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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symbolism as an important trend of the end of 

centuries, by comparing the symbolic characteristics from two periods, modem(1880~1910s) and contemporary 

(1990s), based o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ymbolic art by Robert R. Delevoy. As for the study method, the 

contents analysis is adopted to present an objective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ccompanied by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literature survey.

D이evoy classifies symbolism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mysticism, eroticism, and decorativeness. This study 

is developed based on the Delevoy's three categories.

Symbolistic costume reflecting systems of the society and the phases of the times, became to contain all aspects 

of functional, symbolic, and practical. Especially, the costume in contemporary era adopted a new approach, 

philosophical factors conti•이ling human's sensibility, and a sincere and analytical attitude on progress of technology.

This study provide the fact that costume is a part to create aesthetic of self-expression as a field of formative 

art. Contemporary costume 지lows vii지 power fbr daily life of human by pursuing new aesthetic value, and it 

expresses inner world of human and moves on future-oriented to regain humanity. The symbolistic characteristics 

will continue to influence various aspects of our society and play a main r이e in shaping the purpose of fashion 

design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symbolism, mysticism, eroticism, decorativeness.

I. 서 론

고도의 과학기술과 합리성에 의존하는 21세기 현 

대사회는 합리주의, 기능주의에서 탈피하여 다원주 

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의식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오 

고 있으며, 20세기의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물질 만 

능주의의 폐해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형예술의 한 분야인 복식에서도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정신적 측면인 자아표현이 

복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문화 

적 변화에 따른 복식문화의 변화, 분석 및 예측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움과 극단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예술 

의 경향과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 

하는 상징주의의 양상은 표현된 조형성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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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 

에서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현재와 유사 

한 세기말적 상황으로 전개된 19세기 상징주의 예술 

의 특성과 복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가 깊은 일이라 하겠다•

상징주의(Symbolism)는 1880년대 파리를 중심으 

로 등장하여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에서 시작된 19세기의 예술사조로서 객관적인 것, 

과학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고 형이상 

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하려는 예술양식이다.

특히 상징주의는 복식사에서 최초로 기능과 장식 

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표현되는 양 

식을 형성하였고'), 현대 복식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설명되어지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성립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정의되기도 한다气 그러한 관점에서 

상징주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 

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Robert R. Delevoy(1982)의 

상징주의 예술의 유형분류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근 

대복식(1880〜1910년대)과 현대복식(1990년대)에 표 

현된 상징주의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복식에 표현 

된 상징주의가 19세기말 발생이후 현대에 이르러 세 

기말의 대표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근대복식과 현대복식에 나타난 상징주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복식에 표현된 상징주의 

의 변화된 특성과 표현의 유사성을 규명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조사방법을 통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료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내용분석법 

(content analysis)* 을 도입 하여 객관적 자료분석 과 해 

석을 제시하였다. 자료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선정 

분석하였다. 첫째, 상징주의 미술작품은 상징주의 화 

가들의 작품 중 본 연구의 유형적 특성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였고, 둘째, 근대복식은 

복식문화연구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자료에서 내용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셋째, 현대복식은 1990 

년 이후의 자료로서 관련서적, 패션전문잡지 및 디 

자이너 작품집 등에서 내용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발 

춰), 선정하였다• 발췌 대상으로는 동시대 디자이너의 

창조성, 실험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및 시대정신이 

표현되어 현대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5대 패션쇼(Paris, Milan, London, New 

York, Tokyo)를 위주로 한 패션 전문잡지와 디자이 

너 작품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주의 예 

술의 특성 구분을 위해 조형예술의 고찰대상이 되는 

시대를 상징주의의 전개시기인 1880년부터 1910년 

대로 두었다. 이 시기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예술에 

서의 상징주의가 대두되어 전개되었으므로 본 연구 

의 고찰대상 시기로 선정하였다. 둘째, 상징주의적 

특성이 복식에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 

석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이 되는 시대를 근대복식 

은 상징주의가 전개되었던 시기인 1880년부터 1910 

년대, 그리고 현대복식은 1990년대 이후로 제한하였 

다. 이는 상징주의 예술양식이 세기말 시대사조에 

의해 나타났고, 현대복식에서도 같은 시대적 상황으 

로 판단되어 199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셋째, 상징 

주의 예술사조는 문학에서 시작되어, 미술, 음악 등 

의 예술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그 표현성이 유사한 미술분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

U. 상징주의 예술

1. 상징주의 예술의 형성배경

'상징주의'는 1886년 Jean Mor8as가 문예신문「르 

피가로(Le Figaro)」에 "상징주의자 선언문”을 발표하 

여 상징파라 하였으며, 이것이 그대로 상징주의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상징주의가 등장하게 된 세기말의 분위기는 절망

1) 양숙희, "유럽 상징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l.
2) 엄소희, "현대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8, p.l.
3) J. B. Paoletti, "Content Analysis: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82, 1),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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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데카당스로서 니힐리즘이 그 저류에 흐르고 있었 

다. 1880년대 사람들은 심미적 쾌락주의를 '데카당 

스'라고 즐겨 불렀다. 이 데카당스는 흥망성쇠라는 

한 생명과정의 종말에 서 있으며 한 문명의 해체에 

직면해 있다는 의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풍조 속에 

서 예술가는 현실의 문제보다는 내면세계의 자아에 

집착하여 신비주의로 전개되기도 한다.

A. Hauser는 개인이 이미 자유롭게 되어 자기 자 

신에 의존하고 있지만 위험과 위협을 느끼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발생한다고 말하는데, 르 

네상스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예술가의 자율성이 

실존적 불안이라는 문제를 수반했음을 의미한다. 즉, 

비합리주의적, 정신주의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상징 

주의는 자연주의적, 유물론적 인상주의에 대한 날카 

로운 반동을 뜻하며, 인상주의에 있어서는 감각적 

경험이 다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최종적인 것 

임에 반하여 상징주의에 있어서는 일체의 경험적 현 

실은 단지 관념세계의 비유일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의 위 

기의식이 팽배해 있던 정신 풍토를 수렴하는 가운데 

기성세대의 사회적, 정신적, 문학적 이론을 배격하면 

서 하나의 예술 운동으로 확립되었고 예술의 순수성 

과 음악성의 실현을 궁극 목표로 삼고 있는 예술사 

조로 확고한 위치를 잡게 되었다.

