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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나］。parallelism between the art trend and the fashion. As a rep
resentative case, we consider the Modernism and the Flapper look. The Modernism 
rejected the tradition of the past and pursued something new. This trend was in parallel 
with the fashion called flapper look which was against the tradition and made a drastic 
change. The factors which represent the spirit of the age of the Modernism are the sim
plicity, the rejection of the tradition, the individualism and the subjectivity, the 
functionalism, the fragmentation of the self, and the straight line. We discuss 나le 
fashion style of the flapper look in terms of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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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패션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FliigeW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과 실내장식 같은 다른 유행과 

어떤 paralelhsm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의복에 있어서든 다른 것에 있어서든 성공적이 되려 

면, 그것들이 시작되는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이상(ideal)과 새로운 패션이 일치해야만 한다. 

유사한 사회적 이상이 분명한 문화적인 시기에는 복식의 어떤 유사성을 알 수 있다. 종교적 

가치가 지배적일 때 복식은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의 느슨한 의복으로 신체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다.반면 그리이스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 같이 인간중심의 생활일 때 복식은 인체를 드 

러내거나 강조하여 인체미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정신을 쉽게 알 

수 있는 예술사조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패션의 Paralellism을 다루고자 한다. 예술사조 중 

에서 서구예술사를 통해 가장 획기적인 운동이었던 모더니즘과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전 

통과의 단절과 혁신을 일으킨 패션인 플래퍼 룩의 Paralellism을 입증하고자 한다.

모더니즘의 용어는 모든 형태의 20세기 예술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이며, 본 연 

구에서는 모더니즘의 개념을 문화적 전통의 거부와 새로운 것의 창조를 나타낸 20세기 초, 특 

히 1920년대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다. 그리고 1920년대의 

혁신적인 여성복식의 스타일인 짧은 머리, 짧은 스커트, 여성의 곡선미를 무시한 tubular실루 

엣을 나타내는 플래퍼 룩(Flapper Look)을 예술사조인 모더니즘과 관련시켜, 플래퍼 룩에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찾아 보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Kefgen은 패션이란 특정한 시대에 거대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스타일"이라 

고 하였으며, Beeson은 패션은 주어진 시대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스타일4)로 보았다. 변화하는 패션을 이해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한 시대의 의복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철학, 한 시대의 심미안, 경제적, 산업적 발달, 

의복제작 기술의 발달을 포함하는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 

문이다.$

비록 복식 분야에서 두드러질지라도 패션은 많은 분야에서 작용한다. 즉 그림, 음악, 드라 

마, 건축, 실내장식, 오락, 문학, 의학, 사업경영, 정치적 신조, 철학, 심리학과 사회과학 그리 

고 심지어 자연과학과 수학 같은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F 패션은 항상 모던하다. 패션은 

항상 시대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한다. 패션은 주어진 분야뿐만 아니라 인접분야에서도 

널리 유행하는 발달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여성복식에 있어서의 패션은 그 자체의 경향,

1) J.C. Lauer, R.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1), pp. 6-19.

2) M.J. Horn, L.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1981), p. 127.

3) M. Kefgen,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N.Y. ； Macmillan Publi아】ing Co., Inc., 1981), p. 131

4) M.S. Beeson, Apparel as an Economic Good, in L,M. Gurel, M.S. Beeso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1975), p. 125.

5) J.C. Lauer, R.H. Lauer, op. cit., p. 18.

6)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H.G. Blumer, “Fashion", pp.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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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과 장식에 있어서의 발달, 그리고 예술의 발달, Tutankhmen tomb(묘)의 발견과 같은 

흥분을 일으키는 사건, 정치적 사건 그리고 청춘예찬의 고조나 여성해방과 같은 중요한 변화 

에 쉽 게 감응한다."

