

는 자동차 디자인에서 포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유럽과 일본의 브

랜드들은 전통적으로 도시환경과 도로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크

기를 미국의 브랜드처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없었다. 그 대신 유

럽의 자동차는 더욱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장

식이 배제된 조형적인 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차체의 세부적인

조형에서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장식적인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차

량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차체의 스

타일은 입체 형태와 곡률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조형성을 중시하는 개념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석유파동에 의한 자체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반면에 유럽은 자동차의 동력

장치나 제동 장치 등의 성능적인 발전과 함께 자동차의 외면적인 요인에

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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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고속 주행 시 발행하는 공기저항에 대한 부분이다. 이탈리아

를 선두로 공기역학과 자동차 외형과의 상관관계가 연구 및 실험되었고

1980 년대 유럽과 미국 메이커에서 공기역학적 특성을 차체 디자인에 반

영한 양산 차량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차체 스타일이 단지 외형

적인 장식적 조형 작업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기능과 형태가 공존하는

종합적인 조형의 관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석유파동에

의한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함께 제품의 생산비가 증가하자 차의 가격을

낮출 방법을 자동차의 구조와 생산방식에서 찾았다. 기계 및 내장 요소

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브랜드 간 자동차 ‘플랫폼 공유화(automobile

platform sharing)’, ‘전륜 구동방식( front-wheel drive)’의 보편화, 차대

와 차체를 통합한 ‘일체형 바디(unibody)’, 구동의 연결방식을 효율화한

‘가로형 엔진(transverse engine)’등이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생산비용

의 절감은 자동차 발전의 핵심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자동차 디자인은 2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0 년대를 기점으로 단

순하고 콤팩트하며 상대적으로 덜 특징적인 스타일로 전환되었다.337)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기술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국

의 자동차 메이커에게 위기가 되었다. 인구의 증가로 자동차가 더 많이

소비되었지만 미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

국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소위 ‘X 세대’가 성년으로서 자동차 구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만의

세대 특성인 다양성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X 세대는 상징적으로 1965 년과 1981 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

이후 세대이다338) X 세대는 활발하고 행복과 가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동시에 80 년대 TV, 영화, 대중음악 등의 미디어 문화와 트렌드

가 거대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339)340) X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

337) 구상, 자동차 조형 요소 분석을 통한 자동차 디자인 아이덴티티 특성의 고찰, 서울

대학교(박사 학위 논문), 2007, pp. 53-55

338) Roger Chapman, Culture Wars: An Encyclopedia of Issues, Viewpoints, and

Voices, M.E. Sharpe, Inc., 2010, p. 212

339) Elwood Watson, Generation X Professors Speak: Voices from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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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다 훨씬 인종이나 민족, 계층, 정치, 종교, 문화, 언어, 성적 정체성

등에서 유연하고 자유롭다. 또한, X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리더를 우상

시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경제, 미디어, 소비 행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제

도적인 변화를 지향하며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X 세대는 개인의 삶

을 즐기는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마케팅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며, 반

대로 자신의 결정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다. 따라서 자

신에 관한 작은 물건을 사는 것도 BMW나 콘도를 사는 것만큼이나 소

중히 여긴다.341) 따라서 이들 X 세대에게 전통적인 미국의 큰 자동차들

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며 오히려 크지는 않지만 내실 있고 저렴한 유럽

과 일본차가 더욱 편하게 다가왔다. X 세대에게 자동차는 자신의 스타일

을 나타내는 여러 물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모던 시대의 자동

차는 가능한 넓은 범위의 소비자 취향을 포함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중립

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의 경제적 스타일을 나타냈고, 유럽과 일본의 브랜

드와 모델들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림 182> 경제적 가치의 자동차. Honda Acorde, 1977년과 2014년 모델 / Ford

Taurus, 1984년과 2014년 모델

X 세대의 소비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20 세기 말부터 일반 계층의

스타일 특징이 보편적이고 실용적 성격을 띠는 것과는 다르게 각 개인만

의 특별한 가치관과 취향을 대상으로 한 자아적 스타일의 추구도 X 세

대의 특징이 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문화적 취향으로

는 자유로운 특성에 따른 X 세대의 특징이다. 동일한 모델을 대량 생산

Scarecrow Press, Inc., 2013, p. 159

340) Jeffrey Andrew Weinstock, Taking South Park Seriousl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p. 151

341) Ronald D. Michman, Edward M. Mazze, Alan James Greco, Lifestyle Marketing:

Reaching the New American Consumer, Praeger Publishings, 200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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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이득이 되는 자동차 회사는 경제적 스타일에 역점을 두어야 했지

만, 이 X세대의 개성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과감히 개성 있는 모

델을 출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는 개성

이란 그들의 소유물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취향을 부여하고

자 하는 것이었지만 자동차 업체에서 생각하는 개성이란 단지 광범위하

진 않은 것 즉 매우 특별하게 소수의 취향을 다수의 취향으로 전환한 것

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소수의 취향을 가진 소비자조차 도 인위적

이고 어색한 자동차 디자인을 외면하였다.

오늘날 자동차 부품의 표준화가 계속되고 다양한 파트의 보급으로

커스텀 스타일링(custom styling)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비

와 지식만을 갖추기만 한다면 누구나 차의 구조와 장식을 자신의 개성에

따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커스텀 스타일링은 굳이 고가의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아표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적인 자아표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83> BMW M3 E46의 기본형과 커스텀 스타일링을 적용한 사례

자동차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 결과 자동차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진

화하였다.

Ÿ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이동 수단으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실용적 기능의 도구이다.

Ÿ 자동차는 1970 년 이전에는 사회적 특성과 자아적 요인이 이후에

는 생산 방식과 경제적 요인이 자동차 스타일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

Ÿ 자동차는 오늘날 시장 세분화 정책에 따라 사용가치, 재화가치, 자

아가치, 공유가치를 분명히 하여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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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화기 스타일

역사적으로 원거리 소통을 위한 방법은 불을 피워 연기를 이용하거

나, 깃발 등을 이용하는 것, 또는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것 등이었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공용적 소통 방식으로 개인적인 소통은 주로 글과

편지로 이루어졌다. 19 세기에 전기의 발명으로 1836 년 전기 전신기

(electrical telegraph)와 사용 언어로 모스 부호(morse code)가 발명되었

다. 전신기는 모스 부호를 배워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전신기를 다루

는 전문가가 우체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신하여 전신을 송

수신해주었다. 따라서 전신기는 이후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사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초기 전신기와 전화기는 자동차의 마차처럼 그 형태의 전계

가 없는 발명품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구조적이

고 작동적 특징의 도구적 형태를 갖추었다.

<그림 184> 기계적이고 도구적 형태를 갖춘 최초 전신기와 전

화기, Strait Key, J-38, Morse codes, Alexander Graham Bell's

telephone patent[76] drawing, March 7, 1876, ‘M’,mouthpiece

전화기는 19 세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발명품과 같이 여러 사람에 의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발되었다. 그러나 1876 년 미국의 벨

(Alexander Bell, 1847-1922)이 전화기에 관한 특허 취득을 이유로 공식

적으로 전화기의 발명자가 되었다. 벨은 전화기를 처음 시연하면서 옆

사무실에 있는 조수에게 ‘M’(mouthpiece)이란 송화기에 대고 “미스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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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이리 오게, 자네가 필요하네!”라고 전화기를 통한 최초의 말을 하였

다.342) 이 최초의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양쪽에서 각각 송수화기가 분리된 형태의 전화기를 갖

추어야 했다. 스타일의 유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전화기의 형

태는 오늘날 전형화된 전화기의 모양과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전자 제

품의 공통적 특성인데, 전자제품은 구조의 움직임을 통한 작동적 기능보

다는 부품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작용 때문에 그 기능이 만들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19 세기에 발명된 다른 전자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화기의

경우에도 외면적 형태는 단지 그 안에 있는 전자 부품을 담는 케이스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화기의 구체적인 크기와 소재, 모양 그리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사용의 편의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화기가 참고해야 할 선행 도구나 제품이 없었기 때문

에 그 구성 부품에 따른 미숙한 형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의

자가 인간의 신체와 직접적 관련된 신체적 도구지만 전화기는 인간의 인

지 능력을 보완하는 정신적 도구란 점이다.