2. 상징주의 예술의 특성

상징주의 예술의 큰 특징은 인간 내면성의 강조 

와 비합리성의 추구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이미지의 

왜곡과 비사실적인 우화세계의 부상 및 주제의 기괴 

한 병치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19세기 중반 리얼리 

스트의 개념을 모두 파기해 버리는 데서 나타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상징주의 의 특성과 관련하여 Albert Aurier는 조형 

예술분야에 적용된 상징주의 강령을 1891년 "Mercure 

de France" 신문의 Paul Gauguin에 관한 기사')에 발표 

하였다.

첫째, 미술작품의 유일한 이상은 관념의 표현이므 

로 관념적이어야 한다.

둘째, 미술작품은 그 관념을 형태로 표현하므로 

상징주의적이어야 한다.

셋째, 미술작품은 이러한 형태 기호를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방법에 따라 표현하므로 종합적이어야 

한다.

넷째, 미술작품은 사물을 객관적 사물로 보지 않 

으며, 주관으로 지각된 관념의 기호로서 간주하므로 

주관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고대의 이집트인이나 그리스인 르네상스 

미술 이전의 작가들이 생각하였던 본래의 장식회화 

는 종합적이고 상징주의적이며 동시에 관념적인 예술 

의 표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식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Albert Aurier의 주장은 비록 고갱 의 작 

품에서 비롯되었고 상징주의자들의 판테온(萬神殿) 

에 고갱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나온 것이긴 하 

지만, 모든 상징주의 예술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9).

또한 Robert R. Delevoy(1982)는 상징주의 운동은 

사회적 구조변화에서 야기되는 절망, 고통, 허무와 

같은 여러 자극과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이미 존재 

하는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동시에 발생되는 이념적 

구조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Delevoy는 과학에 대한 반향에서의 신비성, 세기말 

예술의 데카당스를 반영한 에로티시즘, 산업화된 사 

회내에서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 등을 

포함한 아르누보적인 장식성을 상징주의의 제범주 

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Robert R. Delevoy의 상징주의 예술에 

대한 특성 분류를 근거로 신비성, 에로티시즘, 장식 

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그 내용은 실제 상징주의 

예술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4) 김붕구,「보들레르 평전」, (서울:문학과 지성사, 1979), p.444.
5) Ibid., pp.187-189.
6) Arnold Hauser,「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백낙청 • 염무웅역, (서울:창작과 비평사, 1997), pp. 195-198.
7) Edward Lucie-Smith,「상징주의 미술毎诚＞o如 &■〃」,이대일 역, (서울:열화당, 1993), p.221.
8) Ibid., p.64.
9) Ibid., pp.64-65.

10) Robert R., Delevoy, rSymbolists and Symbolism」, (New York:Rizzoli International Pub., Inc., 1982), p.12.
11) Ibid.,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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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비성

상징주의 작품에서의 신비성은 종교, 신화 및 동 

양을 비롯한 이국적 주제 등을 주요 테마로 표현되 

고 있다. 상징주의 화가들은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테마의 사용으로 세기말의 종말적인 어둡고 무질서 

한 사회적 현실을 탈피해 과거의 신비세계로 도피하 

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유의 색채기법 

과 악마나 지 옥, 공포 및 동양에 대 한 이국적 인 분위 

기 등을 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환상적 모티프로 표현 

하였고, 그들의 주된 표현법은 형태와 관념과의 융 

합, 자유로운 정서의 표현, 대상의 움직임, 색채를 통 

한 표현의식과 함께 연속적인 선을 사용한 강한 장 

식적 표현이 특징이다.

대표작가인 Paul Gauguin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 

징은 분석적인 인상주의 세계와 정반대로 형태의 단 

순화와 선을 강조하며"), 평평한 채색의 색면을 만들 

어내어 형태와 색채가 다같이 단순화되는 것이다. 

즉 대상 이면의 정신성을 획득하려는 욕구 때문에 

화가의 주체성에 바탕을 두고 형태와 색채의 단순화 

를 통해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합주 

의적 (synthetism)체계를 지닌 상징주의 회화는 인간 

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상징주의는 재표현의 중요성이나 사실주의를 벗 

어난 작품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서 대상 

이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제의 

새로운 것은 또한 신비한 세계라는 것이다项. 그러므 

로 이들은 신화와 전설 시대의 풍부한 모티프를 인 

용하며 그것의 계승발전으로 신화적 테마를 자주 등 

장시키고 있다. Gustave Moreau의「환영』에서는 장 

식적이며 웅장한 사원의 공간 한 가운데 광채를 발 

하는 남자의 머리가 풍만한 육체의 여인의 손길을 

따라 떠 있다. 이 출현은 바로 예언자 요한의 머리가 

그것의 환각에 사로잡힌 살로메에게 나타난 것이다. 

Gustave Moreau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그림 1> 환영, Gustave Moreau, 1875 

(Symbolists and Symbolism, p.41)

살로메의 이미지를 끌어내 놓고 그것이 보여주는 파 

괴적인 운명의 힘을 상징시키고 있다(그림 1)'4).

2) 에로티시즘

상징주의 화가들이 창작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 

하고자 했던 내적인 정신성은 그 시대에 새롭게 해 

석되고 재조명된 종교, 신화, 여성상의 변화와 함께 

표출되는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하여 그 상징적 이미 

지를 담고 있다.

상징주의 작품에는 위선적인 성에 대한 거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성은 부르주아적 윤리에는 

편입될 수 없고 질서를 파괴하는 요소라고 공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징주의적 에로티시즘 전체가 반 

부르주아적, 비공식적 또는 반사실주의적 여러가지 

경향의 결정체가 된다”).

상징주의 화가들이 여성을 표현할 때는 관능적 

시각의 여체뿐 아니라 남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

12) 임영방,「현대미술의 이해」,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115.
13) Robert G이dwater, vSymbolismj, (London:Penqin Books, 1979), p.246.
14) Robert R. Delevoy, op.cit., p.21.
15) 정미경, “19세기 상징주의 회화의 상징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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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형상의 마녀(如nmes fatales), 마돈나, 이브 살로 

메, 스핑크스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0 이러한 주 

제는 종교와 기존전통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고 회의 

와 고뇌로 가득 찬 남성의 실존상황을 지배하여 결 

국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괴적 본성의 원형인 

것이다.

