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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sthetic characteristic of a drapery costume throughout 
Greece costume and modern fashion.

For this purpose, documentary studies were proceed. And photos of the drapery costume were 
analyzed.

Drape is the hang or fall of fabric when made into a garment is an important quality to con
sider in designing.

Fabric falling in folds in the garment as seen on statues of ancient Greece ; most outstanding 
modern versions made by designer Gres and Vionnet. Greek costume was in drapery types 
mostly and a feature created the best esthetic effert on simplicity with ornament of drapery.

Grecian were expressed pure beauty and natural beauty throughout their drapery costume.
Madame Gres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most talented Greece for inspiration of the 

couture, ranked by many with Vionnet. They shows in their mastery of Greek draping - el
egance and simplicity -

And also, they always implicity emphas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the female 
body.

Therefore drapery costume admired beauty of pure human body Clothing is expressed which 
wanted to get the nature and human, search for the losed nature of modern men.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 of drapery costume from ancient greece to modern, timeless 
concerned human*s lives and recurring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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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의복은 한 시대의 회와, 건축, 조각, 공예 둥 다 

른 예술분야의 내적 감정세계 또는 외적표현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 

현하는 미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러므로 의복을 

만들기 위한 형식은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 

으로 그 시대특유의 형태를 창조했고 한시대의 

의복은 그 시대의 정신,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의복은 특유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체와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인체를 감싸는 2차원적인 

직물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감 

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입체적인 조형작업이 

다.

복식에 있어서 미적 요소는 필수 불가결한 가 

치로서 복식 그 자체의 근본적인 의의를 지닌 독 

자적 가치 또는 의 미 2）이 며 복식미 는 복식 이 인 체 

에 착용되어 발현되는 소재미, 형태미가 포함된 

구성적 표현미이며, 여기에 인체 및 인간이 그 내 

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내용물로서의 인간성이 기 

반이 되어 비로소 표현될 수 있는 미적 특성을 갖 

는다.

복식의장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특별한재단이 

나 재봉을 하지 않고, 옷감을 신체에 두르거나 걸 

침으로서 생기는 드래이프3）가 의복의 표현성을 

가진다. 이와같이 드래이프로 표현되는 형식의 

의복은 인체와 밀착되지 않아 너그러우면서 자연 

스러운 주름 선을 이루어 실루엣이 부드럽고 유 

동적이다. 또한 드래이프로 표현되는 의복의 선 

은 움직임을 내포한 살아있는 선으로서 자유로운 

율동감을 나타낸다.

복식의 표현방법은 다양하지만, 의복의 재질과 

구성방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드래이프의 표 

현을 살펴봄으로써 드래퍼리 복식의 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드래퍼리 복 

식의 선행연구는, 고대 그리이스의 건축양식과 

관련된 복식연구가 대부분이 었으므로 고대 그리 

이스 의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식미의 한 

표현 방법으로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의복이 

융합되어 표출되는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을 찾아 

보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을 인체와의 조화 

로 볼 때, 인체의 선과 함께 부드럽게 표현된 드 

래퍼리 형태의 미적 특성을, 고대 그리이스 복식 

과 현대복식의 디자이너 그레（Gr&）와 비오네 

（Vionnet）의 작품 속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표현 

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기원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지 복식에 독특하게 표현되는 드래퍼리의 주된 

특성을 알아보고 인간의 내적 심성과 복식의 외 

적인 형식을 재조명해 보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범위로는 드래퍼리 복식이 절정을 이루었 

던 고대 그리이스 시대와 1980년 이전의 그레와 

비오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은 모두 23개의 사진 및 그림자료를 

선정하였으며, 박물관 문헌자료 및 컬렉션에서 

발표된 의상들과 작품집을 중심으로, 그들 중에 

서 인체와 드래퍼리가 가장 잘 조화를 보여주는 

복식이라고 인지되는 사진을 중심으로 채택하였 

다. 작품 분석은, 고대 그리이스인의 미의식과 디 

자이너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드래퍼리 복식의 개념

역사 속에 나타난 의복의 형태는 무수히 많다.

의복의 유형을 표현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현 

의（懸衣）, 관의（寬衣）, 착의（窄衣）로 나눌수 있 

다。.

첫 번째, 관의는 여유있는 전신의（全身衣）를 

가리 키 는 총칭 이 다.

관의는 현의와 달리 신체에 맞게 만들어졌으

1）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1989. p.4.
2） 백기수, 미학 예술학서설, 서울:동민문화사, 1985. pp.41-42.
3） 드래이프 : 주름을 드리우거나 느슨한 주름으로 가린다는 뜻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 

하지 않은 부정형의 주름을 말한다. 복식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p.187.
4）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0. p.93.

-53 -



54 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나, 신체에 꼭끼는 형태는 아니며, 신체의 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의복이다.