James Laver는 특별한 시대의 패션은 “시대정신(Spirit of the Age)”을 반영한다고 하였 

다. 또한 패션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지식, 그리고 예술의 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 

는 일종의 문화결정론으로 부터 패션이 발달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己 패션은 그 시대에 유 

행하는 이상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이상이 분명한 문화적인 시기에는 복식의 유사 

성을 알 수 있다. 즉, 종교적 가치가 지배적일 때 복식은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의 느슨한 의복 

으로 신체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다.반면 그리이스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인간 중심 

의 생활일 때는 복식은 인체를 드러내거나 강조하여 인체미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또한, 

Flugel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과 실내장식 같은 다른 유행과 어떤 paralellism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이 것은 복식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먼저 그리이스시대의 건축기둥과 키톤(Chiton)과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도리 아식 (Doric)과 이오니 아식 (Ionic) 키톤은 그 건축물과 유사하게 디 자인 되 었다.〈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도리아식 기둥은 두텁고 억세고 넓은 세로골을 가졌으며, 기둥의 원주 

는 네모 나고 납작하게 만들어졌다. 같은 방식으로 모직물 드레이퍼리 (wool drapery)의 두터 

운 주름을 가진 도리아식 키톤은 여성스러운 형태에 견고하고 딱딱한 외양을 주었다. 즉 

overfold는 사각원주의 똑같은 효과를 주었다.

〈그림 1〉도리 아 양식

7) Ibid., p. 343.

8) M.J. Horn, L.M. Gurel, op. cit., p. 126.

9) Ibid.,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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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아식 형태는 도리아식보다 상당히 더 가볍고 더 섬세하였다.〈그림 2〉와 같이 기둥은 

더 높고 더 가느다랐고 더 좁은 세로골을 가졌으며, 기둥의 원주는 앵무조개껍질의 곡선에서 

비롯된 우아한 이중나선이었다. 얇은 이오니아식 린넨(linen)의 주름은 더 무거운 도리아식 

주름보다 더 가볍고 더 수가 많았다. 그리고 그 키톤의 가짜소매의 곡선은 이오니아식 원주의 

곡선의 소용돌이가 반복되 었다

고딕 성당의 높이의 강조와 건축의 높고 뾰족한 형태는 고딕 복식의 기다란 소매와 앞이 뾰 

족하고 긴 신발, 그리고〈그림 3〉과 같이 헤닌(hennin)에서 반영되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 

대의 건축은〈그림 4〉에서와 같이 고딕 건축의 수직으로 치솟던 수직선이 점차 낮아져서 수평 

선이 되었으며, 르네상스 복식도 건축과 유사하게 수평선이 강조되었다. 또한, 18세기 중반에 

Pompeii와 Heraculaneum의 고대도시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서양세계는 약 

2000년전의 고대 그리이스와 로마의 스타일과 철학의 재생인 신고전주의(neoclassism)에 몰 

두하였다. 이 시대에는 그림, 가구 등 여러 면에서 고대 그리이스 로마문화의 산물을 모방하 

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복식도 1800년에 갸날픔의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선(line)의 

눈에 띄는 특성은 매우 고전적 이 었다.〈그림 5〉와 같이 부드럽 게 드레 이프된 하얀 모슬린으로 

만들어진 복식은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를 하였다.m 이렇듯 복식은 대체로 그 시대의 모 

든 형태에 스며들었던 미적 철학과 가락이 맞았다.

복식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예를 복식사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문학, 미술, 건축, 실내 

장식, 복식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쉽게 그리고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10) Ibid., pp. 75-76.

11) Ibid.,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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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6세 기 건축과 복식 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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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비드가 그린 마담 르카미에르의 초상화

m. 모더니즘의 문화적 배경

모더니즘은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일어난 운동이며, 전통과 인습을 과감히 타 

파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은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예술 일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원동력은 시대정신(Zeitgeist)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지적, 문화적 풍토라고 할 수 있다.

찰스 다아윈, 제임스 프레이저, 프리드리히 니이체, 카알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같 

은 사람들은 기성 전통과 인습을 과감히 타파한 역사의 도전자들이었다. 다아윈은 진화론을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주춧돌을 흔들어 놓았으며, 프레이저는 원시적 신화를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원형적인 리듬을 회복시켜 주었다. 절대성을 주장하는 모든 것은 병적이라고 주 

장한 니이체는 19세기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쐐기를 박았는가 하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의 

무기를 사용하여 관념 철학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무 

엇보다도 인간 심성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과학적 합 

리주의와 확실성에 대한 도전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한층 고조되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보어와 드브로이는 양자론을, 그리고 하이젠베르 

크는 불확정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종래의 우주관이나 물리학은 물론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 시대정신과 더불어 예술에 변혁을 가져오게 한 또 하나의 원동력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다• 모더니즘은 전쟁중 잠시 소강 상태를 맞았을 뿐,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더욱 더 활기를 띠고 

발전하게 되었다 인류의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의 가치관이나 도 

덕을 붕괴시킨 전쟁은 오히려 모더니즘이 성장하는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문화적 토양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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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주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지만, 제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 

불어 비로소 그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다.