Gustav Klimt는 전설적인 인물을 당 시대에 어울 

리는 에로티시즘으로 표현하고 있다，또한 수직적 

인 구성형식과 유겐트 양식의 곡선, 형태, 패턴 및 빛 

나는 황금색 등은 세련됨과 우아함으로 성의 육감적 

인 감미 로움을 느끼 게 한다. 이 시 기 에 Gustav Klimt 

는 에로스에 대한 관점을 잠재된 성적 상징주의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키스(Kiss)』에서의 성적 

인 표현은 사람의 눈을 매혹시키는 작품으로서 직사 

각형과 나선형이 그림의 주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내 

포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는 금색와 은색의 美이다 

18). 이 작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드레이퍼리된 의 

상을 걸치고 있는데, 남성의상에는 남근의 상징물이 

증식되어 있으며 여성의 의상은 난자와 꽃이 상징적

〈그림 2> 키스, Gustav Klimt, 1908 

(Art and Vienna, p.150)

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2). 이러한 장식물을 통한 

상징은 전통적 인 것이 아니 라 Gustav Klimt의 무의 식 

속에 근거한 독특한 표현인 것이다. 두개의 구분된 

성의 상징은 금으로 힘차게 율동하는 의상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다. 이와 같이 Gustav Klimt는 추상에 

관한 예술운동과 문학적 암시를 경험하면서 상징적 

인 꼴라쥬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3) 장식성

여러 상징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신비주의적 경향인데, 황홀한 

행복과 공중을 떠도는 듯한 느낌, 현실로부터의 자 

유스러운 환상 등 이러한 상징주의적 감수성은 세기 

말 예술양식인 아르누보 양식과 직결된다. 호화롭고 

장식적이며, 연약하고 섬세했던 양식과의 유사성은 

상징주의적 감수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기말 장식미술의 특징은 상징적인 표현과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상징주의 개념으로 환원된 정신 

또는 이데아의 세계를 환기시키는 자연적 모티프인 

꽃, 구름, 바람에서 뿐 아니라 유연하고 완만한 아라 

베스크, 장식적 문양, 상징과 주관, 정신적 감성과 감 

각으로 인지되는 자연의 보편적 유추의 추구 등이 

궁극적인 하모니 '미의 세계로의 갈구'로서 아르누보 

양식과 직결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Gustav Klimt의 '스토클렛 궁 

전(Stoclet Palace)의 벽화'의 한부분인『기대(Expecta

tions)』에서는 횐 대리석을 바탕으로 동판, 은판, 준 

보석, 모자이크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여기 

서 보여지는 표현에 있어서 장식은 평면적 모자이크 

기법이나 금색 및 이차원적 평면의 구조와 같은 기 

법과 장식성의 화려함과 환상적이면서도 신비스러 

운 이미지를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3). 장식물 

을 통한 상징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근거한 독특한 표현방식이었으며, 이러한 추 

상형태의 장식은 의상을 통한 인간심리의 복합성을

16) Edward Lucie-Smith, op. cit., p.221.
17) Peter Vergo, rArt in Viennaj, (London:Phaidon Press, 1975), p.207.
18) Peter Vergo, op.cit., p.150.
19) 송미숙, “보들레르의 이원성의 미학과 만물상응 개념이 1860년대 이후 프랑스 미술에 끼친 영향”, 공간 

1985,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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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대, Gustav Klimt, 1908 

(Symbolists and Symbolism, p.176).

제시한다.

따라서 상징주의 회화에 나타난 장식적 표현의 

특징은 화면 전체가 입체감 없이 도식화되어 평면적 

대상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금속이나 보석으로 장식 

되어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회화에서 표 

현된 의상은 배경이 단순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인체는 추상적인 평면디자인과 차가운 사실주의를 

결합시킨 2차원적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in. 복식에 표현된 상징주의적 특성

예술양식은 시대성을 나타내 주는 여러 사회적 현 

상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가 

치관이 바뀌면 그에 따라 예술양식도 변화하고 발전 

하게 된다"). 예술양식의 하나인 복식에서 새로운 형 

태가 출현하는 것은 독창적 움직임에 의해서라기보 

다 이전부터 싹 터온 시대적 흐름의 결과”)이며, 당 

시의 여러 환경적 영향과 조형예술분야에서의 영향 

등이 상호작용을 맺으며 발생되는 결과물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장(口장)에서 분석된 상징주의 예 

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와 현대복식에 표현 

된 상징주의적 특성을 신비성, 에로티시즘, 장식성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복식 

에 나타나고 있는 상징주의적 특성이 19세기말 예술 

에 나타난 상징주의에 의해 기인됨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고, 또한 복식에 나타난 상징주의적 특성을 내 

용과 형식을 통해 규명하게 될 것이다.

1. 근대(1880〜1910년대)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 

성

1) 신비성

1856년 이후 일본은 상징주의 화가와 아亘누보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유럽인들은 동양적인 모 

든 것들을 환상적이고 신비롭게 여겼으며끼, 특히 

1900년대에 이르러 영국(1902)과 미국(1903)의 중국 

에 대한 개방정책과 Diaghilev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 

단의 Scheherazade 파리공연(1909)은 동양에 대한 관 

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는 세기말의 데카당스한 시대를 유럽의 조형미 

에 동양적인 조형미를 도입하여 역동적인 감각의 현 

대복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존의 서구적 전통미 

를 파괴한 것이다. 또한 1900년경 아르누보 시대의 

엷은 색조, 유기적 곡선의 문양 등에서 1920년대 아 

르데코로 향하는 강렬한 색채와 양식화된 문양의 변 

화로 나타나 패션계에 색채 및 소재의 혁신을 일으 

켰다.

근대 복식은 순수성 지향에 기반을 두어 기존 예 

술의 추방과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의 부정으로 인 

위적인 실루엣을 거부하였다. 그 중에서도 Paul Poi- 

ret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코르셋에 의한 인 

위적인 실루엣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서 그리스 스타 

일의 실루엣과 환상적 인 동양풍으로 계속 새로운 스 

타일을 발표하여 시대의 흐름을 복식에 적용시켰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엠 

파이어 스타일은 풍부한 드레이퍼리를 사용하여 고

20) 임영방,「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23.
21) Dorothy U. B하Hing & Lois E. Dickey, "Haute Couture : A 25-Year Perspective of Fashion Influences, 1900 〜 

1925.", Americ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80, July), 8(6), p.428.
22) Emistine Carter, rThe Changing World of Fashion(New York:G. P. Putnam's, 1977),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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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동경 및 순수한 미적 측면에서의 신비성 