<그림 185> 기능에 따른 형태의 제약이 없는 라디오의 다양한 사례,

Ekco Model AD 65 (1935), Isis Model 20 (1970), Radio in the Bag

(1981)

즉 전화기와 같은 전자 제품은 아래 라디오처럼 기능과 형태의 관련

성이 밀접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342) Robert V. Bruce, Bell: Alexander Graham Bell and the Conquest of Solitud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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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가 단기 기계의 덩어리가 아닌 도구로서 상징적인 형태를 처

음 갖춘 것은 ‘버터스탬프(butter stamp model, 1878)’부터 이다. 이 디자

인은 카메라 상자처럼 생겼던 전화기에서 처음으로 20 세기 전화기의 전

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버터에 사용하는 도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

여진 이름이다. 이 스타일은 도장처럼 생긴 수화기를 한 손으로 들고 뉴

헤이븐(New Haven)에 위치한 교환소를 부르는 버튼을 누른 후 교환원

이 상대방 전화기의 번호에 연결하면 벽에 걸린 몸체 위쪽에 있는 송화

기에 말을 하는 방식이다.343) 초기 전화기와 전화 서비스는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전화기가 전형적 스타일이 된 후부터는 범주적 스타일

로 바로 진화하였다. 전화기는 전기 제품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

리한 자리에 위치하였고 공간의 중요 장식물(center object)이 되었다. 따

라서 부유층은 그들의 장식적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였

다.

<그림 186> 초기 전화기의 전형적 형태, Butter Stamp style (1878), Art Nouveau

style (1890), Candlestick Style (1919)

따라서 종종 전화기 외형에 과거 역사적 스타일 풍의 장식이 추가되

었다. 로코코의 물결이나 아르누보의 식물적 곡선이 주로 장식의 모티브

가 되었는데, 이 장식은 전화기의 기능과 성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는 것이었다.344) 촛대형 전화기(candlestick telephone)는 1897년에 처음

343) David Mercer (Ph.D.), The Telephone: The Life Story of a Technology,

Greenwood Press, 2006, pp. 45-46



- 296 -

등장해서 1930 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클래식 전화기의 전형

적 스타일이 되었다.

1932 년에 처음 출시된 ‘300 Type’(desk set)은 20 세기 전화기의 전

형적 스타일이 되었다. 프렌치 스타일 전화기(French Phone) 같은 조형

구조이지만 ‘French Phone’이 곡선적이었던 것에 비해 ‘300 Type’은 직

선의 스타일을 나타낸다. 이 전화기는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사에 의

해서 디자인된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무 공간은 물론 주거 공

간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취향을 고려한 그

야말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수용적이고 일상적인 특징의 경제적

스타일을 나타냈다.

<그림 187> 20세기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전화기 전형, French Phone (1901),

300 Type (1932), Princess telephone (1959), Trimine telephone (1965)

그러나 1959 년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공주 전화기(princess

telephone)가 출시되면서 전화기가 공통의 도구뿐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344) Anton A. Huurdeman, The Worldwide History of Telecommunications, John

Wiley & Sons, 2003,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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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용품이 되었다. 공주 전화기는 범주적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례

로 ‘여성’을 주제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를 위해 이 모

델은 작고 가벼워 화장대나 주방, 침대 등의 빈자리에 놓을 수 있으며,

다이얼에 불이 들어와 밤에도 전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

었다. 이 제품은 큰 성공을 이루었고 35 년간 판매되면서 여성성을 나타

내는 전화기로서 상징되었다. 공주 전화기에서 성공한 ‘작고 가벼운’ 제

품의 특성은 다시 중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트림라인(Trimline, 1965)’을

낳았다. 또한, 이 트림라인은 당시 제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제

품의 상징성’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품의 외면에서 제거하는 큰 모험을

시도하였다. 이 전화기는 최초로 외면에서 전화기의 상징인 수화기와 다

이얼을 감추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범주적 스타일의

선례가 되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전화기 속 통신 기능의 부품이 작아짐에 따

라 전화기의 형태는 더욱 범주적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월트디즈니의 캐

릭터, 안티크, 키치 등 소비자의 가치관과 취향이 반영된 범주적 스타일

로서 개인과 공간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장식품으로 다양화되었다.

<그림 188> 다양한 캐릭터의 전화기 사례, Vintage Mickey Mouse dial phone by

America Telecommunications Corp., Unique High-Heel Shoe Land Line Telephone

Model: KXT-777, Creative Sexy Lips Style, Vintage NEON clear telephone

유선 전화기가 기능과 성능보다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취향 따라

스타일을 전개하는 동안, 이동 전화기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다. 20 세

기 초반부터 시작된 이동전화의 기초 기술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여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통신 회사 등에 의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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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최초의 상용화된 이동 전화는 1947년 미국 AT&T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AT&T의 기록에 의하면 1946 년 6월

17일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차 안에서 최초의 무선 통신

을 하였으며 그때 그 단말기의 무게는 36kg이었다.345) 초기의 이동전화

기는 수화기, 수신기와 배터리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자동차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89> 무선 전화기의 크기 변화, 최초의 이동전화(1946), 모토롤라 마틴쿠퍼

의 Dyna TAC 8000x (1983), 파나소닉의 초소형 전화기 G51 (8x4x1.8cm, 74g,

1984)

이동 전화가 자동차에서 분리되어 드디어 이동할 정도로 무게가 가

벼워진 것은 1973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 마틴 쿠퍼(Martin Cooper)가

시험 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무게는 1.3kg이었고 길이는 23cm이었

다. 이 시제품은 1983년에 ‘Dyna TAC 8000x’명으로 정식 상품으로 판

매되었다.346) 1993년 IBM의 ‘사이먼(Simon Personal Communicator)’은

대형 터치스크린 창을 갖추고 통신 기능 외 계산기, 메모장, 이메일, 팩

스 등의 기능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가능하게 하면서 최초 스마트폰

(Smart Phone)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로 이동전화기는 ‘크기’, ‘복합기능’

‘다기능’ 그리고 ‘성능’을 중심의 도구적 스타일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동전화는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통하여 보

편적이고 대중적인 경제적 스타일이 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하였다. 주

345) http://www.corp.att.com/attlabs/reputation/timeline/46mobile.html

346) Gow, Gordon, Smith, Richard, 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An

Introduction: An Introduction, Open University Press, 200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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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버튼과 키보드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작동의 완성도 그리고

이동 전화기의 사용 환경과 기술에 따라 발전하거나 쇠퇴하였다. 가장

지속적인 유형은 바(bar)형이었고, 폴더(folder)형과 키보드(key board)형

또한, 오랫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림 190> 다양한 구조의 휴대폰 디자인. Startac, Motorola, 1997, SGH-E700,

Samsung, 2003, Ultra Edition, Smasung, 2006, SH-920, Sharp, 2008, KS360, LG,

2008, AURA, Motorola, 2008, Nokia 101, Nokia, 2011, Admiral, Motorola, 2011

이동 전화기는 우선하여 이동성의 주요 기준인 작고 가벼워지기 위

해 변화를 거듭해 왔고 2003년 파나소닉(Panasonic)의 ‘G51(8x4x1.8cm,

74g)’을 최소의 크기로 작아진 후 기능성을 위한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커지고 있다.347) 이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터치스크

린의 작동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디스플레이는 이동 전화기와 스마트폰

의 상징이 되었다.