1920년을 중심으로 서구문학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위대한 예술 작품이 많 

이 쏟아져 나왔다. 심미주의의 기수로 알려진 월터 페이터와 오스카 와일드 역시 예술을 도덕 

적, 사회적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와일드는〈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였으며 , 프랑스에서 는 보들레 르와 플로베르가 중심 이 되 어 전통적 인 부르조와 

인습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입센이 신극 운동을 통해 사회적 인습의 벽을 무 

너뜨리는 데 앞장 섰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새로운 예술을 부르짖는 이런 운동 

은 보다 체계적인 원리를 수립함으로써 모더니즘에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매덕스 포 

오드를 중심으로 한 인상주의 운동이나 에즈라 파운드를 비롯한 시인들이 주장한 이미지즘 

(Imagisim)이며,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가져다 준 것은 역시 보 

들레르와 말라르메가 중심 이 된 프랑스의 상징주의 인 것 이다.

20세기 초엽의 새로운 철학은 맥태거어트의 개인적 관념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인간의 자아로써 구성되 어 있으며, 자아는 자신에 대 한 지각과 서로 각자에 대 한 지각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물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계는 바로〈나의〉세계라고 주장함으로써 객체보다는 주체를 강조했다. 프랑스 

에서는 베르그송이 유물론을 공격하면서 인간의 의식적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독일에서는 막 

스 스티르너가 에고이스트 철 학을 주창하였다.

모더니즘은 바로 이런 주관성과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삼는 

다. 그것은 객체보다는 주체를, 외적 경험보다는 내적 경험을 , 집단 의식보다는 개인 의식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 창조해 내는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기본 입장도 이런 주관성에서 나온 

것이다.m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위대한 창조의 시대였으며, 엘리어트의〈황무지〉, 파운드의〈모벌 

리〉, 조이스의〈율리시즈〉, 로렌스의〈사랑하는 여인들〉, 버지니아 울프의〈등대로〉그리고 

예이츠의〈塔〉이 창조된 시대였다.刼

러시아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종래의 음악이 가지고 있던 화음과 리듬의 전통을 

과감히 무너뜨렸으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 역시 전통적인 음조의 벽을 

부수고 12음 기법을 창안해냈다. 이밖에도 드뷔시나 라벨, 베베른이나 바르톡 같은 작곡가들 

도 모두 전통적인 기법과는 전혀 다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했던 

것이다严＞

건축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옛 것이건 새로운 것이건 일체의 양식이나 장식의 속박에서부 

터 탈피하여 다시금 참신하게 시작하고자 하였다. 젊은 건축가들은 일체의 장식을 거부하고 

건축의 목적에 비추어서 그들의 과업을 다시금 새롭게 보자고 제안했다.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9〜1959)는 주택에서 문제가 되 는 것은 방 

이지 정면의 외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부가 살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었고, 거주자의 요구

12) 李善榮편, 문예사조사, 서울: 민음사, 1987), pp. 131-140.

13) Ibid., p. 165.

14) Ibid.,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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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들어맞는다면 건물 외부의 모습도 훌륭하게 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흔히 사용되 

던 쇠시리, 처마도리 등의 장식을 일체 배제하고 건물 전체의 목적에 맞게 건축했다. 모든 장 

식을 배제함으로써 현대 건축가들은 사실상 수백년의 전통과 단절한 것이다. ' • • • 式(or
der)' 이라는 허구적인 이름 아래 발전되어 온 체계 전체가 일소(一掃)되고, 그릇된 쇠시리, 

소용돌이 무늬, 벽기둥 등의 장식도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侦 건축의 모더니즘은 대담한 창안 

과 혁신의 가치로 널리 인식되었다.