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은 복식에 많은 영향 

을 주었으며, 이 영향으로 유럽의 모든 여성들은 동 

양의 신비로운 매력에 심취해 있었다”). 디아길레브 

가 고용한 디자이너 Uon Bakst는 황금색, 주홍색, 오 

렌지색 등의 선명한 색채와 동양풍 테마의 소재 등 

의 화려한 이국풍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하며 강한 인 

상을 주어 동양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

당시의 패션리더인 Paul Poiret가 발표한 스타일들 

은 호블 스커트, 하렘 스타일, 미나레 튜닉, 기모노 

스타일 등의 매우 혁신적인 스타일이었으며, 여기에 

화려한 색채, 진주목걸이, 백조 깃털장식, 터번 등으 

로 동양의 이국적인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23 24). 특히 

Paul Poiret가 디자인한 터번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는 

더】, 이는 다양한 형태변화와 보석들의 화려함, 원색 

적인 색채가 조화된 Paul Poiret의 동양풍의 대표적인 

요소가 되었다(그림 4). Paul Poiret는 당시의 아르데 

코 사조를 바탕으로 한 원색과 이국적인 색채의 도 

입 및 동양풍의 프린트를 개발하여 현대복식에 있어 

최초의 동양풍의 유행을 창출한 디자이너였다. 페르 

시아 브로케이드, 러시아풍의 자수, 터어키옥, 일본

23) Kate Mulvey and Melissa Richards,「Decades of Beauty: The Changing Image of Women, 1990s 〜1990s」, 

(New York:Octopus Pub., 1998), p.52.
24) Ibid.
25) 오광수,「전환기의 미술」, (서울:열화당, 1996), p.121.

〈그림 4> 터번, Paul Poiret, 1913 

(Decades of Beauty, p.53)

<Z1 림 5> 튜닉드레스, Paul Poiret, 1911 

(Vogue Fashion, p.39)

의 색채와 술장식 등 동양적 색채와 장식을 사용하 

였고, 새로운 이국적인 실루엣을 보완하기 위해 동 

양적인 이미지의 프린트와 소재가 요구되었다(그림 

5).

2) 에로티시즘

기계문명의 부정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예술을 추 

구하는 아르누보 양식은 복식에 유기적인 곡선미, 

꽃의 장식, 아우어글래스 스타일이나 S-커브 실루엣 

으로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였다25). 특히 이 시 

기의 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적 경향은 드레스의 

실루엣과 관련되어 신체의 특정 부분, 허리, 가슴, 

힙, 어깨 등의 강조로 나타난다.

1890년대부터 드레스가 단순화됨에 따라 그 풍성 

함이 스커트에서 바디스로 이동되면서 가슴을 강조 

하거나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으며(그 

림 6), 소매의 형태에서도 거대하고 과장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초는 여러 가지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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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브닝가운, Worth, 1894 

(Victorian Fashion and Costumes, p.264)

서 19세기의 연장이며 많은 사회 문화의 발전이 있 

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1900년부터 1910년까지의 일 

상복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극적인 변화는 거의 없 

고 단지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만 보였 

을 뿐이다. 1900년대 초기의 의상은 이전과 마찬가 

지로 정교했으며 부와 과시의 상징이었으며, 코르셋 

으로 인체를 조이고 장식적인 S자형 스타일은 가늘 

어지고 직선적인 형태와 단순한 라인을 추구하게 되 

었다构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이 이 시기에도 지속되는데 

작고 편평한 허리에 가슴은 앞으로 힙은 뒤로 돌출 

되면서 새로운 코르셋 라인의 S-커브 스타일을 형성 

하였다. 특히 이러한 실루엣의 특징은 가슴의 곡선 

을 따라 레이스나 대조되는 색상으로 가슴을 강조하 

였고, 급격한 힙의 곡선을 따라 스커트의 선은 길고 

넓게 퍼졌으며, 스커트 뒷자락의 주름과 레이스의 

러플을 따라 더욱 부드럽게 움직였다. 지나치게 돌 

출된 가슴과 힙은 여성 특유의 육체를 과장되게 강 

조한 것이며, 이것은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으 

로 상징주의의 대표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7> 슬림라인드레스, 작자미상, 1909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408)

1909년에도 예술적인 S자형 실루엣은 여전히 보 

여지고 있으나, 점점 슬림한 스타일이 새로운 이상 

으로 나타나 치마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리스 로마시 

대를 연상시키는 긴 스커트와 어깨와 목을 드러내는 

목선, 꼭 맞는 짧은 소매, 하이 웨이스트라인을 갖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단순한 라인을 추구하여 과도 

한 장식이 사라졌다(그림 7).

1910년대는 다양한 모드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하 

여 여성의 복식 스타일은 당시의 새로운 용어 중의 

하나인 '라인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라인을 통해 

과장된 스타일이 사라지고 직물의 유연성과 대담한 

색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미,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고 있다乃.

3) 장식성

상징주의가 전개되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 

은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이 나타난 시기로 이 시기 

복식은 여성의 부드러우면서도 유동적인 곡선미를 

표현하기 위해 길게 이어지면서 유기적인 감각을 부 

여하는 곡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이러한 실루

26) Jane Mulvagh, Togue Fashion: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Viking, 1988), pp.2-11.
27) Franqoise, Boucher, r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j, (London:Thames and Hudson, 1996),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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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티가운, Worth, 1891 

(Victorian Fashion and Costumes, p.233)

엣을 이루기 위해 러플, 레이스, 프린지, 페시멘트리

(passementeries) 등의 장식적인 요소들이 사용되었

〈그림 9〉페시멘트리장식의 가운, 작자미상, 1891 

(Victorian Fashion and Costumes, p.232)

28) 엄소희, op.cit., p.lll.

고, 스타일에서 뿐 아니라 사용된 직물의 패턴에서 

도 꽃이나 기하학적인 곡선 등 아르누보 양식의 특 

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은 Worth의 티가운으로 쉬스형의 슬림 

라인의 몸에 꼭 맞는 벨벳 드레스와 베이지색의 카 

프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밝은 색 바탕의 적갈색 

(maroon)의 곡선형 디자인이 아르누보의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어깨에서부터 좁게 흘러내리는 카프탄 

이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타이트한 정장용 타운 드 

레스에도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아 장식이 더욱 많아 

졌는데, 스티치, 자수, 레이스, 비잔틴 장식의 조끼, 

아플리커), 벨벳 꽃과 페시멘트리 등의 장식과 주름 

장식 등이 모두 사용되 었다.〈그림 9＞는 Worth의 페 

르시안 라일락의 엷은 색조로 만든 울 가운과 비숍 

스타일의 크림색 플란넬 맨틀(mantle)로서 요크 부분 

에 긴 프린지가 달린 페시멘트리 장식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근대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2. 현대(1990년대)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

근대 복식은 벨 에포크(Bell Epoque, 1880-1905) 

를 기점으로 기존의 전통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서 근대적 합리성에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변화하 

는 시대정신과 대중문화의 혼재적 양상은 20세기 말 

의 복식을 더욱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복식은 사물이 지닌 외형보다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에 더욱 관심을 보이며, 

본질로 향하고 있는 현대 복식의 성향은 과거의 냉 

정하고 엄격한 경향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향해 발전되고 있다.

