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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Empire style costume based on the fashion theory of Lauer and 

Lauer.

We classify fashion into two categories, a personal identities, the social competition 

and sexual competition, the economic factor as a functional factor, and the reflective 

thing of Zeitgeist, eroticism as a dynamic factor.

These factors can be visualized from fashion design, textiles, ornaments expressed in 

the paintings.

一445—



I.序論

Fashion은 文化的, 社會的 상황에서 결과되어진 한 사회의 전체적인 象을 내포하고 있고, 

한 사회가 갖는 문화의 일관화된 모습을 담고 있는 形象이다. 즉 fashion은 外形性과 文化的 

의미가 깃든 內形性이 함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 사회의 文化的, 社會的 정서와 일치된 色彩를 나타내 주는 여러 가시적 수단 중에서 

fashion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fashion은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色彩를 지니고 있어 과거와도 연관되면서, 현재의 生活相을 나타내주며, 미래의 새로운 

fashion을 창조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Fashion은 인접분야에서 널리 유행하는 발달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 社 

會的 변화, 예술의 발달, 경제의 발달 등에 쉽게 감응하므로 특별한 社會的 조건에서 결과되 

는 Zeitgeist 의 반영 이 다。.

Fashion은 어느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해 왔으며 個人的, 社會文 

化的 側面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fashion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Fashion은 그 시대의 欲求, 靈感이 표현되기도 하며, 美的인 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지라도 

fashion은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Fashion이 갖는 社會文化的, 心理的 側面들은 회화, 조각, 판화 등의 예술품에 표현되어져 

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자료 등을 통해 한 사회의 특성과 상황, 개인유형을 이해하게 된다.

Contin는 각 시대의 복식 스타일은 그 시대의 순수예술과 유대관계가 있으며, 특정한 시대 

에 나타난 모티브와 그 시대의 회화, 조각품, 공예품, 건축 기타 미술품에 나타난 모티브와 공 

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Farrel Beck와 Petsch는 한 시대의 다른 예술분야 즉, 건축가구들의 모티브와 그 시대의 

fashion 모티브는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叫 따라서 한시대의 fashion을 이해함에 있어 

서 예술이 없어서는 안되며, 예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fashion은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을 발 

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폴레옹 1세의 통치기간에 유행하였던 服飾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 

명으로 인한 부르조아계급의 성장,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前 時代 Rococo style에 대한 반 

동으로 탄생하게 되 었던 Empire style 服飾을 회화를 통해 Lauer와 Lauer의 fashion theory 

으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n.理論的背景

Fashion은 時代的인 變化속에서도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社會的으로 구성 

되어지고 타협되어지며, 社會的 相互作用의 역동적 과정속에서 발생되므로, 어느 시대, 사회 

를 막론하고 個人的 • 文化的 意味가 내재되어 나타난다.

1) J.C. Lauer, R.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1), pp. 18-19.

2)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Vol. 10, (1986), p. 70.

3) 上揭書，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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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er와 Lauer，,는 fashion을 functional과 dynamic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fashion의 functional 범주로는 자신의 identity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個人的 機能, 社會的 競 

爭과 性的 競爭으로서의 機能, 經濟的인 機能으로, dynamic 범주로는 주기성, 한 시기에 유행 

하는 理想과와의 상호관련성, 시대, 유행에 따라 변하게 되는 eroticism으로 보았다

그의 fashion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찾고자 하며 자신의 identity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개인적 기 

능이다. Fashion은 社會的 相互作用에서 한 개인의 identity 를 전달하고 확립하게 하는 전달 

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叫 Fashion은 社會的 制度下에서의 身分이나 役割, 文化的 

價値觀, 個人의 독특한 內面的 identity 등을 나타내 준다 Fashioii은 한 개인의 감각적 만족 

의 출처 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충동과 자아표현을 위 한 중요한 출로이 다.

Fashion의 개인적 기능에는 일상생활의 社會的 行動에서 타인들에게 제시된 성취된 자아,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획득하거나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이나 역할 등으로 구성된 자아, 

한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자아 등이 포함된다.