347) de dezembro de 2011, EPOCA _ 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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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이동 전화기의 주요 모델 간 디스플레이의 크기의 비

교. 2014년 애플은 아이폰 6 (4.7인치) 아이폰 6 플러스 (5.5인치)를

출시하였다. (출처, GSMArena.com _ David Yanofsky, Quartz)

초기 이동 전화기는 통신 기능 외에 부가 기능이 크게 주목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용도가 주목받지 않았으나, 2004년 Palm사

의 ‘Treo 650’이 자체 스마트 폰용 OS과 쿼티(qwerty) 자판을 장착하면

서 복합 기능의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다. ‘Treo 650’ 이후 쿼티 자판

을 갖춘 스마트 폰으로는 ‘BlackBerry 8800’이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성

공하였으나 대중적으로는 자판 기능이 터치스크린 속으로 포함된 2007

년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큰 성공을 이루면서 스마트 폰의 전형적 스

타일이 되었다. 아이폰의 성공은 스마트 폰의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켰는

데, 이전의 전화기는 통화 기능이 전화기의 핵심 기능이었던 반면, 스마

트 폰에서 통화 기능은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일 뿐이다. 스마트폰은 통화

기능 외에 사용자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고, 사진을 찍

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종

합 전자 기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폰은 분명 도구적 기능을

갖고 바탕으로 하지만 그 기능의 보편화로서 경제적이기도 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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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적합한 전화기 케이스를 장착하거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

라 앱을 설정함으로써 범주적이거나 자아적 특성을 나타내며 통합적으로

는 이상적이고, 궁극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적 스타일의 도구인 것이다.

<그림 192> 스마트폰의 발전과정. Simon Personal

Communicator, IBM, 1993, Treo 650, Palm, 2004, 8800,

BlackBerry, 2007, ihone 3, Apple, 2007, Galaxy S5,

Sumsung, 2014, iPhone 6, Apple, 2014

전화기의 발전 과정을 고찰한 결과 전화기는 다음의 특성에 따라 진

화하였다.

Ÿ 전화기는 개인 간 소통 수단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실용적 기능의 도구이다.

Ÿ 유선 전화기는 도구로서 그 기능이 곧 성숙하였기 때문에 자아적

모티브로서 개인의 신분과 취향을 나타내는 기호적 기능을 중심으로 스

타일이 발전되었다.

Ÿ 무선 전화기는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발전되면서 소통 도구에서 생

활의 편의를 돕는 복합 도구로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심미적 기능과

사용가치가 스타일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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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결

본 장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타일 중 고딕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

일, 바로크 스타일, 로코코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절충적 스타일, 비더마이어 스타일, 유미적 스타일, 아르누보 스타일 그

리고 모던 스타일의 시대적 배경과 모티브와 캐릭터 그리고 디자인 전형

과 스타일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는 특히 각 스타일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건축과 장식의 특징을 대상으로 스타일을 이해 하였다. 사례에

따르면 종교와 전통의 인문적 특성, 자연과 산업의 환경적 조건, 정치와

계층의 시대 상황이 스타일의 사회적 모티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각 시대 스타일의 특성을 그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스타

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표로 종합하였다.

또한, 연구는 제품의 사례 분석으로 의자와 자동차 그리고 전화기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다. 의자는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신체적 제품이며 자동차는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기계ㆍ기술적 조

건이 종합된 제품이고, 전화기는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보다는 전자ㆍ기

술의 특성이 중심이 된 정신적 제품이다. 의자와 자동차, 전화기의 스타

일 발전 과정은 모두 그 제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실용적 기능

의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 제품 사용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범주적 특

징과 자아적 특징을 표현하는 것도 디자인과 스타일의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 연구는 또한, 제품의 사례 고찰을 통해 모던 시대의 제품은 사회적

모티브보다는 자아적 모티브가 스타일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범주적 스타일과 자아적 스타일이 현대 제품의 주요 특징임을

알게 되었다.

연구는 위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는 스타일과 제품의 기능과 가치 그

리고 형태적 특징을 고찰한 결과, 스타일은 사회적 모티브와 자아적 모

티브를 바탕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구 만족을 위한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형식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7가지로 나눈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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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욕구를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유사성에 따라 다음 5 가지의 스

타일로 유형화 하였다.

<그림 193> 스타일의 유형과 욕구

Ÿ 도구적 스타일 : 안정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의 실

용적 기능이 강조된 스타일로서 구조적이고 작동적이며 발명적이며 원형

적, 물질적, 체계적 특징을 나타낸다.

Ÿ 경제적 스타일 : 편리와 효율을 추구하는 인간의 효용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실용적이고 보편적 활용성이 강조된 스타

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전형적, 효율적, 보편적, 특징을 나타낸

다.

Ÿ 범주적 스타일 : 인간의 귀속적이며 존경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범주의 특성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스타일

로서 귀속적, 상징적이며, 집단적, 비유적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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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아적 스타일 : 개인의 정체성 욕구와 유희의 욕구가 스타일로

표현된 것으로 주관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자발적

이고 이기적인 자아표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감을 가장 강하게 얻을

수 있다.

Ÿ 개념적 스타일 : 인간의 만족될 수 없는 이상적 욕구를 위한 것으

로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스타일을 나타내며 비 표현적이고 원형적인 특

징을 나타낸다.

다음은 5가지의 스타일 유형에 따라 의자와, 자동차, 전화기의 대표

적 사례를 구분한 것이다.

의자는 인위적인 발명이 아닌 발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자는

실용적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대와 사회 또는 계급과 사용자를 상징

하는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에 따라 발전하였다.

의자는 인간의 신체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구로서 오랜 역사를 통

해 여러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의자는 ‘앉는 기능’의 본질로 한 도구적

스타일과 보편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와 문화의 깊이가 점차 의자의 형태에 반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

능 보다는 사용자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귀속적이고 집단적인 특징의

범주적 스타일이 의자의 주요 변화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의자는 주로 문양과 패턴 등의 장식이 의자의 스타일을 나타냈다. 그러

나 모던 시대 이후로는 소재와 제작 공법이 의자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

서 시대적 양식의 상징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생산과 소비라는 모던 시대의 시대정

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적 스타

일과 독자적이고 이기적인 특징의 자아적 스타일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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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 의자 스타일의 유형과 사례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 과정은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이동을 위한 기

계적 작동 구조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시장 가치가 균형적으로 혼합된 것

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초기 증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내연기

관의 자동차 경쟁은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 기능적이고 구조적이며 발명

적인 도구적 스타일을 통해 그 형태가 전개되었고, 포드의 ‘모델 T’를 통

해 기능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수용적인 경제적 스타일로 발전하였

다. 또한, 풍요로운 경제 환경은 사회의 귀속적이고 집단적 특징의 범주

적 스타일이 자동차의 중요 논쟁거리가 되었고, 반대로 시장에서의 경쟁

이 치열해지자 시장세분화를 통해 자동차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주관

적이고 독자적 특성이 강한 자아적 스타일의 자동차 유형도 나타나게 되

었다. 따라서 현대의 자동차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 뿐 아니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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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 또는 개념적 스타일 등이 서로 유

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제품이자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195> 자동차 스타일의 유형과 사례

전화기는 신체적이기 보다는 정신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실용적

기능의 도구이다. 따라서 전화기는 초기 발명 적이고 기능적 특징의 도

구적 스타일로 전개되었으며 보편적이고 전형적 특징의 경제적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전화기는 ‘개인간 소통’이란 실용적 기능이 일찍