1) 신비성

현대에 보여지고 있는 신비주의는 지난 20세기말 

에 나타난 문화 현상의 하나로서 패션을 포함하여 

문화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대는 종교에 깊 

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특징 지워지 

는데,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변화에 대한 체험이 

많아짐에 따라 신비주의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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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대（1880〜1910년대）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

、、내용 

형식、 신비성 에로티시즘 장식성

특징

• 유럽의 조형미 + 동양적 조형미 

-기존의 서구적 전통미 파괴

• 페르시안 모드 반영

• 기계문명의 부정

• 인체의 성적 부분강조

• 부드러우면서도 유동적인

곡선미 표현

-길게 이어지면서 유기적인 

감각을 부여하는 곡선이 주류

실루엣

• 순수 엠파이어스타일

-고대에 대한 동경

-순수한 미적 측면에서의 

신비성 발견

• 환상적인 동양풍

-호블스커트, 미나레 드레스, 

기모노 스타일

• 아르누보의 곡선형태

- S■커브 실루엣

・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 아르누보의 곡선형태

•S •커브실루엣

• 아우어글래스

색채

• 이국적인 화려한 색채

• 블루, 은색, 횐색

• 강렬한 원색

• 블루, 핑크, 베이지, 그린, 

등의 밝고 엷은 색채

• 대조를 이루는 색상 대비

-언체의 부분 강조

• 검정, 횐색, 녹색, 핑크색

• 베이지색, 적갈색, 페르시안 라일 

락, 크림색 등의 밝고 엷은 색채

소재/문양

• 동양풍,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프린트 직물

• 브로케이드, 새틴, 벨벳, 

레이스

• 다마스크, 타프타, 레이스, 

벨벳, 새틴

• 이질적 소재의 대비

-인체의 부분 강조

• 브로케이드, 머슬린, 새틴, 벨벳, 

플란넬, 레이스, 쉬폰, 모피 등

• 아르누보의 식물넝굴, 유기적 

생물체

• 물방울 문양, 기하학적 모티프의 

문양

디테일

• 장식적 요소추방

• 드레이퍼리에 중점을 두어 인체 

미 표현

• 동물의 털, 야생새 깃털, 백조깃 

털, 모피장식

• 진주, 터어키옥과 같은 보석장식, 

자수

• 트임, 자연스러운 주름

-활동성 가미

- 레이스, 진주장식, 데꼴떼

• 플라운스, 론러플, 레이스, 

프릴 등

• 인체의 형태을 강조한 

코르셋

• S.auve 의 가슴, 힙 강조: 주 

머니 모양의 패널 （Pouched 

panel）, 힙패드

• 깃털, 꽃, 리본, 모피를 

이용한 장식

• 러플, 스티치, 자수, 레이스, 

프린지, 페시멘트리

• 모자, 보아목도리, 파라솔

• 레이스 스타킹, 오픈 워크 

스타킹

디자이너
Paul Poiret, Leon Bakst, 
Paquin, Lanvin, Premet

Worth, Doucet Worth, Paul Poiret, 
Mlle de Larsy

오고 있다2气

현대복식에 나타난 신비성은 원시종교, 기독교 등 

과 같은 종교, 禪사상과 같은 동양사상, 환상이나 우 

주의 세계를 표현한 신화 등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주제로 패션에 전개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신비에 대한 관심은 최근 

'90년대 말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John Galliano는 그의 '97, '98 A/W 컬렉 

션에서 이집트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여기서 소개된 특징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종교적 

특성을 주위의 상징적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복식에 

표현하였고 특히, 장식적 모티프로서 이집트의 모든 

신의 선조인 태양과 금색을 주로 사용하여 신비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0）.

29) Robert S. Ellwood, op. cit.,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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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John Galliano,,97/,98 A/W 

(Collections JI, p. 80)

〈그림 11> Thierry Mugler, '957*96, A/W 

{Collezioni, No. 60, p.249)

또한 1980년대 초반 새롭게 부상한 동양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된 일본이 새롭게 패 

션 선도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3°), 서구의 구조 

적 해체와 차별되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조형에 나타 

난 동양적 미의식은 동양사상의 하나인 禪미학과 연 

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착장을 통해서 의복의 실루 

엣이 완성되는 비구조적, 비구축적 실루엣은 착장자 

의 성격과 자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매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요소가 특징이다洵.

특히 현대복식에서 표현되고 있는 신비성은 신화 

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유의 색채 기법과 자연 

적이고 신비로운 모티프를 이용하였고, 색채를 통한 

표현의식과 함께 연속적인 선을 사용한 강한 장식적 

표현이 특징이다. 신화를 주제로 한 신비성은 의복 

전체 면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복식 

에 표현하거나 특정구조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뱀, 용과 같은 동물을 그 

려놓기도 하고,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물을 형상화 

한 구조를 갖기도 한다(그림 11). 이러한 신비성을 

표현한 작품은 일반적으로 꽃이나 새퀸, 비즈, 프린 

지, 깃털, 자수 등의 화려한 장식을 이용한다.

또한 현대복식에서의 신비성은 미래에 대한 동경 

을 표현한 사이버 패션에서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 

다. 1990년대 사이버 패션은 '90년대 초반 우주인이 

나 우주전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스타일을 거 

쳐 자연미와 인간미가 가미된 디자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이버 패션의 소재는 라이크라 저지, 스판덱 

스, 에나멜, 라텍스 등의 미래적인 소재가 많이 쓰이 

고 있으며, 색상은 금색이나 은색 이외에도 검정색 

과 흰색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면서도 미래적 이미지 

를 표현하고 있다.

2) 에로티시즘

상징주의적 에로티시즘은 성적 갈등이나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면서 도구화된 성과 상업화된 성표현 

을 그들 작품 속에서 비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위선적 욕구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현방법으로는 인간 본 

능에 내재된 성적욕구 및 순수한 인체미를 노출과 

은펴］, 시스루, 부분적 인 것을 위치변경하거나 자연적 

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 과장, 변용과 전위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

30) 이정후, 양숙희, "현대 일본복식에 나타난 선미학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97, 21(7), p.1184.
31) Ibid., p.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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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ivenchy, '96 S/S 

(Collezioni, No.55, p.210)

고 있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를 드러내거나 가슴, 힙, 

허리, 다리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 

하고 있다. 복식을 통해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출은 현대에 이 

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은밀함이 요구되어 왔으나,〈그림 

12＞는 노골적인 노출로 일반적 관점에서의 미와는 

거리가 먼 추의 개념으로 퇴폐적인 취향을 반영한다.