두 번째, 착의는 의복과 인체가 밀착되는 형으 

로 신체에 꼭 끼게 입도록 재봉된 의복이다.

세 번째, 현의는 드래퍼리(drapery) 형식의 의 

복을 말한다.

즉, 특별한 재단이다. 바느질을 하지 않고 한폭 

의 옷감을 신체에 두르거나 감싸서 입는 의복을 

총괄해서 현의라고 부른다. 여기서, 드래퍼리란, 

옷을 입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주 

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체에 두르거나 걸쳐입 

기 때문에 의복이 자연스럽게 접혀지고 내려뜨려 

지는 과정에서 주름이 형성되므로 이 주름은 인 

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유동성이 있다.

한 장의 천을 몸에 감아 두른 착의법은 고대 서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드래퍼리의 아름 

다움을 발견하여 의장으로 완성시킨 것은 고대 

그리이스인이다. 로마에서도 토가(Toga)〈그림 

1〉에 드래퍼리를 이어 받아서 중후함과 엄격한 

계급의 차이를 갖게 하였는데, 제국과 함께 소멸 

되었다. 의장에서 북방계의 재단과 봉재가 주류 

가 된 이래로는 부분적인 드래이프 밖에는 존재 

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드래퍼리 복식의 아름다 

움이 남아있는 복식은 인도의 민속복인 사리가 

있다 6F.

이 형은 꿰매지 않는 대신 핀을 사용하여 양어 

깨에 고정하여 소매는 별도로 달지 않고 걸쳐진 

한 장의 천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덮으면서 소매 

의 역할을 한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기능성이 

부족하지만 입는 방법에 따라 첫째, 전신을 모두 

감싸는 형, 둘째, 한쪽어깨를 노출하는 형, 셋째, 

상반신과 어깨를 내놓는 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드래퍼리는 복식 

에 사용된 직물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는다. 복식 

의 드래이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물에 적당

〈그림 1> 로마의 Toga (B.C 1세 기초)

한 정도의 탄력과 부드러움을 필요로 하며 직물 

이 늘어져 내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가중도 필 

요하다.

이와 같이 드래퍼리형 의복은 구조적으로는 아 

주 단순하지만, 의복이 갖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 

다.

직물의 드래이프성은 의복의 외관적 성능에 관 

계되는 성질로서, 의복의 실루엣이나 생동감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을 착용했을 때, 

자유곡선을 형성하여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여성 

적 인 느낌을 주게 된다叫

이상과 같이 드래피리는 복식의 디자인으로 표 

현되는 자연적인 주름형태로서, 복식 또는 어떤

5) 사리(saree, sari) :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주로 힌두교도들이 착용하는 민족복, 사리는 폭이 im전후 길이가 

4.5〜Um정도의 크기로 된 한폭의 옷감을 페티코우트와 쵸리(chori;짧은 블라우스)를 입고 二위에 숄같이 
착용한다. 조규화, 앞의 책, p.93.

6) 조규화 편저,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77.
7) 패션전문자료 사전편찬 위원회 편저, 복식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pp. 186-187.
8) C.M.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2nd Edition, Fairchild Publications, N.Y, 1988, p. 

169.
9)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pp.58-59.

10) 안필자，직물의 Drape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3호, 198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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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에 사용된 직물이 형성하는 자연적인 곡선 

을 특성으로 하며, 복식에서는 시각적인 미를 표 

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2. 복식의 미적 특성

복식은 고대문명이 발생한 이래로 변천하는 다 

양한 형태에 관한 역사적 개관을 통하여 볼 때, 

인류의 미의식의 발전사로서 계승되어 왔다. 복 

식은 생활조형 의 한 분야로서 실용성과 표현성이 

라는 두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복식을 보 

는 관점에 있어서 오직 실용적인 용도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질이 복식이라는 매 

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 

에서 볼 때 복식에는 인간자신의 위엄의 표시이 

며, 그 인격을 장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내 

재되어 있다.

따라서 복식은 표현 예술의 한 형태로서, 한 시 

대의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개념의 중개없이 인간의 내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즉, 복식의 미적 가치는 일종의 추상화된 인간 

표현으로서 의장가의 마음 속에 있는 관념과 인 

격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다.

아란（Alain）m은 복식이란 살아있는 신체의 예 

술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복식이 인간에게 무엇 

보다도 제일 가깝게 밀착되어 있으므로 신체를 

떠난 복식이란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하며 인간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복식의 미적 가치가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복식의 표현은 결국 인간'을 주체로 

하여 복식에 대한 미의식은 '인체，라는 자연미를 

지닌 대상으로부터 출발되므로 인체에서 추구되 

는 복식미는 과장, 왜곡이 없는 것으로 자연스럽 

게 인체미를 드러내게 된다.