모더니즘시대의 미술은 디자인이나 질감, 색과 질량의 사용에 있어서 종래의 그것과는 전 

혀 다른 경 향을 보여주었다. 19세기 말엽에 풍미 하던 사실주의 화풍에 과감히 도전, 칸딘스키 

는 추상화를 그리고 강렬한 색채와 대담하고 '야만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야수파(Fauvism)가 

생겨났으며, 대표적인 화가는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이다. 혁신적이라고 생각 

되는 점은 '생략의 천재'라는 것이며,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생략하였고, 단순히 암시하였 

으며, 장식적인 단순화에 재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유럽 회화의 전통에서 이탈했던 새로운 

운동, 즉 입 체주의 (cubism)가 파리 에서 일어났으며, 브라크와 피 카소는 입 체주의 (cubism) 를 

창안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실주의 화풍의 기본 원칙인 원근법을 해체시킴으로써 미술에 대 

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던 것이다.

입체파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으며,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장식미술, 건축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앨런 불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 예술사를 통하여 1900년대 만큼 그렇게 

독창적이고 활기에 넘치는 시기도 아마 드물 것이다.

W. 플래퍼 룩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

1920년대의 혁신적 인 여성복식 의 스타일인 플래 퍼 룩은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어느 

정도 직선형인 실루엣이 유행한 스타일이며, 주름이나 리본, 짧게 너풀거리는 스커트, 스커트 

단을 불규칙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등 남성적 스타일을 유지하는 말괄량이 아가씨 스타일이 

다.

먼저, 헤어 스타일은 얼굴 주위에 부드러운 웨이브가 있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렸으나 곧 짧 

은 단발머리가 유행하였다. 모자는 이마와 귀 모두를 덮도록 머리 깊숙이 착용하였으며, 가장 

유행한 모자는 귀 주변까지 잡아 당긴〈그림 6〉과 같은 cloche 모자였다. 속옷은 부피가 줄었 

고, 무게가 가벼워졌다. 젊은 여성은 콜셋이나 화운데이션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활 

동을 위하여 슬립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속옷은 유행하는 직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직선으로 재단되 었다.

플래퍼 룩은 활동적이며, 남성적(boyish)인 면을 나타냈다.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의 실루 

엣으로 기계적 생산(machine-made)의 매끄러움(smoothness)을 강조하였다. 가슴을 납작하 

게 하였으며 스커트를 짧게 함으로써 그들의 다리를 과시하기도 하였고, 벨트는 히프에 걸쳤 

으며, 허리선이 히프까지 내려왔다. 인체의 곡선은 무시되었고, 여성의 인체는 가슴, 허리, 히 

프가 없는 tube (管)와 같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실루엣은〈그림 8〉에서 볼 수 있다. 짧은 스

15) E.H. 곰브리치, 崔 曼역, 서양미술사 下, (서울: 열화당, 1983), pp. 566-567.

16) H.W. & D.J. 잰슨, 유홍준 역, 회화의 역사, (서울: 열화당, 1984),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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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여성을 남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꼭 맞는 cloche 모자

〈그림7> 납작한 가슴과직선의 속옷 〈그림 8> 매끈함을 강조한 관（管）모

양의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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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가 유행함에 따라 스타킹과 구두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살색 실크 스타킹이 1924년에 젊 

은 여성에게 매우 유행하였다.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탄생된 플래퍼 룩에서 이 시대의 예술사조인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1. 단순성 (Simplicity)
패션의 변화는 사회적인 이상에 의존한다. 모더니즘의 이상은 단순성이었다.〈그림 9〉와 같 

이 건축에 있어서는 모든 장식을 배제하고, 건물 전체의 목적에 맞게 건축하였고, 미술에서는 

야수파(Fauvism)가 등장하여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생략하였고, 단순히 암시하였으며, 장식 

적 단순화를 나타냈다. 문학에서는 1인칭 화법을 많이 사용하여 독자가 작가와 쉽게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작가는 플롯 진행에 꼭 필요한 사건 만을 선택함으로써 작품에 경제성을 가져 

다 주었다.

이러한 단순화는 플래퍼 룩에서도 반영되었는데, 이전의 긴 스커트, 많은 장식, 풍성한 스 

커트에서 벗어나 직선, 짧은 머리, 소매없는 드레스 등에서〈그림 10〉과 같이 복식의 단순성 

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형태는 이 시대의 이상이 되었다.