인간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노출하려는 

욕망이 있는 반면, 의복으로 몸을 가려 에로틱한 분 

위기를 연출하여 인체를 강조하고자 하여 노출과 은 

폐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Magritte는 신체노출과 은폐 즉 여성의 의복으로 

감싼 정숙한 육체와 그 의복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의복은 오히려 은밀히 노출된 신체를 암시한다는 

역설을 주장하였고功, Alison Lurie는 복식의 소재가 

그것을 입는 사람의 피부를 의미하므로 복식에 있어

〈그림 13> Antonio Marras, '98 S/S 

(Collezioni, No. 63, p.426)

가장 관능적인 요소는 그 복식을 만든 소재39라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소재는 에로티시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복에서의 접촉은 육체의 접촉을 뜻하기도 하는 

데 옷은 살아 숨쉬는 육체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의 

복과의 접촉은 강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비 

쳐 보이는 의복과의 접촉은 육체적인 환희감을 경험 

하기 쉽게 해주며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32 33 34).〈그림 

13＞은 시스루 소재 를 사용하여 인체 의 특정 부위 나 

전체를 비치게 하는 간접적인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 

즘을 나타내고 있다. 비치는 천은 투시효과로 감추 

어진 미를 표현하는 상징이자 은유적인 방법으로 저 

속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 

고 있다.

32) Richard Martin, ^Fashion Surrealism(London:Thames and Hudson, 1988), p.120.
33) Alison Lurie, rThe Language of Clothes(New York:Random House, 1981), p.232.
34) 김연권, “플로베르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죽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36.

이외에도 상징주의적 에로티시즘은 현대 복식에 

서 부분적인 도치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시키기도 하 

며 과장하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복식조형에 

있어서 변용과 전위의 방법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은 복식의 아이템간 용도 변경에 의해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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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등의 표현방법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용과 전위는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그 표현에 있어서 

모든 구속적인 제한을 부정하고 양식과 형식을 해체 

시킴으로써 상징성을 추구하였다.

3) 장식성

상징주의적 장식성은 보편적 자연성과 미적 세계 

등 순수성을 본질로 한 내면세계를 표현할 뿐 아니 

라 무의식 속에 근거한 기존가치체계의 대한 반향으 

로 추상적인 표현방법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추상형 

태의 장식성은 복식을 통한 인간심리의 복합성을 제 

시한다.

현대복식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색채와 직물 및 

문양, 그리고 물적 사물을 통한 은유를 통해 특징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감의 원천을 자연에 두어 표 

현된 문양의 특성은 식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단순화시켜 나타내며, 추상화된 식물형태의 곡선으 

로 표현한다(그림 14). 또한 생물형태를 모티프로 사 

용하기도 한다.

〈그림 14> Giani Versace, '91/'92 A/W 

(Fashion Show, p.103)

〈그림 15> Atelier Versace, '99?00 A/W 

(Collezioni, No.72, p.268)

상징주의적 장식성은 추상형태의 장식을 통해 인 

간심 리의 복합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과잉장 

식이나 오브제를 이용한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전개 

된다. 과잉장식의 유형은 19세기에 발생한 부르주아 

문화를 대변했던 특징 중의 하나로 증가한 물적 사 

물을 복식에 도입하여 장식하려는 충동으로써 표현 

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장식은 팽창된 대량소비 사 

회에서 보다 단순함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잠재 의식 

속에 억제되었던 욕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키치적 특성과 결합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다. 이는 19세기말의 시대적 상황과 맥을 같이한 상 

징주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복식에 나타나고 있는 장식적 표현은 

광택 있고 화려한 금장식을 이용하여 화려 한 장식성 

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5>는 금색 모티프 

를 이용하여 꼴라주 기법으로 표현된 것인데, 금색 

은 상징주의 화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색채로 화려함 

과 함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며, 이 꼴라주 기법은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소재들을 모아 조합 

시키고 이 결합에 조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의상을

35) Richard Martin & Harold Koda, vInfra-ApparelSi (New York: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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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대（1990년대）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