완성되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전자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귀속적이고 상

징적이며 비유적인 범주적 스타일과 개성적이고 이질적인 자아적 스타일

로 전개되었다. 무선 전화기의 발전 역시 초기의 도구적 스타일에서 경

제적 스타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스마트 폰으로 진화하면서 특정한 기

능의 도구적 스타일 보다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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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적 스타일과 자아적 스타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융합된 이상적

이고 궁극적인 개념적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196> 전화기 스타일의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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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스타일의 유형과 위계

6.1 스타일의 유형

연구는 스타일의 근원을 사회 환경의 특성과 인간의 정체성으로 전

제하였고, 이어 스타일을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의 유기적인 요소와 그

구성의 체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스타일의 요소와 구성의 체계

에 사회적 모티브의 시대적 스타일과 자아적인 모티브가 반영된 의자,

자동차, 전화기의 발전과정과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고찰하였으며

각 사례와 스타일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타

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 <개념적 스타일>의 스타일의

유형과 유기적 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스타일의 개념은 사회와 개인이 공유하는 특징과 정체성을 의미한

다. 그리고 스타일은 인간의 역사와 시대를 통해 형성되며, 사물과 공간

의 특징적인 기능과 형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독창적 가치와 방식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스타일은 개인의 독자적인 표현이기보다는, 다수의

개인이 만든 사회 또는 집단의 공통된 가치와 취향을 개인이 자신의 개

성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와 역사의 인문적 특징인

종교와 전통, 자연과 산업의 환경적 조건 그리고 정치와 계층의 시대정

신과 질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현대의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의 적합한 역할 즉 보편화(universalization)뿐 아니라 개인의 독자적이

고 자존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이상의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별화

(individualization) 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과 생활의 중요성을 키우게 되

었다. 그러나 ‘이상적 자아(ideal-self)’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

아이며 이데아이므로 개인은 ‘현재의 자아(real-self)’를 바탕으로 성취

가능한 ‘가능한 자아(possible-self)’를 설정함으로써 자아의 이상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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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 자아실현과 정체성의 욕구를 만족하게 된다.

개인은 자아실현과 정체성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아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나타낸다. 이 자아표현은 자아의 내적 성찰을

이루고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으로 사회 즉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이

다. 또한, 자아표현은 자신의 감정, 생각, 재능 태도, 충동 등을 말과 글,

그림, 공예,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

법과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아표현은 구매동기와 선택기준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상품은 기능을 통해 그것이 용도와 형태의 특징을

통해 가능한 사용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

함으로써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정체성의 자아표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스타일의 주요 의미는 사회화를 통한 개인

의 사회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과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뿐 아니

라 개인적이고 독립된 존재로서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목적을 성취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스타일은 소통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 사람은 사회의 공통된 스타일

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스타일을 이용하여

의미를 해석한다. 따라서 스타일은 소통을 위한 개념의 묶음이며, 시각적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통한 소통은 효율성을 낳는다. 스타일은

단계적으로 ‘모티브(motive)’, ‘캐릭터(character)’, ‘디자인(design)’의 과정

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모티브는 스타일의 근원적 동기로서 ‘인문적 특

성’인 종교와 전통, ‘환경적 조건’인 자연과 산업, ‘시대적 상황’의 정치와

계층 등이 동기가 되어 사회적 스타일로 만들어지거나 개인의 자아적 특

성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캐릭터는 모티브

를 의미와 감정, 상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스타일의 고유적 본질로서

구체적인 디자인의 가치와 형태를 실현하기 위한 원형이 된다. 그리고

캐릭터는 구체적 모양을 갖는 디자인으로 실체화된다. 따라서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며 생산, 구축, 연출의 과정을 통해 실체적 가치와

형태로 만들어진다. 디자인은 스타일의 원형인 캐릭터를 공유하는 다양

한 전형이 되며 여러 전형적 디자인의 공유적 특징은 다시 스타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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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된다. 따라서 스타일은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며 단

계적으로 구체화 되며,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유형과 그 결과인

제품과 공간의 내면 및 외면적 형태의 특징에 따라 구조적, 경제적, 범주

적, 자아적, 개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스타일로 유형화된다.

<그림 197> 스타일의 유형과 유기적 체계

6.1.1 도구적 스타일 (Instrumental Style)

도구적 스타일은, 수단이나 방법이 스타일의 특징이 된 유형이다. 따

라서 도구적 스타일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인 안전의 욕구와 효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아적 필요가 스타일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도구적 스타일의 캐릭터에는 주로 사물의 용도와 사용자의 특징을 효율

적으로 나타내는 작동적 구조와 그 표현적 장식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능의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우선하여 강조되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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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성적 표현은 부가적 역할을 한다. 도구적 스타일의 디자인은 기능

을 중시한 사용가치뿐 아니라 생산성과 경제성, 소비성의 재화가치 또한,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도구적 스타일의 형태적 특징은 그 제품 또는 공

간이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작

동적이며,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사물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한, 도구적 스타일은 실용적 기능이 형태

의 주 기능이 되며,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은 부가적 기능이 된다.

디자인과정에서 도구적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관

계와 작동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료의 내구력, 재질, 구조 등의 성질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고 그 속성이 외면으로 표현된다. 도구적 스

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직관적, 원형적, 물질적,

구조적 형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형의 미적 특징은 비례와 관계, 질서,

반복, 등의 질서 미를 바탕으로 하며 가능한 한 장식은 강조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범주적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 미와 개인적 취향의 자아

미는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는다.

도구적 스타일은 창조적 발명의 결과로서 선구적이고 기능을 통한

새로운 사용가치가 높지만, 동시에 사물의 형태로서는 원시적 단계로써

사용자에 관한 표현성이 떨어지므로 경제성과 소비성이 낮은 특성을 나

타낸다. 또한, 도구적 스타일의 제품은 기능성뿐 아니라 보편적인 경제성

과 소비성이 보완되어 보편적인 상품이 될 때, ‘경제적 스타일’로 발전된

다.

<그림 198> 도구적 스타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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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경제적 스타일 (Economical Style)

경제적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에 보편적인 경제성과 소비성이 갖

추어진 것으로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매력을 갖춘 상품으로 발전시킨 것

이다. 따라서 경제적 스타일은 실용적 기능뿐 아니라 보편적 사용성이

스타일의 특징이 된 유형이다. 경제적 스타일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인

효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모

티브가 스타일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스타일은 사물의 기능을

강조하되 특정한 캐릭터는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의 기능적 직관

성이 우선되며 사용자의 감성적 표현은 가능한 제거 된다. 그러므로 경

제적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민족성과 문화에 관한 특

별한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다.

경제적 스타일의 디자인은 기능을 중시한 사용가치와 경제성, 소비

성을 강조한 재화가치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스타일의 형

태적 특징은 그 상품이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란 면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며, 형태를 통해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처럼 실용적 기능이 형태의 주 기

능이 되며,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은 부가적 기능이 된다.

경제적 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작동을 이루

는 기능성과 함께 생산성과 경제성 그리고 소비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야 한다. 따라서 재료의 구조적 특징 뿐만 아니라 그 형태를 만들기 위

한 생산 과정과 비용의 적정성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고 그 특징

은 외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스타일의 조형

요소와 원리는 도구적 스타일과 같이 비례와 관계, 질서, 반복, 등이 중

요하며 장식은 강조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질서 미를 중요시하고, 범주

를 나타내는 사회 미와 개인적 취향의 자아 미 역시 가능한 제외 된다.