2. 전통의 거부

모더니즘은 기성 전통이나 인습으로 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예술은 실재를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창조해 낸다는 모더니즘 문학은 과거의 문 

학으로 부터의 결별을 주장한다. 미술에서도 사실주의 화풍에 과감히 도전한 칸딘스키의 추 

상화와 야수파 그리고 입체주의가 일어났으며(그림 11), 건축도 수백년의 전통에서 벗어나 

모든 장식을 거부하였다.

〈그림 9> 바우하우스, 데싸우(독일), 1923년 발터 그로피우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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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 거부의 모더니즘 시대정신 

은 플래퍼 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그 

림 12〉에서 보이는 여성의 짧은 머리와 

이마와 귀를 모두 덮는 cloche 모자는 전 

통 거부의 표현이었으며, 수 세기 동안 여 

성의 인체를 속박해 온 콜셋의 폐지가 이 

루어졌는더】, 콜셋의 거부도 역시 전통의 

거부였으며, 여성의 새로운 자유의 반영 

이었다. 스커트 길이의 변화는 혁신적이 

었으며, 짧은 스커트 길이는 활동을 촉진 

시키고, 청결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여성의 속성으로 경탄되어 왔던 

모든 곡선은 완전히 거부되고, 직선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선의 변화는 실험주 

의 절정에 달했던 모든 예술의 현대적인 

생각이 가져온 자유롭고 심미적이고 편안 

한 변화로 이러한 패션은 여성 인체의 활 

동성을 강조하고 유연한 가냘픔을 나타냈

〈그림 10> 모더니즘의 이상인 단순성 다.

을 나타내는 여성복식

〈그림 11> 파블로 피카소, 3인의 악 〈그림 12> 직선의 실루엣과 직사각형

사, 1921년 필라델피아 미 모양

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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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주의와 주관성

모더니즘의 정신은 주관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주관과 개인주의는 자유의지를 

반영한다. J.E 맥태거어트의〈개인적 관념론〉이 절대적 관념론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개인적 

관념론은 우주는 인간의 자아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서로 각자에 

대한 지각으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학에서, 개인'이'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행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모더니즘 문학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였다. 플래퍼 

룩에서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인 여성의 개인주의의 표현인 자유의지를 느낄 수 있다. 여성 

의 역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스타일 즉 '남성화된 스타일' 을 사 

용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들의 역할을 더욱 평등한 데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이었으며, 남 

자와의 경쟁을 위하여 양성사이의 외양의 차를 극소화한 것이었다.”,새로운 스타일은 능동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상징적으로는 새로운 스타일이 새로운 시대가 여 

성에게 밝아왔음을 세계에 나타냈다. 또한 자유의지는 '날씬함(slenderness)'이 여성 패션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한 광적 다이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기능성 (Functionalism)
모더니즘의 정신은 기능성을 나타낸다. 건축에 있어서 모든 장식과 거대한 외관을 피하고, 

실내의 기능성을 중요시했으며, 이러한 기능성이 플래퍼 룩에서도 나타난다. 시대정신의 영 

향으로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주었으며, 콜셋이나 많은 장식 등이 배제 

된 단순하고 가벼운 의복으로 기능성을 나타냈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이 사회진출을 

시작하였으며, 투표권을 획득했고, 법적, 경제적 지위가 개선되었다. 여성들은 직업의 범위가 

넓어졌고, 가정 밖의 역할도 커졌다. 여성들은 자유로움을 느꼈고, 스포츠와 춤을 즐겼으며, 

직업을 돕는 의복을 선택하고 일하기에 편리한 의복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성과 효율 

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의복이 필요했다.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의복 

스타일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기능성은 새로운 자유와 스포츠에 참가하는 편안하고 실용적 인 스포츠 웨어에도 나타 

났다. 그래서 테니스복, 수영복, 스키복 등이 출현하였고, 여성들의 큐롯 스커트와 바지의 착 

용도 있었다. 이 시대에는 복식, 가구, 건축, 심지어 문학이 모두 매우 단순하고 실질적인 스 

타일로 융합되 었다.