김혜인12）은 복식의 미적 특성을 미적 조형성, 

표현성, 사회성, 창조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첫째, 복식미는 복식의 미적 형성과정이, 미적 

이념을 소재에 표현하는 단계와 인체에 착용되어 

인간정신의 소산인 미적가치를 조형적으로 표현 

英 55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 이 라고 하였 

으므로 결국, 복식의 미적 조형성은 인간성이 기 

반을 이루는 것 이 다.

둘째, 복식미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표현이며, 

인간 생활에 있어서, 미적 가치의 정서적 표현이 

라 본다.

셋째, 유행이라는 사회현상 속에서 예술성과 

사회성이 하나의 구조적인 전체 속에 통합되어 

인간의 미의식이 사희적으로 반영된 복식미가 발 

휘된다.

넷째, 복식미의 창조적 특성은 개성이다. 즉 복 

식의 미적 창조 활동은 개성과 복식의 조화적 형 

성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개성은 인간과 복식의 

조화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복식미는 인간 정신을 조형적 

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미의식의 사회적 반영이 

라는 요소가 융합되어 개성적인 미적 이념의 실 

현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복식은 인간의 미에 

대한 의식의 결과이며, 미란 결국 인간의 표현이 

므로 복식미는 인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표현의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

DI. 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

1. 드래퍼리 복식의 미적 특성

의복은 신체장식의 한 표현이다.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동시 

에 인간의 내면을 외부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 

다. 의복을 선택할 때, 실용성 이외에도 형, 색, 

디자인, 재질감등의 선택요소들은 의복이 표현하 

고있는 외적효과가 우리의 미적 감수성에 작용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식미의 관점은 기능과 

동시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현성이란 실재적 사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는 표상（表象）작용의 기능이며 대상이 되는사물 

이나 저】（諸）성질을 시사하는 작품이 갖는 기능이 

다. 예술은 유추나 상징이나 연상에 의하여 무엇 

인가를 시사하는 표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3）

11） 조규화, 앞의 책, P.17.
12） 김혜인,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3호, 1976,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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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거 (Langer)는 표현성을 모든 종류의 예술에 

공통된 기 본적 원리라고 전제하고 예술작품은 감 

각이나 상상력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도록 창작 

된 표현적 형식이며, 그 표현하는 바는 인간감정 

이라고 하였다虬

그러므로 복식은 의장가에 의해 미적 감각이 

창작된 표현적 이미지이며, 복식 미의 표현적 특 

성은 복식과 인간과의 근원적 동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복식을 통하여 인간의 미적 이념을 다 

양하게 표현하는 것 이다.

아란(Alain)】，은 복장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 

복장(服裝)이란 관습이며 제2의 본성이며 신체 

의 일부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전투의 복장, 의 

식의 복장, 무대의 복장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 

다. 이중「무대의 복장」에서 그는 복식이 단순한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것이 내포하는 표현적 

측면을 장식 과 드래이 프를 예 로 들어 강조하였 

다.

즉, 장식은 모든 운동의 표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드래이프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의 비밀 

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연의 법칙에 적합한 움직 

임의 흔적이므로 혹은 손상되기도 하고 또 다시 

번성하기도 하는 외계의 지배력을 표현하는 비극 

적 국면과 외적 운명을 전혀 갖지 않는 희극적 국 

면을 표현하는 견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복을 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드래퍼 

리형 의복의 경우 입는 과정에서 주름이 많이 생 

긴다. 그러므로 드래퍼리 의복은 무엇보다도 주 

름이 의복의 표현성을 가진다. 곡선의 부드러운 

주름은 체형을 따라서 율동미를 표현하며 소재에 

따라서 두꺼운 천을 소재로 한 것은 주름의 분위 

기 가 활기 있고, 굵은 힘 의 조형 성 이 운동감을 준 

다.

그리이스 키톤의 굵은 주름과 클라미스를 둘러 

입은 어깨에서 흐르는 주름은 힘과 활기가 있는 

운동감을 준다. 또한 그리이스 히메이션에서는 

주름의 표현이 겹쳐지면서 당당하고 안정된 느낌 

의 유동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0)(그림 11).
특히 그리이스 복식에서 표현된 드래퍼리의 특 

성은 자연의 규범에 의한 조각적 비례나 균제의 

통일성에 의한 간소함, 단정함, 엄격함, 조화와 

균형 둥의 형식적 특성이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또한 드래퍼리의 주름은 선의 느낌을 불러일으 

키며, 이 선은 소재와 착용자에 따라서 율동감이 

나 운동감의 활기를 주기 도 한다叫

한복치마에서도 이러한 주름의 이미지를 표현 

하는데 입체성을 표현하는 주름으로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율동적인 직선을 표현하여 드래이프 

의 미를 이룬다”).