경제적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이 진화한 것이므로 발명적이고 선구적이

며 경제성과 소비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경제적 스타일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직관적, 전형적 그리고 경험적이며 보편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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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실용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199> 경제적 스타일의 사례

6.1.3 범주적 스타일 (Categorical Style)

범주적 스타일은, 기능보다는 사용자의 특성이 스타일의 외면적 특

징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범주적 스타일은 인간의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물의 기능적 가치보다는 사용자의

사회적 배경과 인문적 또는 예술적 개성이 반영된 자아적 모티브가 스타

일의 근원이 된다. 범주적 스타일은 사회적 범주에 귀속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 개별화와 보편화의 중도적 특성을 나타내며 결과

적으로 현실의 자아보다는 가능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다.

범주적 스타일은 사물의 기능보다는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태

도, 신분, 가치관, 취향이 스타일의 표현적 상징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

라서 사용자를 나타내는 감성적 표현성이 우선시 되며, 실용적 기능성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주적 스타일은 종교, 전통, 자연,

정치, 계층 등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범주에 따른 각자의 고유적 특

징이 강조되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적 스타일의 디자인은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능보

다는 재화가치의 표현성과 공유가치의 소속감과 동질성이 스타일의 내면

적 질서가 되며 동시에 외면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범주적 스타

일의 형태적 특징은 그 제품 또는 공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

기 위해 상징적이며, 귀속적, 계층적, 유형적이고, 비유적이고, 구상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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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우선하며, 상대적으로 기능적 특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범주적 스타일은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주가 되며 실용적 기

능은 부가적 기능이 된다. 따라서 조형의 과정은 구조적 특징보다는 장

식적 특징을 우선하며 재료의 내구력보다는 사용자를 은유적으로 나타내

는 문양과 색, 질감, 등을 나태 날 수 있는 표현 기법이 더욱 중요시된

다. 따라서 조형은 감성적이고 표현적이며 비유적 형상을 나타낸다. 그리

고 조형 요소와 원리는 비례와 관계, 질서, 반복, 등의 질서 미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범주를 나타내는 공통의 사회 미를 강조한다. 범주적 스타

일은 도구적 스타일과 경제적 스타일로는 만족하지 않는 개인의 정체성

에 관한 욕구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사회를 표현하기보다는 소사회 또

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범주적 유형은 개인의 생활

과 개성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200> 범주적 스타일의 사례

6.1.4 자아적 스타일 (Ego Style)

자아적 스타일은, 개인의 정체성이 스타일의 외면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자아적 스타일은 정체성의 욕구와 유희의 욕구를 바탕으

로 것으로 사용가치의 기능이나 표현가치의 생산성, 경제성보다는 자아

가치의 태도와 신분 그리고 개인적 가치관과 취향의 선호적 특성이 스타

일의 모티브가 된 것이다. 자아적 스타일은 기성 사회 범주에 속하지 않

는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화를 지향하며 이상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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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현실적 자아로 대처하여 표현한 것이다.

자아적 스타일 또한, 범주적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기능보다

는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적 상징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사용자를 나타내는 감성적 표현이 우선되며, 실용적 기능성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적 스타일은 패션, 취미, 음식, 여행, 성

취향 등 주로 개인적인 생활과 활동에 관한 것이며 직접적인 자아표현을

통해 자아실현의 성취 욕구와 자존감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강조

되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적 스타일의 디자인은 사용가치의 실용적 기

능과 재화가치의 표현성보다는 자아가치의 자아성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

서가 되며 동시에 외면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자아적 스타일의 형태적 특징은 그 제품 또는 공간이 개인의 자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질적이고, 이기적인 표

현적이고 자의적 특징을 나타내며 기능성과 경제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적 스타일은 기호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주가 되며 실용적

기능은 부가적 기능이 된다. 또한, 자아적 스타일의 조형 과정은 구조적

특징보다는 장식적 특징을 우선하며 재료의 내구력 보다는 개인의 자아

적 가치관과 취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문양과 색, 질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기법이 더욱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조형적 특징은 범주적

스타일보다 더욱 감성적이고 표현적이며 비유적 형상을 나타낸다. 따라

서 자아적 스타일은 사회 미나 질서 미 보다는 자아의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된 개인의 미의식이 강조된다. 자아적 스타일의 디자인은 사용가치

의 실용적 기능과 재화가치의 표현성보다는 자아가치의 자아성과 그것의

궁극적 목적이 스타일의 내면적 질서가 되며 동시에 외면적 특징으로 나

타난다.

자아적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과 경제적 스타일 그리고 범주적 스

타일로 만족되지 않는 정체성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집단의 특징을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개성을 중심으로 집착, 과장, 강조, 특별,

다중, 은유, 폐쇄, 탐욕적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아적 스타일은 현

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자아의 모습으로서 이상적 자아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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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자아적 스타일의 사례

6.1.5 개념적 스타일 (Conceptual Style)

개념적 스타일은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다. 따라서 개념적 스타일은 구체적인 형태

로서 실현되기보다는 개인의 이상에 의해 구현되는 개념적이고 심상적

스타일이다. 동시에 개념적 스타일은 자아적 스타일과 같이 개인의 정체

성이 스타일의 외면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적 스타일은

사용가치의 기능이나 표현가치의 생산성과 경제성이 표현되기보다는 개

인의 이상적 가치관 또는 취향이 스타일의 상징이 된다.

개념적 스타일은 개인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도구적 스타일, 경

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목적지로서 이상적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

스타일은 사물의 기능 또는 사용자의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그

러므로 개념적 스타일의 조형 방식은 함축적이면서도 비유적이다. 예를

들어 ‘의자는 앉는 것’, ‘자동차는 이동하는 것’, ‘전화기는 소통하는 것’

등으로 실질적 용도보다는 그것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아적 스타일에 비교하여 개념적 스타일의 형태적 특징은 그 제품

또는 공간이 개인은 물론 사회의 이상적 목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공통적이고, 근원적이며, 추상적 표현의 특징을 나타내며 기능성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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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강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적 스타일은 기호적 기능이 주가 되

며 실용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은 부가적 기능이 된다. 또한, 개념적 스타

일 조형의 과정은 구조성과 장식성 모두 개념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재

료의 내구력 보다는 그것의 상징적 표현성을 나타내는 문양과 색, 질감,

등을 중요시된다. 그러므로 개념적 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질서 미 보다

는 보편적인 사회 미와 개인적인 자아 미를 강조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념

을 강조한다.

개념적 스타일은 도구적 스타일과 경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

아적 스타일로도 만족되지 않는 정체성의 욕구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주제, 소통, 위트, 함축, 상징, 은유적 특징을 나타내며 보편적 또는

개별적 스타일이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그림 202> 개념적 스타일 사례 (근원적 의자, 미래의 컨셉트 자동차, 상징적 전화

기)

연구는 사례로서 각 제품 및 공간의 스타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5가지의 스타일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기적 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하나의 사례에는 5가지 스타일의 특징이 부분적

으로 혼합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유기적 체계 모

형은 각 스타일의 특징이 되는 배경과 모티브를 설명한다.

이 모형은 좌우 축에 ‘개별화’와 ‘보편화’를 배치하여 그 스타일의 본

질적 속성이 개체적 인지, 전체와의 관계를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하 축을 ‘현재의 자아’와 ‘가능한 자아’ 그리고 ‘이상적

자아’로 구분하여 스타일 사례가 간단한 현실적 욕구를 위한 것인지 아

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이상적 욕구인지를 알게 하여 그 현실적 대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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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모형은 이러한 상하좌우 양축을 바탕으

로 5가지의 스타일의 유형과 각 유형의 목적을 나타낸다. 먼저 <도구적

스타일>은 ‘기능성’을 스타일의 목적으로 하며 재료와 구조, 형태로 구성

된다. 도구적 스타일이 ‘효용성’을 갖춤으로써 <경제적 스타일>이 된다.