5. 자아(Self)의 분열(Fragmentation) (다원적 관점)

자아(self)의 분열은 모더니즘 정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원적, 복수적 관점이 

다. 이러한 자아의 분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 

의 분열은 한 사람이 많은 이질의 개체로 분석될 수 있는 문학에서 쉽게 보여지며, 한 사람이 

여러 면을 나타내는 피카소의 그림(그림 13)에서도 자아의 분열을 찾아 볼 수 있다. 플래퍼 

룩에서의 자아의 분열은 남성화 스타일에서도 알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여성 역할이

17) J.C. Lauer, R.H. Lauer, op. cit.,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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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파블로 파카소, 게르니 카, 1937년 뉴욕 근대 미술관

〈그림 14> 새로운 성애적 이상을 나타 

내는 남녀 양성 具有者의 

실루엣

변화하면서 남성의 특성을 띠는 자아를 나타 

내 고자 하였다.

James Laver는 "짧은 머리, 허리, 가슴, 

히프의 곡선을 무시한 직선 실루엣의 플래퍼 

룩은 새로운 성애적 이상(erotic ideal)을 반 

영한다. 새로운 성애적 이상은 남녀 양성의 

구유자였으며, 소녀가 가능한 한 소년과 같이 

보이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였다.〈그림 14〉 

에서와 같이 플래퍼 룩에서 다원적 관점, 즉 

자아의 분열을 찾아 볼 수 있다.

6. 직선(Straight line)
모더니즘의 예술은 주로 직선을 사용하였 

다. 건축도 곡선이 거의 없는 현대적 감각의 

직선이었으며, 미술에 있어서 입체주의도 화 

면을 이러한 직선과 직각으로 채웠다. 이러한 

직선은 플래퍼 룩의 엄격한 직선과 직사각형 

의 실루엣 그리고 납작한 가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V. 결 론

''패션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라는 James Lav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사조와 패션과의

18)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Y.: Thames and Hudson, 1982),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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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ism을 입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전통의 거부와 새로운 것을 창조한 20세기 초 

의 예술운동인 모더니즘과 이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복식사에서도 전통을 거부하고 혁신 

적인 변화를 가져온 여성 패션인 1920년대의 플래퍼 룩을 관련시켜, 플래퍼 룩에서 모더니즘 

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였다. 플래퍼 룩에서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반영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단순성으로 모더니즘의 사회적 이상은 단순성이었다. 문학, 건축, 미술 등에서 가능 

한한 생략하였고, 단순히 암시하였다. 플래퍼 룩에서도 긴 스커트, 많은 장식, 풍성한 스커트 

에서 벗어나 직선, 짧은 스커트, 짧은 머리 등에서 단순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둘째는 전통 

의 거부였다. 모더니즘은 기성전통이나 인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 한다. 수백년의 전통에서 

벗어나 모든 장식을 거부하였다. 플래퍼 룩에서도 콜셋의 거부, 스커트 길이의 혁신적 변화, 

곡선의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개인주의와 주관성이었다. 모더니즘의 정신은 주관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한다. 복식에서도 여성의 역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스타일 즉 '남성화된 스타일'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주의와 주관성을 나타냈다. 넷째는 

기능성이었다. 모더니즘의 정신은 기능성을 나타낸다. 장식과 거대한 외관을 피하고 기능성 

을 중요시했다. 플래퍼 룩에서도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져 활동성과 실용성을 주었으며, 많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하고 가벼운 의복으로 기능성을 나타냈다. 다섯째는 자아의 분열이었다. 

자아의 분열, 즉 다원적, 복수적 관점은 모더니즘 정신의 특징이었다. 문학과 피카소의 그림 

에서 한 사람이 여러 면을 나타내는 자아의 분리를 찾아 볼 수 있다. 플래퍼 룩에서도 여성역 

할이 변화하면서 남성의 특성을 띠는 자아를 나타내고자 하는 남성화 스타일의 착용에서 자 

아의 분열, 즉 다원적 관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여섯째는 직선이었다. 모더니즘의 예술은 주 

로 직선을 사용하였다. 건축, 미술에서 직선이 많이 나타났는데, 플래퍼 룩에서도 이러한 엄 

격한 직선과 직사각형의 실루엣을 찾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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