7 용 

형*、 신비성 에 로티 시 즘 장식성

특징

• 자기상실, 기계문명속의 고독감

- 원시세계의 동경/자연과 비문명 세계 

에 대한 향수

• 세기말의 불안, 인간성 상실에 대한 두 

려움一종교에 대한 관심 고조

- 종교에 대한 상징의 형상화

• 중세 기독교 신앙의 금욕주의에서 

비롯된 신비주의

• 동양사상에 대한 신비주의

• 인간본능의 성적 욕구 및 순수한 

인체미를 직접적, 사실적으로 표 

현

•도구화된 성, 상업화된 성을 비인 

간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위선 

적 욕구를 지적

-인간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강조

• 보편적 자연성과 미적 세계를 

순수성을 본질로 한 내면세계

• 무의식에 근거한 기존가치

체계의 반향

-복식을 통한 인간 심리의

복합성 제시

실루엣

• 종교, 신화 등 심리적 효과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

• 인체라인을 따라 바디스에 밀착

• 기독교 수도자들의 의복을 응용한 

실루엣 -쉬프트, 튜닉

• 비구조적, 비구축적 구성

• 기하학적 형태/조형적 구성

• 인체의 개방된 형태

• 표현방법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전개

一시스루 룩, 란제리 룩, 바디 컨셔 

스룩

• 자연으로부터의 회귀본능

• 자연을 소재화 한 구조적 

실루엣

• 인체형을 무시한 기하학적 

실루엣

색채

- 메탈소재의 금/은색

- 횐색, 검정색, 자연색

• 화려한 색채

• 사이버색채 一금색, 은색, 검정색, 흰색

• 엷고 부드러운 색채

•빨강, 검정색과 같은 선정적인 색 

채

• 밝고 엷은 파스텔톤의 색상

- 원색, 검정색 사용

• 금색

소재/ 

문양

• 새틴 등 광택이 있고 매끈한 표면감, 자 

연소재, 투명감

• 금속성 소재一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강 

철, 알루미늄판, 플라스틱 디스크

• 미래적인 소재一라이크라저지, 스판덱 

스 에나멜, 라텍스

• 다양한 소재-가죽, 플라스틱, 크리스 

탈, 광섬유

• 레이스, 쉬폰, 비닐, 그물, 망사와 

같은 얇고 비치는 소재

•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

• 식물, 동물, 유기적인 생물과 같 

은 자연문양

-사실묘사, 단순화, 추상화

-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의 

반복과 변형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 쉬폰, 오간디, 새틴, 레이스와 

같은 얇고 부드러운 직물

디테일

• 장식적 모티브, 상징적 자연물

-태양, 동물, 식물, 십자가

（종교적 모티브）

• 꽃, 새퀸, 비즈, 프린지, 깃털, 자수

• 반짝거리는 효과 강조

-금속성, 반사 효과

• 비일상적 오브제 도입

• 특이한 메이크업, 헤드 드레스

• 꽃, 깃털, 리본 등의 장식

• 노출, 밀착, 부분의 강조, 확대, 과 

장, 시스루, 자연적인 것과 인위 

적인 것의 조화

• 최소표현기법

• 변용과 전위

- 자수, 비즈를 이용한 패치워크 

-스테인드글래스 기법（장식적 

패턴에 의한 평면의 색면으로 

환원）

• 과잉장식이나 오브제 이용

• 꼴라주 기법

• 수공예적 장식효과

디자

이너

John Galliano, Jean-Paul Gaultier, 
Thierry Mugler, Alexander McQueen, 
Trisha Biggar, Kansai Yamamoto, 
Paco Rabbane, Tristan Webber, 
Givenchy, Andrew Groves

John Galliano, Jean-Paul Gaultier, 
Givenchy, Fendi, Chantal Thomas, 
Thieny Mugler, Antonio Marras, 
Antonio Berardi, Valentino

Emanuel Ungaro, Gian Franco 
Ferre, Fabio Piras, Giani Versace, 
Valentino, John GHiano, Edina 

Ronay, JeanPaul Gaultier, Atelier 

Vers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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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또는 장식하는 것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소재의 

도입으로 인해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동시 

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과 넘치는 산업화의 산 

물로 불균형을 이루는 현대 물질문명의 리얼리티를 

복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의 의미를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3.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근대와 현대 두 시대간 상징주의 

적 특성을 복식의 실루엣, 색채, 소재 및 문양, 디테 

일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실루엣

신비성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코르셋에 의한 인 

위적인 실루엣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서 그리스의 영 

향을 받은 내추럴 실루엣과 환상적인 동양풍 실루엣 

이 특징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엠파이 

어 스타일은 고대에 대한 동경 및 순수한 미적 측면 

에서의 신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복식은 순 

수성 지향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를 포함한 인위적 실루엣을 거부하였고, 동양풍 

의 실루엣은 유럽의 조형미에 동양적 조형미를 도입 

하여 기존의 서구적 전통미를 파기하고 있다. 현대 

복식은 종교, 신화 등의 심리적 효과를 다양한 형태 

로 구사하고 있다. 인체 라인을 따라 밀착되는 형태, 

기독교 수도자들의 의복을 응용한 쉬프트 , 튜닉 형 

태, 매기 • 두르기 • 걸치기 등으로 착장자의 심리에 

따라 의복의 형태가 변화되는 비구조적 • 비구축적 

인 구성 등 서로 상반되는 구조적 • 비구조적 형태와 

기하학적인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과장된 라인 

에서 단순화되어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연결된다. 아 

르누보 양식의 영향인 유기적인 곡선이 변화하여 아 

우어글래스, S-커브 형태로 복식에 여성성을 가미하 

고 있으며, 허리, 가슴, 힙, 어깨 등 신체의 특정부분 

을 과장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포인티드 웨 

이스트, S-커브의 포취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벌룬소매, 고어스커트, 벨스커트는 과장된 형태로 보 

여진다.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로 더 이상 한 방향이 

아닌 다양화로 독자적인 개성을 더욱 명확하게 발휘 

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본능의 성 

적욕구 및 순수한 인체미를 직접적, 사실적으로 표 

현하거나 도구화된 성, 상업화된 성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표현, 인간의 위선적 욕구를 지적하여 인간 

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장식성을 살펴보면, 과학사회 및 물질문명,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한 반향으로 등장한 아르누보의 특징 

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근대복식은 S-커브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며, 부드러우면서도 유동적인 곡선미를 

길게 이어지면서 유기적인 감각을 부여하는 곡선으 

로 전개된다. 현대복식은 무의식에 근거한 기존 가 

치체계의 거부에 따른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미적 

세계를 순수성을 본질로 하여 자연을 소재화 한 구 

조적 실루엣과 인체를 평면적 개념으로 인식한 구조 

적 실루엣 등이 특징이며, 이외에도 인체형을 무시 

한 기하학적 실루엣 등이 있다.

2) 색 채
신비성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내면세계에 대한 

환상을 동양의 이국적이고 화려한 원색으로 표현하 

고 있다. 이 시기는 동양풍의 화려한 색채를 회화에 

서의 충격적인 원색과 조화시켜 세기말의 시대환경 

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누보의 엷은 색조에 

서 아르데코의 강렬한 색채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현대복식은 내적 성장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 

는 종교적인 준엄함, 청교도적인 엄격함 그리고 도 

심의 빌딩과 메탈 건축물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표현 

하거나 세기말의 암울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검정색 

을 주조로 한 어두운 색조가 대표적이다. 또한 신화 

세계와 같은 환상, 가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금색, 

은색을 비롯한 원색 등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들이 

사용되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블루, 핑크, 

그린, 베이지 등의 밝고 엷은 색채를 이용하였고 인 

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대조되는 색채의 

대비를 이용하여 세련되고 우아함으로 관능적인 인 

체미를 표현하였다. 현대복식은 횐색, 핑크, 베이지 

등의 엷은 색채와 검정, 빨강 등의 선정적인 색채를 

함께 사용하여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인간성 고갈과 세기말의 불안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파괴와 퇴폐적인 취미를 선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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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복식에서도 '새로운 미'의 개념이 충격적인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식성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아르누보의 영향 

으로 환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채였다. 복식에서는 

이러한 색채 효과를 위해 두 종류나 그 이상의 얇은 

재질의 옷감을 함께 사용하였다 현대 복식은 환하고 

부드러운 색채 이외에도 원색, 금색 등 화려하면서 

도 강한 색채가 특징이다.