Simmel과 Sapir도 개인을 위한 fashion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immel^ "인 

간에 게는 2가지의 반대되 는 성 향이 있는더】, group에 동조하려 는 욕구와 개인으로서 의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의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방에 의해 유지되며, 

fashion은 항상 모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동시에 

fashion은 개인의 개성화를 위한 욕구를 만족시켜준다.”고 하였다

Sapir는 fashion은 유행하는 사회적 형태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이탈을 통하여 자아를 재 

발견하려는 수단으로, ego 표현을 위한 상징적 의미에 촛점을 맞추었다7>. 즉, fashion은 자신 

에 대 한 자가도취적 즐거움을 느끼 게 하는 수단이 되 기도 한다.

둘째, fashion은 社會的 競爭과 性的 競爭의 機能과 관련이 있다. 이 기능들은 Fluger에 의 

해 보충되어진다. Fluger은 fashion의 궁극적 이고 필수적 원인은 競爭에 있으며, 그 競爭은 

社會的이고 性的인 것인데, 性的要素는 보다 간접적이고 숨기려고 하며 社會的인 것에 숨으 

려는 반면에, 社會的 要素는 보다 분명하고 명 백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또한 社會的 競爭현상 

으로서의 fashion이란 우리가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것들을 모방하려는 기본적인 인간 특성 

의 표현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fashion은 競爭과 模倣에 의해 발생 촉진될 수 있으며, 競爭을 초래하는 流行模倣은 

새로운 ideal의 전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fashion은 經濟的인 機能을 한다. Fashion이라는 것은 재력을 가진 부유계층의 일부 

에서 처음 받아들이게 되며, 어떤 fashion은 단지 비싸다는 것 하나만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 

어 그 높은 가격 자체가 fashion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일은 덜 중 

요하고, 그것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나 그것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계층을 나타내주므

4) J.C. Lauer, R.H. Lauer, op. cit., (1981), p. 2.

5)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0(4), (1992), p. 5.

6) Georg Simmel,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10, (1904), pp. 130-150. quoted in J. C. Lauer, R. H.

Lauer, op. cit., (1981), p. 3, ，.

7) Edward Sapir, “Fashi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VI, (New York : Macmillan, 1931), 

pp. 139-144, quoted in J. C. Lauer, R. H. Lauer, op. cit., (198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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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잦게된다.

넷째, fashion은 하나의 革新으로 분석되어지며, fashion은 새로운 스타일이 소개되어 채택 

되고 유행으로서 등장하기까지에는 擴散의 과정을 거친다. 유행은 대다수의 사람에 의해 받 

아들여지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주 

기를 가져야 한다. Fashion은 문화로부터 성장하고 사회적 산물과 정신적 산물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Krober는 fashion의 역동적 현상을 cycle theory로 설명하였다. pattern 변화의 주기는 길 

고 detail 변화의 주기는 짧다는 그의 설명은 Paul. H. Nystrom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는데, 

Nystrom은 의복의 색채, 옷감, 다자인의 유행은 1년 정도 가는데 비해 실루엣은 훨씬 길게 

cycle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fashion은 그 시대의 정신인 Zeitgeist의 반영으로 社會的 • 宗敎的 哲學, 그 시대의 

趣向, 經濟的 產業過程, 衣服製作技術 등의 발달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과의 相互作用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어떤 형태의 fashion이든 그 fashion이 탄생했던 시대와 문화에 비추어서 판단 

되어야 한다.

한 시대의 理想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표현하며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고방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fashion은 한 시대의 반경내에서 형성된다. Fashion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들이 등 

장한 시기에 유행하는 理想과 일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fashion은 erotic 특성을 나타낸다. Lauer와 Lauer는 에로틱한 것으로 결정 된 신체 

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특별했던 부분의 

효과는 감소되며 erogenous zone을 이동시켜야만 하고 새로운 부위는 매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DI. Empire style 服飾

1. Empire style 服飾에 나타난 個人的 Identity
인간은 fashion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자신을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나 

타냄으로써 자신에 대한 확신을 세우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력은 허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Goldenson은 개인적 측면의 identity를 "과거와 같은 오늘의 나, 신체 기분, 신체 이미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영속적 느낌, 또한 한 개인의 기억, 목적, 가치, 경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독특하고 독립적인 느낌(I am my own person)”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identity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主觀的 感覺이며 한 개인이 다양한 社會的 

經驗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자신의 連續性과 性格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 identity는 개인 

이 사회로부터 획득하거나 사회로 부터 부여받은 身分이나 役割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 

기에는 年齡, 性, 職業, 性格 特質 및 價値觀, 唯一性의 자아 등이 포함된다.