여기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미적인 특성은 유연 

한 선율의 미로서 한국복식이 추구한 선의 미를 

구체화시킨 것이며®,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표현 

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드래퍼리복식의 미적표현 요소는 인 

체의 선과 함께 인체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유동적인 주름이다. 이것은 인체와 복 

식이 균형을 이루어 융화되는 가운데 순수하고 

긍정 적 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즉,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은, 인체의 아름다움 

을 추구하여, 천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체 위 

에 감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름장식이 연출되 

고 구조적인 미적 특성보다는 언제나 변화되는 

부드럽고 자유로운 주름선의 유동적 인 미가 특징 

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신체 장식의 한 표현으로 

서 신체의 자연미를 강조하려는 복식의 근본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복식형태이다.

이러한 드래퍼리의 특성을 토대로, 고대 그리 

이 스의 복식 과 현대복식 의 그레 (Gr前) 와 비 오네 

(Vionnet)의 작품들을 통해서 복식에 표현된 드 

래퍼리의 미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3) 백 기 수, 미 학서 설, 서 울대 학교 출판부, 1985. pp.120-121.
14) S.K. Langer, Problems of Art, Charles Scribner's and Sons, 1957), II. 김혜인, 대한가정학회지 제 14권 3 

호, P.39.
15) 백기수, 앞의 책, p.100.
16) 김영자, 앞의 책, pp. 146-147.
17) 최경진, "한복의 주름에 관한 연구”,「복식」, 16호 1991, pp.83-99.
18) 최세완,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제17권 1호, 1993.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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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그리이스 복식의 드래퍼리

그리이스 문명의 형성기는 B.C 1100년경부터 

B.C 700년까지의 약 400년간is이며 에게해를 중 

심으로 해 양문명 이 발달하였으며, 서양사의 가장 

오랜 문명 중심지의 하나이다.

그리 이스 문화는 기독교와 함께 서 양문화의 정 

신적 지주가 되어왔고 그리이스인들은 창조적인 

예술성과 자유로운 정신, 직물의 유연성을 이용 

하여 단련된 육체가 그대로 표현되는 드래퍼리형 

의복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이 의복은 로마로 

연결되어 서양복식의 기본형이 되어왔다20).

그리이스 시대에는 인체를 이데아가 반영된 가 

장 완벽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인체의 부위강조 

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갖춘 비례를 중요시하여 

건강한 근육형의 8둥신을 이상적인 인체로 보았 

다.

그러므로 인체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드 

래퍼리형의 복식조형을 감는 형으로 장착하였다. 

따라서 그리이스 복식이 겉에서 볼 때는 자유로 

움뿐인 것 같으나 황금분할(golden mean) 을 이 

용한 엄격한 비례와 균형감각이 지배하여 안정감 

을 주며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 

인 조화를 중시하여,a)비례나 조화와 같은 객관 

적이고 형식적인 성질을 미의 본질로 보았다.

그리이스인의 미적 소질이 가장 고도로 표현된 

것은 건축, 조각 둥 조형미술 부분은 물론 복식에 

있어서도 그리이스인들은 창의와 능력을 갖춘 천 

재적인 민족이라 하여, 이러한 업적을 가진 그리 

이스 복식은 복식사상 '불멸의 광채'22〉라고 한 것 

으로 보아 복식의 극치와 예술의 차원까지 승화 

됨을 알 수 있다.

广고대 미술사」중에서 빈케르만23〉은 그리이스 

복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리이스 복식은 조각 

적 표현에 적당한 유일한 의복이라고 하고 있는 

더】, 이것은 그리이스 복식의 드래퍼리가 갖는 표 

현에 의해서 그 자체가 입체감에 의한 조형 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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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것과 아울러 복식의 구조가 육체의 조 

형미를 갖추지 않고 항상 복식과 육체의 표현과 

의 사이에 좋은 균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의한다 

고 본다.

그리이스복식의 형식은 몇가지의 장방형의 천 

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에 불과하지만 복잡한 

곡선이나 직선으로 구성된 인체에 걸치게될 때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는 주름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즉, 재단하지 않은 옷감이 인체의 동작 

에 따라 생성되는 드래이프는 단순하면서도, 육 

체미를 그대로 표현하며, 또한 이들이 움직이는 

유연한 율동미가 자연그대로를 더욱 아름답게 보 

여준다.

그리이스복식의 종류는 크게 키톤(Chiton) 형 

과 외투의 역할을 하는 두르개형의 히메이션(hi- 
mation), 클라미스(Chlamys)로 구분한다. 키톤 

의 경우는 입는 과정은 다르지만 띠를 사용해서 

주름이 생기며 특호】, 이오닉키톤처럼 얇고 여유 

있는 옷감을 띠로 맬 경우 전체에 주름이 많이 생 

긴다.