따라서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자아가치와 공유가치가 그 모티브가 된다.

<범주적 스타일>은 ‘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 전통, 자연,

산업, 정치, 계층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지만 <자아적 스타일>은 개인

의 ‘정체성’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된다. 그리

고 <개념적 스타일>은 스타일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의미, 감정, 상징이

스타일의 모티브가 되어 ‘원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다.

<그림 203> 스타일의 유형, 목적,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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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스타일의 위계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고,

스타일은 그 효과적 방식이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을 통하여 유형화된 것

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스타일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욕구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방식에 따라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를 7단계

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연구는 7단계의 욕구를 바탕으로 5가지의 스

타일 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스타일의 유형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와 같이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점차 도구적 스타일에서 개념

적 스타일로 이동하려는 일단의 성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스타일은 사회의 요구와 인간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형성됨으로 가

장 근원적인 것은 사용가치의 기능에서 시작한다. 스타일의 첫 번째 단

계는 도구적 스타일이다. <도구적 스타일>은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아

이디어 또는 사용가치의 근원이다. 예를 들어 의자는 앉는 도구이고, 자

동차는 이동을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도구적 스타일은 구조적이고 직관

적이며 원형적이고 발명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처럼 욕구가 실용적 기

능과 그 용도를 위한 것이라면 도구적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욕구는

충족되지만, 그 욕구가 기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

면 두 번째 단계의 스타일인 <경제적 스타일>이 그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다. 경제적 스타일은 사용가치의 기능뿐 아니라 포괄적 재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성과 경제성, 소비성, 표현성, 공공성 등이 고려된다. 그

러므로 보편적 특징은 합리적이고 전형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처럼 도구

적 스타일과 경제적 스타일은 모두 보편적 기능인 사용가치가 스타일의

본질이다. 따라서 제품이나 공간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나 역할을 스타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범주적 스타일>을 선택해야 한

다. 범주적 스타일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종교,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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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산업, 정치, 계층 등의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에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자신의 독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에 구축된 전

통적이고 안정된 가치와 상징적 이미지를 자신의 스타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갖추지 못한 정체성을 대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주적 스타일은

집단적이고 유형적이며, 귀속적이고 상징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를 표현할 범주가 기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아적 스타일>이

다. 자아적 스타일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자아실현과 자아표현의 관점

을 통해 그 가치를 정의하는 것으로 사회를 대하는 태도, 사회 구성원으

로서의 직업과 신분, 삶과 생활 속 진선미의 가치관과 자아적 취향의 구

체화에 주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자아적 스타일은

독자적이고 주관적이며,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표현성을 나타낸다. 또한,

자아적 스타일은 보편적 사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이

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므로 자아적 성취감을 강하게 얻을 수 있다. <개

념적 스타일>은 사회나 공동체의 유토피아를 추구하거나 개인이 성취할

수 없는 영원하고 희망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대상물의 이상적 모습이다.

<그림 204> 스타일의 유형과 위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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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스타일 유형의 순서도

본 연구에서 스타일의 위계는 사용가치를 본질로 한 도구적 스타일

을 가장 근원적이고 하위에 있는 스타일로 설정하였고, 재화가치가 스타

일의 핵심이 된 경제적 스타일을 도구적 스타일의 상위 스타일로 위치시

켰다. 이 두 스타일은 인간의 기초적 욕구인 안전과 효율의 욕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 욕구의 상위에 위치한 귀속의 욕구와 정체성의

욕구는 도구적 스타일과 경제적 스타일로 충족되지 않으며 그것은 범주

적 스타일과 자아적 스타일에 의해 만족된다. 그리고 개념적 스타일은

스타일 위계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하위 스타일의 이데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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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타일의 개념은 무엇인가?”, “스타일의 본질과

근원은 무엇인가?”, “스타일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디자인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스타일의 유형은 무엇이며, 어떻게 특징지어지는

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타일에 관한 선학연구를 고찰하였고 그 결과

로서 스타일의 개념을 ‘고유적 방식’, ‘개성적 외형’, ‘세련된 아름다움’,

‘공통적 유형’ 그리고 ‘자아적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연구는 스타일

의 본질과 근원을 인간의 문화적 고유성을 형성하는 ‘종교’와 ‘전통’, ‘자

연’과 ‘산업’ 등의 환경적 조건, ‘정치’와 ‘계층’의 시대성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으로 전제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스타일의 개념과 본질의 이해를 통해 스타일은 ‘모티브(motive)’,

‘캐릭터(character)’, ‘디자인(design)’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고 유형

화된 것임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Ÿ ‘모티브’는 스타일의 고유적이고 본질적(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으

로서 인문적 특성인 종교와 전통, 환경적 특성인 자연과 산업, 시대적 특

성인 정치와 계층 등이 사회적 요구가 되어 스타일의 사회적 모티브가

된다.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 구성요소인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의

욕구와 욕망이 스타일의 자아적 동기가 되며 이 사회적 모티브와 자아적

모티브가 스타일의 ‘근원(根源)’이 된다.

Ÿ ‘캐릭터’는 모티브의 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스타일의 ‘원형(原型)’으

로 진화된다. 따라서 캐릭터는 모티브의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욕구와

욕망의 개념을 실체화하기 위한 개념적 조형의 틀이다. 그리고 캐릭터는

의미, 감성, 상징으로 구성되며 스타일의 원형이 된다.

Ÿ ‘디자인’은 스타일의 원형인 캐릭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실체적 형

태로 구체화되는 스타일의 ‘전형(典刑)’이다. 디자인의 가치화는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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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재화가치, 자아가치, 공유가치 간의 균형적 조화를 통해 디자인의 대

상인 제품 또는 공간에 쓸모를 부여하는 것이고 디자인의 형태는 가치를

실체화하는 것이다. 형태는 다시 기능화, 유형화, 조형화의 과정을 거치

면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기능화란 사물의 용도와 그

사용자를 규정하는 것이고, 유형화는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가치

와 기능의 조형 과정에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조형

화는 재료에 구조와 장식을 적용함으로써 사물의 용도와 사용자뿐 아니

라 조형미, 사회미, 자아미 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타일이란 욕구와 가치, 기능과 형태를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묶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

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아적 스타일’, ‘개념적 스타일’ 등 5 가지의 스

타일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Ÿ 도구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가 강조된 유형으로 작동을 위한 물질적, 구조적, 작동적,

발명적 그리고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경제적 스타일 : 안전과 효율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

능적 사용 가치뿐 아니라 경제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재화가치가 중

심인 유형이며 구조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고 관습적 그리고 보편적

이고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범주적 스타일 : 귀속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

으로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재화가치와 소속감의 공유가치를 기

반으로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인 종교, 전통, 자연, 산

업, 정치, 계층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종합된 유형으로 귀속적

이고 집단적이고, 비유적이며, 상징적, 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Ÿ 자아적 스타일 : 집단적인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자아를 위한 정체

성을 확립하고 유희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아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태도, 신분, 가치관, 취향 등을 스타일의 모티브로 하며, 궁

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표현에 집착하므로 주관적이고 독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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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관적이고 이질적, 이기적이며 그리고 표현적, 자발적인 특징을 나

타낸다.