8) Robert M. Goldenson (ed.), Longman Dictionary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New York & London : 

Longman, 1984). quoted in 김희선, w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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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siree 여왕이 입 었던 Cor

onation gown.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3)

〈•그림 2> 집정시대의 chemise gown.

(이정옥외 2A, 서양복식사, p. 254)

〈그림 3〉복고풍의 영향(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p. 78)

〈그림 1〉은 Robe de Cour에 달린 장식적인 train은 신체 자체를 확대시켜 주는 효과를 나 

타낸다. Train이라는 대상이 신체에 접촉하게 될 때 의식되는 자기의 존재는 대상의 끝부분까 

지 확장되며, 신체적 자아가 확대되었다는 심리적 환상을 얻을 수 있다叫 개인은 Fashion을 

통해 신체의 부분을 부풀리 거나 강조함으로써 신체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시대에 유행한 train은 신체활동을 방해함으로 빨리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귀족 

계급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으로 이용된다.

〈그림 2〉는 얇은 muslin으로 만든 high-waist형 의 chemise gown으로 옷감의 소재로도 신 

체적 자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부드럽고 얇은 옷감의 소재는 신체운동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신체적인 곡선을 그대로 나타내준다. 신체적 자아의 이미지

9) J. C. Fluger,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Leonard &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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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mpire style 복식. 〈그림 5〉Empire style 복식. 

(James Laver, Fashion, pp. 224-225)

〈그림 6> Chemise gown. 

（이정옥외 2人, 서양복식사, p. 

256）

〈그림 7〉 Chemise gown과 Sha

wl, Titus hair style. (Francois Bou

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1)

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드럽고 얇은 muslin이 Empire style 복식에서 널리 이용되어졌다.

〈그림 3〉은 복고 S의 영향으로 캐시미어 shawl을 둘러 고전적인 자태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유연함을 나타내고 있다. 스커트의 폭은 좁으나 뒷중심에 풍부함을 주어 신체를 과대 

강조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fashion을 통해서 개인적 내면세계가 표현되며, 

fashion은 풍성한 자아표현을 발견하는 방법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호기심과 상상력의 

출구를 제공해 준다.

〈그림 4, 5〉에서 스커트의 앞면은 밋밋한 직선이며 뒷중심에 여유분을 둔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성과 high-waist로 하반신을 길게 확대해 주는 효과에 의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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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콜셋을 포함한 속옷. (Blan

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476)

〈그림 9> Ninon 형 Cor

set. （이정옥외 2人. 서양복 

식사, p. 261）

씬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square neckline, high-waist, puff sleeves로 이루어진 스타일이다. 앞가슴까 

지 깊게 판 square neckline에 의한 신체노출은 narcissism을 느끼 게 할 수 있다 신체적 자아 

에서 오는 narcissism은 자기 의 신체를 찬양하며, 그것을 타인에 게 보이 게 함으로써 타인으로 

부터의 부러움을 받음으로써 만족을 느끼 게 된다. 인간은 타인에 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 

하며 자신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위치에 오도록 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칭찬 

받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를 과시하고자 한다.

〈그림 7〉은 그리 이 스의 ch此。n과 himation을 연상케 하는 gown과 shawl에 titus hair style 

을 한 모습이다. Dress와 shawl은 시각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러 한 의복의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촉감은 피부를 즐겁게 자극시켜 주어 skin-eroticism 

을 얻을 수 있다. 즉, silk, muslin, fur 등의 소재촉감이 피부와 접촉되어질 때 느낄 수 있는 

skin-eroticism을 얻게 된다.