〈그림 2〉와〈그림 3〉은 키톤위에 벨트를 착용 

한 형태로 수직으로 흐르는 선의 아름다움과 인 

체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는 율동미로, 드래퍼 

리의 파동이 큰 동적인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파르테논의 판아테네 행렬에서는 물 흐르는 

듯한 드래퍼리의 아름다움이 인체의 움직임에 따 

라 여러 모습으로 보여진다.(그림 4)
〈그림 5〉는 그리이스 조각작품중 가장 아름다 

운 것 중의 하나로써 봉헌하는 부조이다. 왼쪽의 

디미터신이 입은 긴 도릭키톤은 주름이 수직으로 

떨어져 드래퍼리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지옥의 여 

왕은 젊음과 우아함이 발산하는 이오닉키톤위에 

히메이션을 걸치고 있다.

남녀가 같이 착용했던 키톤은 솔기없는 직사각 

형의 천을 몸에 두르고 어깨부분을 고정시켰으 

며, 허리부분을 벨트로 매기도 하였다. 키톤은 도 

릭키톤과 이오닉키톤이 있으며 도릭키톤보다 이

19） 신상옥, 서 양복식사, 수학사, 1998. p.36.
20） 정흥숙, 서 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56.
21） 정홍숙, 앞의 책, P.61.
22） 丹野都「西洋服飾發達史」，（東京，光生館，1965）, p.18.
23） 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독） Die Geschichte der Kunst des Altertums, 1764 조규화 앞 

의 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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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르테미스상 （B.C.
400년경, 피 레우스 박물관）

〈그림 3> 승리의 여신（B.C 100년경, 

코펜하겐 미술관）

〈그림 4> 파르테논 신전의 판아테네 행렬

（루부르 박물관）

〈그림 5> 봉헌부조 （B.C 440, 
아테네 국립박물관）

오닉키톤은 얇은 천을 사용하여 속이 비치고 드 

래이프가 많아서 여성적인 분위기를 주었다. （그 

림 6）의 '아프로디테의 탄생'에서는 얇은 키톤의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두님프에 의해 바다에 

서 탄생하는 아프로디테는 키톤을 입고 있으며 

얇은 키톤에 의해 육체를 비치게 표현하고 있고 

미려한 바탕위에 린넨으로 된 옷감에서 느낄 수 

있는 얇고 투명한 재질의 특성이 안정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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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프로디테의 탄생（B.C 470〜460, 
로마국립 미술관）

〈그림 7> 사모트라겐의 니케 （B.C 190, 
루브르 박물관）

드래퍼리의 수직선과 몸에 두른 자태에서 훌륭하 

게 표현되고 있다.

인체의 실루엣이 나타나는 얇은 키톤의 드래이 

프를 표현한 것 중의 하나가〈그림 7〉의 '사모트 

라켄의 니커），이다. 상하에 띠를 맨 얇은 옷 키톤 

은 전신이 젖은 옷처럼 착 달라 붙어있고 히메이 

션은 허벅지에 내려와 붙어있다. 날개를 펄럭거 

리면서 우뚝 서있는 모습이 전신에 두른 키톤의 

율동감으로 인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하다.

히메이션도 대표적인 고대 드래퍼리형 복식으 

로 주로 맨몸이나 키톤위에 걸쳐 있었는데, 입는 

방법이나 몸에 감아 두르는 방식에 따라 유연한 

주름을 만들면서 부드럽 게 늘어 져 우미 한 드래 퍼 

리를 형성한다.

〈그림 8〉과〈그림 9〉에서는 두여신상으로 키톤 

위에 히메이션을 걸친 모습이다. 히메이션이 어 

깨를 감싸면서 팔아래로 내려와 아름다운 드래퍼 

리를 형성하고 있다. 옷의 중복에서도 주름의 선 

이 만들어내는 방향과 조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 

다.

당당하고 안정된 느낌과 유동성있는 히메이션 

의 드래퍼리 모습은〈그림 10〉,〈그림 1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녀의 서있는 모습에서 아름답게 접혀져서 표 

현된 드래퍼리가 슬픔에 잠긴 표정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10>,〈그림 11〉은 세가족의 

묘비로 어머니와 딸은 키톤 위에 히메이션을 걸 

치고 있으며, 가운데 아버지는 맨 몸 위에 입고

<21림 8> 테 미 스상 （B.C 3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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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아르테 미 스상 （B.C 400년경） 〈그림 11> 묘비 （B.C 400, 아테네 국립박물관）

〈그림 10> 피레우스의 묘비 （B.C410, 
아테네 국립박물관）

있는 모습이다. 세 사람의 안정되고 평온한 분위 

기가 드래퍼리와 균형을 이룬다.