Ÿ 개념적 스타일 : 도구적 스타일, 경제적 스타일, 범주적 스타일, 자

아적 스타일의 근원이자 동시에 궁극의 이상으로서 사용가치와 재화가치

그리고 자아가치와 공유가치 모두를 포괄하고 함축한다. 따라서 개념적

스타일은 표현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고유적, 비구상적,

원형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려

는 방법과 형식의 틀로서 하위 유형인 도구적 스타일에서 경제적 스타일

로, 또 범주적 스타일에서 자아적 스타일로 그리고 개념적 스타일로 진

화하려는 보편적 속성이 있다. 그러나 각 스타일의 대상인 예를 들어 개

별적 제품이나 공간은 이 5가지 유형 중 복수의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하위 유형에서 상위 유형의 스타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스타일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구성요소, 스

타일과 디자인의 관계, 그리고 스타일의 유형적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

를 통해 미약하나마 전반적으로 스타일의 개념과 이론적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IV. 스타일의 구성과 요소’는 창작의 과정

에서 스타일과 디자인의 연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 기법의

실용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스타일의 사례 연구에 계량적 분석 방

법을 적용할 것과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연결하는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의 계량적 연구 방법은 연구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스타일링에 관한 연

구는 흥미와 스타일 그리고 미적 특징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

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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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는 “사물도 동물이나 식물처럼 각자의 인생이 있으며 가족을

이루고 또 인공 환경 속에서 그 종의 특성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 아닐

까?” 그렇다면 “어쩌면 디자인은 그 진화의 과정에서 각 사물에 새겨진

유전의 법칙일 것이다.” 란 연구문제로 시작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음 3편의 선행 논문이 이루어졌다.

<제품의 진화, 2001>348) 이 논문은 제품의 유형을 ‘기능적 특성의

제품’, ‘상징적 특성의 제품’, ‘형태적 특성의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의 제품은 그 본질적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제품의 미래, 2003>349)는 ‘제품의 진화’의 후속 연구로서

인간의 개념과 정체성의 변화가 디자인의 근원임을 연구한 것이다. 따라

서 이 논문은 인간의 본질을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제품

을 ‘정신적 제품’과 ‘신체적 제품’으로 유형화하였다. 연구는 인간과 제품

의 관계 특성을 과거와 미래를 통해 비교ㆍ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품을 발생학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품의 진화 과정과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간과 디자인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었다. 따라서 연구는 그 대상을 제품에서 공간으로 확대하였다. <공간의

진화, 2006>350)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공간의 개념’과 ‘건축 기술’ 그리고

‘제품의 기능’이 공간 진화의 바탕이 되었지만, 20 세기 이후의 공간은 세

측면의 공간 발전 요인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

3편의 논문은 그 연구의 주제와 범위는 다르지만 ‘인간’과 ‘디자인’ 그리

고 ‘진화’를 유형의 개념으로 연구한 것이며 본 연구는 그 유기적 체계를

‘스타일’로 제시한 것이다. 본 부록에 이 3편의 논문을 첨부함으로써 연

구의 배경을 보충하고자 한다.

348) 이홍구, 제품의 진화,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44호(Vol.14 No.4), 2001.12, pp. 137-146

349) 이홍구, 제품의 미래,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Vol.16 No.3), 2003.9, pp. 81-90

350) 이홍구, 권영걸, 공간의 진화: 공간의 발전 요인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7권 2

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pp. 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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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es of Styles

Lee Hong Goo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1 Purpose and Background of Research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cept, components,

type and hierarchy of style. For this purpose, it understands essential

property of style with priority given to literature about identity of

style. Also it has a premise that the origin of style is from desires of

social demands and self-realization. It suggested main components of

style as motive, character, design and organic system of style based

on the premise above. Also, it considered development process of

chair, automobile, and telephone's style as well as periodic styles in

Gothic to Modern style. Moreover, it drew a conclusion of types and

hierarchy of style as the common features.

<Picture 1> cases of style 

The iPhone from Apple has enjoyed general popularit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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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cultures for its universal and simple

style. Unique style of Guggenheim Museum, New York, designed by

Frank Lloyd Wright became a shrine for artists who want to

recharge their inspiration. Zaha Hadid, a pioneer of high-tech style

chose a sleek and sensuous Pantone chair as the thing that could

explain her architectural philosophy the best. Moreover, PRADA's

shop in Tokyo Aoyama became the second epicenter of flag shop

after the shop in New York All the cases above had achieved

economic success and it is from their beauty of charming and

interesting shape. Beauty is a principle source for moving people's

eyes and hearts and they tend to be blinded by things that are

beautiful. However, this kind of feeling is an interest that could be

appeared toward certain objects, it is people's pleasant feeling that

appears from the process of getting cognition for an object that suits

to their tastes and desires. Consequentially, people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of self-realization through the process above and

think that is a beauty. Therefore people feel different about feelings

depending on personality, environment and period even if those are

from things that have the same aesthetic characteristic. Beauty is a

feature from form of object but it is recognized different based on

individual's experience and identity of preference. Nevertheless,

because features of forms are formalized to share many people's

aesthetic taste, a particular feature of the form could be recognized as

people's common tastes. As a whole, this homogenized formative

characteristic is style.

Style, as a common factor of groups', is a combination of visual

symbolization and meaning. Style is an expressive concept of

understanding that is inherited from generations. It is realized as a

sign that could fulfill the self-actualization and allow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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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hrough implicative and beautiful expressions.

According to this, trying to maintain and give shape to individual's

style and identity is instinctual and intentional at the same time. For

example, people who want their identity and style to be the same

even outside their residential space. They decorate their work space

to suit their personal taste, go shopping to a place where they think

that suits to their style and purchase products that could represent

them the best. Christian Mikunda explained this tendency as 'The

Third Place'. People expect to have a similar style of theirs even in

outside of their home (The First Place) and the workplace (The

Second place) and the third place contains store, restaurant, museum,

hotel and so on.351) In this way, style is a process of realizing and

fleshing out personal identity with beauty. Therefore, people have to

make an aesthetic decision whether they like it or not and also pay

attention to style whether it is from personal life or company good

s.352) According to this, we cannot just criticize style as 'belated

expedient', 'a way of packaging' and 'greed that forgot its duty'

Style is rather future design and new paradigm.353)

Studies on style had increased since the submission of a master's

thesis about style in design major, Seoul University, 1981.354) Since

then, there was a quantitative increase in journal papers and books

from 2007 when the national income was reached into $20,000.

Moreover, 70 to 80 percent of theses and books related to style were

studied and published especially in 2000s.355) Most of the books were

351) Christian Mikunda, 최기철, 박성신 역, 제3의 공간, 미래의 창, 2006, pp. 13-15

352) Virginia Postrel, 신길수 역, 스타일의 전략(The Substance of Style), 을유문화사,

2004, p. 5

353) John A. Walker, 정진국 역, 디자인의 역사, 도서출판까치, 1995, p. 208

354) 서병기, 프로덕트 디자인에 있어서 스타일 변천에 관한 고찰: 자동차 스타일링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355) 학위논문 86%(9,948편 중 8,649편), 학술지 87%(5,882편 중 5,138편),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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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trategy of marketing and flavor of personality and those were

focused on popular tastes. Style is understood mainly as a concept of

mode and individuality in the area of study. In addition, the interest

in style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 researchers had increased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that was from market extension b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cording to overseas examples,

industrial growth of style is approached when economic units and

consuming subjects are the same and also with national income

increment.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of Korea, 30s to

40s' propensity to consume is increasing lately. Following this

movement, value of style in economy and industry will rise356) and

the study about style will also be required. However, there is a

shortage of researches of concept and components of style compared

to the practical cases that are to support interest in style. And also,

this sort of quantitative imbalance between practical researches and

concept researches has caused the factor that brought stagnation of

qualit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se factors, this study

considered an intrinsic attribute and the components of style and

proposed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ncept and

propertie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s 'why style suddenly

became the object of attention?' and 'what can style do for design?'

and these questions developed into 'A thesis about the concept that

contains an intrinsic attribute and property'. However, books about

concept of style are extremely few and those are the journal papers

and books from overseas that are more about social philosophy, so

those are far from internal research of style that considers practicality

69%(18,783책 중 13,078책 69%),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14, 6월 기준.