〈그림 8〉은 가슴의 바로 밑부분에 테이프나 끈으로서 졸라맨 의복스타일이다.

〈그림 9〉에서와 같이 1810~1811년경에는 여자복의 실루엣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슴에 

서 허리에 걸쳐 아름다운 형을 나타내도록 긴 ninon형 콜셋이 고안되어졌다.〈그림 8, 9〉에서 

볼 수 있듯이 pleasure은 근육의 자유로운 운동에 의해 일어나며, 이런 감각요소들은 근육수 

축과 신장에 의해 얻어진다. 그러나 의복은 근육의 자유로운 움직 임을 방해하므로 auto-eroti- 

cism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서 의복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tight garment에 의한 

안락한 압력 에 의해 auto-eroticism 즉, muscle eroticism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Empire sytle 服飾에 나타난 競爭心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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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hemise gown, Shawl, Mob cap.

（정흥숙, 복식문화사, P. 234）

Fashion은 社會的 競爭과 性的 競爭과 관련이 있다. 자신의 地位, 富, 權力을 나타내기 위 

해 또한 자신의 性的 魅力을 향상시키 기 위해 fashion을 사용한다.

새로운 fashion은 귀족계급에서 받아들여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층계급의 모방심리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된다. 따라서 귀족계급은 그들보다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점유 

된 그들의 우월을 상징했던 것을 더이상 원치않게 된다. 그들은 사치금지령으로서 자신들의 

우월을 표시하거나 하층계급과의 신분구별을 위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거나 직물의 재 

료, 문양, 장신구로서 그들의 우월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 10〉은 이 시대에 널리 유행되어진 스타일로 고대풍의 이 chemise gown은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입혀졌다. 따라서 귀족계급은 하층계급과의 신분구별을 위하여 값 비싸고 

공급이 부족한 장식용품으로 덧붙이 거나 금실로 수놓아진 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특 

권과 우월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3. Empire style 服飾에 나타난 經濟的 要素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부르조아 계급의 급성장은 자본주의의 시대로 진일보하 

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부르조아 상류층과의 제휴하에서 그의 세력을 넓혀 나갔 

다. 상공업은 정부의 보호아래 번성하고 공업가, 은행가, 大商人 등은 나폴레옹과의 상호원조 

하에 財產과 權力을 축적해 나갔다.

부르조아 시대이후 fashion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게 되었던 주된 원인은 의심할 것도 

없이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영향이었다.

첫째로 신분적인 차별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둘째로 이론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 시민이 되었으며, 셋째로 사치 금지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류계 

충은 하류계층과 확실하게 구별되기를 공공연히 바랬다. 다시 말하면 외관상의 평등에도 불 

구하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멋있게, 더욱 고상하게, 더욱 품위있게 보이기를 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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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화려한 Empire sty- 

le 의 야외용 gown. （정흥숙, 복식 

문화사, p. 239）

〈그림 12> 레카미에 부인（이기 

웅외 1A 譯, 풍속의 역사 虬 p. 

26）

부르조아 계급은 공포정치의 그늘에서 감추어졌던 우아하고 화려한 美를 생활과 문화에 발 

휘하였고, 그• 우아함과 화려함은 고대복식을 기조로 하였다. 肉體的 人間에 대한 부르조아의 

理想的인 아름다움은 고전의 憧憬이라는 모습으로서 나타내게 되었다. 호화스러운 직물, 화 

려한 색조와 장식으로 자연스런 身體美를 살리고자 하였다.

〈그림 11〉은 부르조아 계급의 우아하고 화려 한 취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자연스런 美를 살리고자 하는 부르조아 계급의 理想鄕을 엿볼 수 있다，

4. Empire style 복식에 나타난 Zeitgeist
Fashion은 二L 사회의 構造, 技術, 道德, 慣習, 信念, 價値와 관계하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 

은 예술의 형태를 형성케 하는 文化的 思潮에 공헌한다. 각 시대의 藝術思潮는 그 시대의 欲 

求, 靈感을 표현하기 위해 美的인 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사회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를 반영한다.