그리이스인들의 복식착용방법의 다양한 개발 

은 무용의상에서도 보여진다〈그림 12〉와〈그림 

13〉의 히메이션은 두 댄서의 의상을 표현한 것으 

로, 가볍고 투명한 의상의 드래퍼리가 율동감과 

함께 바람에 날려 경쾌함을 준다. 또한 파도치듯 

자유로운 곡선을 형성하는 의상의 실루엣은 관능 

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비스런 여성의 인체가 표현하는 곡선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이스인들은 정신과 육체와 의복의 완전융 

합에서 나오는 조화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복식 

에서 드래퍼리의 순수한 미를 추구하였다. 즉, 그 

리이스 복식의 드래퍼리에서는 부드러운 주름의 

표현으로, 인체를 중심으로 주름의 섬세한 선이 

만들어내는 방향과 조화, 화려한 율동미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그들의 미적 대 

상이었던 인체와 인체미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 

는 드래퍼리 복식을 통해서 복식과 인체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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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춤추는 '호레 

(B.C100년경, 아테네 국립박물관)

미를 극대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현대복식의 드래퍼리

복식은 신체장식의 한 표현으로서 드래퍼리는 

의복의 심미적 외관에 관여하는 특성중의 하나이 

다.

고대그리이스 복식으로부터 인체미와 주름의 

유동성으로 인한 드래퍼리복식의 미적 특성을 고 

찰하였으며, 본장에서는 이러한 그리이스 복식의 

우아하고 간결한 미를 표현한 드래퍼리가 1980년 

대 이전에 현대복식에서 재현된 디자이너들의 작 

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이스 복식의 영감을 얻어 복식디자인에 응 

용하여 정교한 드래퍼리 복식을 디자인한 디자이 

너들 중에는 거의 모든 작품들을 드래퍼리와 주

〈그림 13>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춤추는 '호러】' 

(B.C100년경, 아테네 국립박물관)

름으로 표현한 프랑스의 마담그레 (Gr§s, 1903〜 
1993)와 비오너)(Vionnet, 1876-1975)7} 대표적 

이다叫

그레의 작품들은 드래퍼리나 플리츠를 구사하 

여 소재가 가진 멋을 최대한으로 살린 기품 있는 

것들로써, 주로 저어지，실크 , 울 둥을 사용하였 

tq.25.26)
그녀의 작품들은 인간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 

하여 그리이스의 조각을 많이 닮았으며, 천조각 

을 다듬으면서 그것의 영 흔(Soul) 과 특성 (char
acter) 을 비로소 알 수 있다하여「천의 조각가」, 

「드래 이프의 여왕」이라 부른다. 항상 신체구조와 

그것의 자연스런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유스러움과 실루엣의 유연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의복의 솔기숫자를 제한하였다27〉.

24) Maggie Pex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who, what, w/y-(N, Y; Fairchild Pub.) 1990, P.30.
25) G. O. Callan,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8, p.116.
26) Anne Stegemeyer, 卬아o's who in Fashion, 2nd Edition, Fairchild Pub, 1988, p.85.
27) Caroline Renn이d$ Milbank,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 (N. Y: Stewart, Tabori and Chung, Inc), 

1989, pp.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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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는 의복제작 기술방법에 있어서 최초로 상 

꾸뜨르(Sans couture)28)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상(Sans)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꾸뜨르 

는 봉재를 말하므로「봉재가 없는, 봉재 하지 않 

은」이라는 뜻이다. 종전의 의복구성과는 반대로 

심지와 안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림질의 조작 없 

이 더구나 봉재를 거의 생략한 상태로의 제작 방 

법을 시도하여 의복제작 기술의 혁명을 이루었 

다,(그림 15)(그림 16)(그림 17)
따라서 그레의 이러한 상꾸뜨르의 의복제작 방 

법은 과거의 그리이스 복식의 형식과 같은 것이 

다.

그레의 작품들은 인간의 육체를 이해하고 거기 

에 천을 입힘으로써 인간과 천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형을 만들고 선을 만든다. 이 선이 바로 

드래퍼리로서, 풍부하고 절제적이면서 단순한 흐 

름을 갖는다.〈그림 14〉는 그레의 흰색 비스코우 

스 저어지 드레스로서, 고대 그리이스의 조각상 

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고대건축기둥의 외형 

이 보여주는 곧게 뻗은 드래퍼리를 나타내며 인 

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한 드래이프의 선을 표 

현하고 있다.

레의 작품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특성은 인체 

위에 늘어뜨린 천의 드래 이프가 율동을 나타내며 

동시에 여유와 단순미를 보여준다.〈그림 15〉, 

〈그림 16〉,〈그림 17〉도 레이온 저어지, 실크 둥 

으로 봉재를 최소화하고 드래 이프를 잡은 그레의 

드레스들로서 여성의 인체 위에 드리워진 소재의 

질감과 드래이프의 섬세한 선이 만들어내는 방향 

이 아름다운 드래퍼리 복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 

고 있다.