356) 이은미,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제394호,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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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and the

property of style and suggested relationship between style and design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style and correspond to capability of it.

The reason why people are attracted to style is because it reflects

indigenous creativity of culture. And also there is an intermediate

system of sharing that is running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based on style. Therefore, style is a part of self-expression that tries

to form an inventive identity in society and also it formalizes and

gives shape to personal attitude, status, values and taste. To achieve

this, human beings choose the products that are tuned to their tastes

and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by directing space.

1.2 Method and Composition of Research

These three theses are the motives of this study.

Ÿ The Evolution of Products (2001) : A product evolves with its

function, symbol and shape357)

Ÿ The Future of Products (2003) : Future products evolves with

human being's conceptual change.358)

Ÿ The Evolution of Space (2006) : Space evolves with concept of

space, development of technique and integration between space and

product359)

<Evolution of Product>is made with a hypothesis "A product also

evolves according to its rules" It assorted functional, symbolic,

357) 이홍구, 제품의 진화,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44호(Vol.14 No.4), 2001.12, pp. 137-146

358) 이홍구, 제품의 미래,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3호(Vol.16 No.3), 2003.9, pp. 81-90

359) 이홍구, 권영걸, 공간의 진화: 공간의 발전 요인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7권 2

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pp. 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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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logical properties of products and insisted that the types of

products are changed and advanced according to its essential features.

And also it exaggerated that the conclusion of theses about the

reasons why products are changed and developed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purpose, process and method of design.

However, its subject is about superficial features of product so it

suggested a research that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product. <Future of product>, as a follow-up research of

'Evolution of Product', which studied about the factor that changes of

identity and concept of human being are the origin of design. It

classified the human's essence into physical and mental and gave

shape to product of physical and mental. It compared and analyzed

fe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product based on the past

and the future cases and also the origin of product could be

understood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about the evolutionary

process of product and the future was to understand the human's

essence and design so it naturally applied evolutionary viewpoint to

the process of space. Lastly, <Evolution of Space> asserted that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concept of space', 'construction

technique' and 'function of product' were the basis of spatial

evolution but since then, the three aspects of the factors are

integrated into one organic space and evolve. These three theses have

the same viewpoint of evolutionary study that interprets 'human

nature', 'society' and 'design' even though these have different

topics, contents and the scope. According to these analyses, this

study concluded relationship among 'design', 'evolution' and 'shape'

And these two theses also are the basis of this study.

Ÿ Consideration of Style terms that appear in domestic researches

(20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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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onsideration of Style research (2012)361)

This research, as a study in advance, progressed <Consideration

of style terms that appear in domestic research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know about the common examples of style in

domestic design fields and to establish basic research direction. In

this research, ‘style’ is included in the heading and also it researched

master's theses(2,226), journal papers(2,790) and books(831) about

how style is used in its meaning. In domestic design fields, the

concept of style was primarily about 'creative expression', 'formative

feature', 'personality or identity', 'cultural product' and 'means of

creation' In non-design fields, it meant 'type', 'expression of

individuality' and 'personal taste' Moreover, 'expression of identity'

and 'formative feature' are used in both design and non-design

fields. Especially it consists largely of research that applied concept of

style. It could be explained by Korea's cultural traits that take

priority to the practical value than the study of concept. In addition,

it considered how style is studied in international researches through

<consideration of styl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esearches about style from the past and to understand

concept and components of style through the previous process. This

study interpreted various propositions and concepts of style and

reconstructed its meaning.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this research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two fundamental researches above. Based on this

establishment, it proposed concept, components, type and hierarchy of

360) 이홍구, 국내연구에 나타난 스타일 용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 전시디자인연구, 대한

전시디자인학회, 2011

361) 이홍구, 스타일 연구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 제30권 제5호, 한국상품학회, 2012,

pp.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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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The main components of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purpose, research method and

study range

II. Concept of Style : It considered development of concept of

style based on the researches from the past. The original concept of

style has the original form and epitome and since the 15th century,

style had evolved as 'original method', 'appearance of individuality',

'sophisticated beauty', 'common pattern' and 'self-expression'

III. The Origin of Style : It is based upon a premise that the

essence and the origin of style form environmental conditions;

'religion', 'nature', 'industry' and the trend of the times; 'politics',

'stratum' and 'attitude', 'status', 'values’, 'taste' which form

self-identity

IV. Main components of style : It suggested that style was

reified in the procedure of 'motive', 'character' and 'desig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the essence of style. 'Motive',

as an intrinsic and essential origin of style, humanistic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emands from the times are the social

motives of style and individual identity becomes the egoistic motive.

'Character' is evolved as an original form of style to realize a need

for motive. In this manner, character is a conceptual outline that is to

materialize social and individual demand of motive. 'Design' is an

epitome that gives value to character and is materialized as a

substantive form. Valuating design is to give use to space or product

through balanced harmony of 'value in use', 'goods value', 'ego

value' and 'share value' and the formalization of design is to

materialize th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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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mples of style : This study considered examples based on

the concept and the components of style. First of al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s and style, it studied features of design

through researching 'Gothic style', 'Renaissance style', 'Baroque

style', 'Rococo style', 'neoclassical style', 'Romanticism style',

'Eclecticism style', 'Biedermeier style', 'Estheticism style', 'Art

nouveau style' and 'Modern style' Moreover, it understood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esires and style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air, automobile, telephone that are the most

representative products in Modern period

VI. Type and Hierarchy of Style : This study synthesized

features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instrumental style', 'economical

style', 'categorical style', 'ego style' and 'conceptual style' that came

from the consideration of style examples.

Ÿ Instrumental Style : As a style to fulfill the desire of safety

and efficiency, it shows material, structural, pioneer, inventive,

primitive and fundamental features.

Ÿ Economical Style : As a style to fulfill the demand of safety

and efficiency, it shows not only the functional value but also the

goods value based on economics and universality. It shows structural,

practical, rational, customary, universal and typical features.

Ÿ Categorical Style : As a style to fulfill the desire of belonging

and admiration, it stands on the basis of the ego value of economic

goods value and a sense of belonging as well as value in us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a type that tries to express religion,

tradition, nature, industry, economy and class that are the identity of

its own group. This type is collective, figurative, symbolic and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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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go Style : It is to fulfill the desire of pleasure and to establish

identity for the personal ego rather than the group identit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s motives are attitude, class, values and taste that

are efficient to enhance the ego value. Ultimately, it has an obsession

about ego expression to realize its ego. Therefore, it has subjective,

independent, disparate, egoistic and expressive features.

Ÿ Conceptual Style : As the origin of instrumental, economical,

categorical, ego style and the ultimate ideal at the same time, it

includes and implies the value in use, goods value, ego value and

share value. According to this idea, it shows unchangeable and

original form rather than the expressive features even though it is

ambiguous.

These types of style are the outlines for human nature to fulfill

various desires efficiently. These have a property to evolve from

instrumental style into economical style , and from categorical style

into ego style or conceptual style (lower to upper types of style).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evolve into upper type of

style because each type is perfect in the way it is.

Individual product or space has more than one type among these

five types. These types of style are the outlines and form of means

that is to fulfill various human being's desires. Also these have a

universal attribute to evolve from lower into upper type but it does

not have to be converted into that way.

VII. Conclusion : It summarized the result and proposed

quantitative case study and deeper study of styling as a follow-up

study.

Main process of this research is combined as a diagra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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