Empire style 복식은 이 시대의 藝術思潮인 新古典主義를 반영하고 있다• Empire style은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의 대변혁에 의하여 발생된 新古典主義의 영향으로 탄생하게 된 스 

타일이다.
新古典主義는 18C 중엽에서 19C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형성되었던 미술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廣義의 古典主義와 구별하기 위해 新古典主義라고 한다. 이것은 18C 중엽에 있었던 

폼페이 헤라클레네움, 파에스튬 등의 고대 건축 발굴이 계기가 되어 생긴 말이다. 약 2000년 

전의 문화인 고대 그리이스-로마 양식과 철학에 기초를 두며, 예술의 특색은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투명함, 節制, 普遍性과 理想性 등이 중요시 되었다. 視覺的인 

藝術에 있어서는 色彩보다는 線, 曲線보다는 直線，부분 조화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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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흰 muslin gown, Shawl, 

Titus hair style. (Wilcox, The mode in 

Costume, p. 268)

〈그림 14> 그리이스 꽃병에 그 

려진 춤추는 Maenad. (James 

Laver, Fashion, p. 34)

〈그림 15> 프랑스 동판화. （이 

기응외 1人 譯, 풍속의 역사 IV, p. 

48）

는 경향이었다.

문화전반에 대한 고전의 동경은 자유와 

평등을 중시 하고 인간의 자연적 감각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것에서 生의 목적과 즐거움을 누 

리고자 하여 자연적 인 모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新古典主義는 문화 전반에 반영되어졌 

고, fashion에서는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 

이며 건강한 肉體美의 理想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新古典主義는 Hellenism 즉, 오 

늘날의 Reali&m에 바탕을 두고 있다m. 

Hellenism은 現世主義이며 理性主義이기 

때문에 形의 美를 존중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肉體美를 존중하고 감

10） 金碩浩, 세계문예사조사, （서울 : 대학사, 196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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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존중함으로써 현실적 흥미를 잊지 

않는 思想을 바탕으로 한 思潮이다. 

Hellenism은 인간본위의 운동이며 人文 

主義의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新古 

典主義는 그리이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적 

예술을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어）, 당시 나 

약한 취미에 흐르고 있었던 Rococo style 

에 대항하여 고대 양식을 모방함으로써 

남성적인 강한 힘, 건강한 身體美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新古典主義는 

Empire style 복식의 모든 형태에 스며들 

었으며 이러한 美의 哲學과 일치되어 나 

타났다.

<0림 13〉은 자연스러움을 중시 한 신고 

전주의 의 영 향으로 fashion에서도 자연스

〈그림 16> Short hair style. (Blan

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480)

런 身體美를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과장 

되지 않게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허리는 high-waist로 위치시키기 위해 고전적인 성격의 線이

〈그림 17> 그리이스 여자 髮型

綴緣滋癡緩総象縫整參惣曇鶉纜懲^^懲翱邈鏡

Empire style 시대의 여자 髮型

（이정옥외 2人, 서양복식사, p. 263）（이정옥외 2A, 서양복식사,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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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oman sandal & crepida.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 108)

Empire style 시대 의 신발 

（이정옥외 2人, 서양복식사, p 265）

〈그릴 20> Point de con

vention 중 일부. (James 

Laver, Fashion, p. 222)

〈그림 21 > Portrait of the Empress Josephine、 

(James Laver, Fashion, p, 226)

우세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14〉는 그리이스 꽃병에 그려진 Ma&iad로〈刀림 15〉와 비교해 보면 d從蹌의 형태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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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서: 이 머리형은 로마 황제 Titus의 머리모양을 본 딴 단발로서 뒷머리를 귀윗까 

지 깎아 올린 것이 특징 이다.

〈그림 17〉은 그리 이 스의 髮型을 본 딴 psyche 型으로, 이 것은 머 리다발을 뒤 편에 높이 올리

〈그림 22> 나체모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chemise gown.

（이기웅외 1人 譯, 풍속의 역사 IV, p. 62）

〈그림 23> David : Comtesse Daru.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2)

고 머리둘레에는 장식용의 가는 밴드를 

둘러 정돈한 스타일이다.