〈그림 18〉의 실크 저어지 드레스는 횐색의 미 

세한 실크 저어지로 된 드레스로서 가슴은 꽉 조 

이고 스커트는 많은 주름으로 가벼운 물결이 치 

듯 드리우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서는 백합이 

조각된 둣한 느낌의 소재가 형태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드레스는 유행과 시대를 초월한 우 

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 그림 14> Gr&'s white viscose jersey dress. 
(Vogue Fashion, 1978)

패션의 개념은 미적 순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그레 작품세계의 특징으로서 그녀는 항상 의 

복과 여성의 인체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였으 

며, 의복 밑에 숨어있는 조각 같은 여성의 인체 

미를 강조하였다涮.

비오네(1876〜1975) 역시 아름다운 의상제작 

을 위해 노력한 파리모드의 우수한 건축가로서 

뛰어난 조형감각과 옷감에 대한 이해력에 기초한 

그녀만의 독특한 의상구성방법30)인 바이어스 커 

팅을 개발함으로써 복식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 

였다.〈그림 19〉는 커다란 바이어스 패널을 허리 

부분에 모아 양옆으로 튜닉형의 스커트자락을 늘 

어뜨림으로서 부드러운 드래퍼리가 형성되는 튜 

닉형의 이브닝 가운이다. 여성에게 자유로움과 

동시 에 우아함올 만들어 주는 드레스이 다.

이러한 바이어스 커팅법은 모드 사상 전례없는

28) 기재창 편저, 패션디자이너 199, 도서출판 정은, 1995, pp. 109-112.
29) Valerie Steel, Women of Fashion Twentieth-Century Designers, (N,Y ; Rizzoli), 1991, pp.82-87.
30)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410.
31) 허준역, PARIS MODE 200 Years, 유림문화사, 1995,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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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76년 Paris Collection V그림 17> 1976년 Paris Collection.

V그빔 10> 1976년 Paris Collection.
〈그림 18> White silk-jersey dress (1954, 

Vogu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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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앙그 Wide bias-cut 의 evening gown 
(1924, VIONNET)

획기적인 기술 창조로서, 이 새로운 의상은 몸에 

부드럽고 차분하게 감기고 여성의 체형과 움직임 

에 따라 율동과 파장을 일으켜 여성복에 우아한 

고전적인 스타일을 창조해내었다. 이러한 창작성 

향은 고대 그리이스 복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 

성의 신체에서 코르셋은 물론 어깨심에 이르기까 

지 모든 인공물을 제거하고 자연스런 인체 위에 

서 직물이 만들어 주는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그 

러므로 옷감과 인체라는 두 대상을 통해서 새로 

운 조형성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비오네는 인체를 앞, 뒤, 옆의 방향에 따라 파 

악하지 않고 전체로서 간주하여 옆솔기나 진동솔 

기없이 의상을 제작하거나 천을 끌어당겨 재단함 

으로서 다아트를 없애기도 하였다.

〈그림 20〉은 V-shape의 뒷 장식을 한 이브닝 

드레스로서 어깨와 둥이 노출되고 여러 개의 느 

슨한 V자형으로 바디스가 형성되어 있다. 스커트 

도 역시 봉재선을 따라 V자형 드래 이프가 풍성하 

게 흐르는 것 같은 라인을 형성하여 바이어스 재 

단에 의한 드래퍼리가 잘 표현된 의복이다.

〈그립 20> V-Shape의 evening dress (1922, 
VIONNET)

비오네에게 있어 모드란 무엇보다도 제각기 여 

성이 갖는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옷감을 

인체 위에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3i>. 1931 
년 보그지에 발표된 '바-릴리프(bas-relief)'시리 

즈 (그림 21)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가볍게 나 

풀거리는 옷감의 우아함을 연출하였고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이 효과적으로 돋보이는 의상이 

다. 하나의 긴 옷감 자락이 둥과 가슴을 가로질러 

감싸면서 뒷부분은 풍성한 드래 이프 스커트로 이 

어진다. 인체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미묘한 조화 

를 이루며 옷감의 화려한 드래이프를 보여준다. 

〈그림 22〉는 바이어스로 된 드래 이프를 사선으로 

봉재한 드레스이다. 어깨부터 가슴밑으로 내려오 

는 드래이프의 곡선이 비대칭의 균형을 이루었 

고, 이 드래이프의 흐름은 다시 허리까지 내려와 

왼쪽에서 모아져 봉재된다.

그러므로 왼쪽어깨의 노출과 오른쪽 허리에서 

스커트 자락에 이르는 바디라인은 오른쪽 어깨의 

드래 이프와 왼쪽 스커트의 풍성 한 드래 이 프와 비 

대칭의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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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바-릴리프bas-relief)' 시리즈

(1931, VIONNET)

고대복식의 전통적인 미적 순수함과 균형과 통 

일성 있는 현대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의상이 

다.