〈그림 18〉은 그리이스의 sphendone을 

본 뜬 머리장식이다.

〈그림 19〉는 Rococo 시대에 유행한 

high-heel 구두대신에 그리이스의 편편한 

샌들이나 여러 형태로 끈을 엇갈리게 묶 

은 것은 로마의 신발에서 이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0〉에서 그리이스 髮型을 본 뜬 

psyche 型을 하고 있으며, 머리 다발을 뒤 

편에 올리고 장식용의 가는 벤드를 두르 

고 있다. 또한 신발도 그리이스의 편편한 

샌들형의 신발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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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rincess Catherine 

Lapoukhin.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7)

5. Empire style 服飾에 나타난 Erotic 한 신 

체부위

Fashion을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을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진 

다. 남성은 의복으로서 그의 매력을 나타내지만, 

여성은 노출과 장식으로 그녀의 매력을 나타낸다. 

신체 일부의 노출은 性的 魅力을 나타내기도 하며,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 매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체의 한부분에 타 

인의 시선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옷을 입을 수 있 

다.

에로틱한 것으로 결정된 신체의 부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erogenous-zone을 이동시켜 

야 한다Rococo 시대는 가슴, 허리, hip의 깅조

에 의해 eroticism을 나타낸 반면, Empire style 시대는 가슴 부위에 에로틱한 효과를 새롭게 

하면서 （그림 21）, 또한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에로틱한 아름다움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그림 23〉에서 Empire style 복식은 eroticism을 어느 시대에 못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그 

들은 옷을 입고서도.나체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속내의도 벗어버릴 정도로 erotic한 요소들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은'고대 그리이스-로마 복식을 기초로 하여 피부에 꼭 달라붙은

〈그림 25> 탈리앙부인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1)

U) J.C. Lauer, R.H. Lauer, op. cit., (1981), p. 17. 

〈그림 26> Mame de Sennonnes.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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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lin이나 린넨으로 된 chemise dress로 자신들의 신체를 드러내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 

체를 장식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목, 가슴, 머리, 팔 등에 보석 등으로 eroticism을 더욱 강화 

시켰다.

〈그림 24〉은 가슴과 팔을 노출시키고 일반적인 노출에액센트률,줄수있도록.어깨에 여러 

보석으로 장식을 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출된 의복과장식은eroticism을 환 

기시키려는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5, 26〉에서와 같이 여성들은 금고리나 브로우치로 팔이나 다리 의 노출을 드러나게 

만들었으며, muslin 망또의 좌우에 구멍을 뚫거나 망또의 일부를 걷어올리기도 하고, 발가락 

이나 손가락에 금고리나 보석을 박은 고리를 하여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eroticism을 갖게 

된다.

虬結論

Lauer와 Lauer의 fashion theory에 의해 살펴본 Empire style 복식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신체적 표면과 fashion과의 관계에서 fashion은 신체적 자아를 갖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런 신체노출 

은 narcissism을 얻게 하여 만족스런 신체상을 형성시키기도 하며, 신체 일부분을 조임 

으로써 muscle-eroticism을 얻으며, 피복재료의 촉감에 의해서도 skin-eroticism을 얻을 

수 있다.

2. 여성들은 그 시대의 fashion 즉, 복식 스타일변형, 값비싼 보석, 다양한 shawl 등의 장식 

품, 문양, 직물재료에 의해서 社會的, 性的 競爭을 나타내었다.

3.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르조아 계급의 성장은 복식 소재의 우아함, 현란함, 다 

채로운 장식 등에 의해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전의 동경이라는 思想에 의해 고대 그리이스-로마 복식을 모방한 chemise dress를 널 

리 유행시켰으며, 身體美를 중요시한 그들의 취향을 가미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4. Empire style 복식은 이 시대의 新古典主義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이스-로마 양식과 

哲學이 내재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5. Empire style 복식의 erogenous-zone은 신체곡선 자체이며 부수적으로 가슴, 팔, 다리 

등의 일부를 노출시켜 새로운 에로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덧붙여 보석이나 장 

신구로 장식하여 에로틱 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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