비오네의 드레스들은 대부분이 상체는 몸에 잘 

맞으면서, 단순하고 스커트부분은 자유롭게 재단 

되고 드래이프 지는 공통된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23〉은 광택소재 인 라메 (lam©를 이용하여 

직선주름을 잡아 물 흐르는 듯한 드래퍼리를 보 

여준다.

가슴사이 에 흘터 네크라인 (halter-neck line) 이 

형성되어 V자형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실루 

엣은 확고하게 고전적 양식을 따랐으며, 유연한 

실루엣과 부드러운 소재의 특성에 의해 표현된 

풍성한 드래퍼리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비오네의 창작이념은 인체를 인위적으로 구속 

하는 구조물들을 거부함으로서 기존의 복식미와 

경직된 패션감각을 반대하고 인간체형 자체의 자 

연스러움을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보아 인간본성 

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새로운 복식 미를 추구하였

〈그림 22> Oblique gathers epitomizes dress
(1935'1936, VIONNET)

〈그림 23> Lame evening dress draped an 
tique style (1937, V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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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은 그리이스 복식과 그레의 복식에서 

표현된 미적 가치 기준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대 그리이스와 현대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는바, 

전혀 재단되어지지 않은 단 한 장의 천으로 드래 

퍼리를 표현한 그리이스 인들의 복식에서는 직선 

적인 실루엣의 고전적 드래퍼리 표현이 많았으 

며, 현대 복식에서는 커팅 기법과 제작기술 또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이스의 드래퍼리와 다른 비대 

칭의 균형을 이루는 모던(modern)함을 볼 수 있 

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드래퍼리 복식이 

표현하는 미적 특성은 복식에서 모든 인공물을 

제거하고 옷감과 인체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순 

수한 조형미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N. 결 론

예술가의 표현이란 내적인 상상을 외적 인 작품 

으로 구현시키는 것으로서, 복식은 작가의 상상 

적 이미지가 외적으로 전개되는 예술작품의 하나 

이다. 즉, 복식은 가시적인 상징물로서 인간내면 

의 세계를 표현하며, 다른 표현 조형 예술에서와 

같이 기본적 인 미적표현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의복은 인체 위에 입혀지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동감과의 일체감을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복식미의 표현은 인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움직이는 아름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 형태의 

미적인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복식미의 특성은 인간의 생의 행위 또는 하나 

의 작용으로서 신체장식 의 한 표현이므로 복식미 

는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미인 것이 

다.

복식의 드래퍼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거나, 만 

져지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근원의 미적 특성이 

있다. 그것은 인체와 복식 사이의 유사성에 입각 

한 교환의 체계로 표현된 하나의 형식으로서 인 

체 또는 복식의 외관을 조작하려 하지 않으며, 인 

체와의 조화를 통해서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보 

여주는 순수한 미적 표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그리이스 복식과 현대 복 

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을 고찰해 보 

았다.

복식사를 통해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인체 위에 

드래퍼 리 의 표현성 이 풍부하게 발휘된 경 우는 고 

대 그리이스 시대이며, 20C 현대 패션에서도 그 

레와 비오네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리 이 스풍 

의 드래퍼리 복식을 통해서 현대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볼 수 있었다.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미의 특질을 인식한 최초 

의 고대인으로서，미，란 그들의 철학에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었으며, 이점을 복식에서도 다른 예 

술에서와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복식에 표현한 

드래퍼리의 미적 특성은 인간의 신체라는 직접적 

인 매개체를 통하여 '자연스러움，과，자유로움，을 

표현하였으며 , 그리이스인들이 인격적 미덕으로 

서의 이상으로 삼았던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내재 

해 있다.

오늘날의 복식은 활동성, 기능성을 중시하며 

점차 개성적인 감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인 

체를 중심으로,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려는 근 

본적인 복식의 표현미는 변함이 없다.

20C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형태도 그리이 

스인들의 미적대상이었던 인체에 대한 관심이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현대문명의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벗 

어나 인체의 흐르는 선을 그대로 표현했던 그리 

이스 인본주의에 대한 동경으로서, 인간의 순수 

함과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과잉장식보다는 인체의 선을 중요시하여 

인체가 갖는 자연미를 나타내었으며, 여성의 신 

체의 미를 깨뜨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신체에 맞 

게 함으로써 드래퍼리 복식의 미를 잘 표현하였 

다.

이것은, 곧 인간의 순수한 미적 심성이 소박한 

자연성을 바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의 드래퍼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성의 표현으로서 인간본연의 순수함과 꾸밈 

없고 소박한 무기교의 미를 복식에서 잘 나타내 

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대로부터 20C 현대에 이르기까 

지 복식에 표현된 드래퍼리의 특성은, 결국 인간 

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관세계의 표현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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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성 회복의 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식미의 표현은 

앞으로의 미래패션에도 인간의 정서적 표현을 위 

하여 계속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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