3) 소재 및 문양

신비성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상징주의 화가와 

아르누보 양식에 일본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 

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국적인 문양들이 근대복식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양풍의 이국적이고 환상적 

인 브로케이드, 새틴, 벨벳, 레이스 외에 다양한 프린 

트 직물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현대복식에서 

금 • 은사, 메탈릭사의 활용에 의한 다양한 광택감이 

부여된 소재 사용은 신비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광물질이 섞인 듯한 광택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가 

공을 한 광택있는 시각적 효과, 새틴의 활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효과가 두드러진다. 기능성을 위해 합성 

소재를 혼방하기도 하나 외관은 천연소재와 같게 하 

며, 무게감 없는 볼륨이 특징이다. 작품에서 라이크 

라 저지, 스판덱스, 에나멜, 라텍스 등의 미래적인 소 

재와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강철, 알루미늄판, 플라 

스틱 디스크 외 광섬유의 사용도 보여진다. 신화적 

인 신비를 형상화하기 위해 이차원적인 평면기법을 

이용한 프린트 사용은 주로 종교적인 모티프와 연관 

된다.

에로티시즘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주로 부드러 

운 재질을 사용하고 유동적 인 곡선으로 표현된 유기 

적 인 식물이나 꽃문양, 아라베스크적 인 윤곽선을 사 

용하여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형태의 자수나 프린트 

로 형상화시켰으며, 복식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에 소재와 문양의 대비효과로 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복식에서도 에로티시즘 표현에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스, 쉬폰, 비 

닐, 그물, 망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인체의 일부 

를 노출시켜 관능적 에로티시즘을 유발하고 시스루 

소재로 개방적인 현대 사회의 성의식을 표현한다. 

특히 시스루 소재는 투시효과로 감추어진 미를 표현 

복식문화연구

하는 상징이자 은유적 방법으로 저속하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장식성을 살펴보면, 두 시대간 가장 큰 특징은 문 

양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현대 복식 모두에서 아 

르누보의 식물의 넝쿨, 꽃과 줄기 및 유기적 생명처), 

기하학적 곡선이 유사한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다. 

근대복식은 이러한 문양을 사실적으로 사용하였지 

만, 현대복식은 사실적 문양 이외에도 단순화, 추상 

화된 문양,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변형시킨 

문양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양이 특징이다. 소재에 

서는 근대복식은 브로케이드, 머슬린, 벨벳, 모, 면, 

새틴 등 부드러운 천연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곡선의 

실루엣을 잘 표현했지만, 현대복식은 이외에도 실루 

엣의 구조적 형태나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기 위해 

적합한 빳빳한 소재를 이용하기도 한다.

4) 디테일

신비성을 살펴보면, 근대의 1890년대는 드레이퍼 

리에 중점을 두어 인체를 표현하면서 장식적 요소들 

이 추방되었으며, 이 때는 활동성을 가미하기 위한 

트임이나 트레인의 자연스러운 주름이 사용되었다. 

1900년 이후 신비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양 

풍의 다양한 장식기법들이 대두되어진다. 깃털장식 

과 모피장식, 진주, 터어키석과 같은 보석장식, 동양 

적인 문양을 표현한 자수 등이 그것이다. 현대복식 

은 근대복식에서 나타난 디테일에 첨가하여 반짝거 

리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금속성, 반사, 비일상적 

오브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인 방황과 

기계문명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식의 실체를 표현하 

기 위해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과 헤드 드레스를 창 

조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살펴보면, 근대복식은 이 시기의 대 

표적인 실루엣인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S-커브 실 

루엣과 관련되어 인체의 가슴, 힙, 허리, 어깨 등의 

강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데꼴떼나 자보를 이용하고 가슴 주위에 레이스, 프 

릴 등의 장식을 부과하거나 특히 S-커브의 실루엣을 

이루기 위해 가슴에 패드를 대어 돌출시키기도 한다. 

또한 포인티드 웨이스트라인을 이용하여 허리를 강 

조하거나 엉덩이 부분에 힙패드를 대어 S-커브를 잘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플라운스, 론 러플,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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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러플장식과 진주, 자수장식을 이용하여 더욱 화 

려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은 교육의 확대와 여성 

지위의 향상으로 내적 동기뿐 아니라 외적 형식에서 

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복식을 통해 성적 욕구를 표 

현하는 방법은 노출, 은펴）, 시스루, 부분적인 것의 위 

치변경,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성적 부분 강조, 확대, 과장 및 변용과 전위의 형식으 

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소의 은폐를 통한 최소표현기 

법으로 기존의 복식 조형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복 

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양식과 형식 

을 해체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추구한 란제리 룩 

또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식성을 비교해 보면, 근대복식에서는 러플, 자 

수, 스티치, 프린지, 페시멘트리를 이용한 장식과 깃 

털, 꽃, 리본, 모피 등을 이용하여 재료의 사실적 표 

현이 특징이며, 현대복식에서는 이외에도 장식을 배 

제시킨 단순성이나 수공예적 장식기법, 꼴라주기법 

등이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현대복식의 디 

자인 경향은 장식의 과다한 사용, 복식디자인에 영 

향을 끼치는 각 부분들의 이질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이들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IV. 결 론

상징주의는 세기말이라는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세대간의 갈등으로 등장하여, 윤리도덕의 타락과 성 

도덕의 문란, 쾌락과 향락주의의 만연으로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극적이며, 과장된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대중들은 더욱 자극적인 복식을 추구하 

게 되면서 복식은 더욱 극단적인 경향으로 변화되었 

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우리의 생활패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개인생활의 개성화, 다양화, 전문화된 

양상이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다원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의미부 

여방식의 다양성 등과 같은 상징주의적 특성과 맥락 

을 같이 하게 된 것이다.

근대복식과 현대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비성에서 근대복식은 과거신비에 대한 동 

경과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과거 그리스에 대한 환 

상과 동양에 대한 관심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이국 

적 테마로 전개하였다. 특히 엠파이어 스타일과 같 

이 순수성 지향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장식적, 수공 

예적 요소를 포함한 인위적 실루엣을 거부하였고, 

터어키풍의 하렘팬츠, 미나레 스타일 등 동양풍의 

실루엣은 유럽의 조형미에 동양적 조형미를 도입하 

여 기존의 서구적 전통미를 파기하였다. 현대복식은 

세기말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물질문명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영적 삶을 통한 정신적 위안의 필요성 

이 증대되면서 종교나 정신철학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히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전 

개되어, 종교像이나 신화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이 

차원적인 평면형태로 표현하며, 자연형상물의 상징 

등을 개방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신화에 등장 

하는 미지의 인물이나 동물을 표현하거나 상징적 이 

미지를 형상화한 구조를 가지며, 복식의 표현형태는 

구조적 실루엣 및 인체형상을 무시한 기하학적 실루 

엣으로 다양한 내면의 상징적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색채를 통한 표현의식과 연속적 인 선을 사용한 장식 

적 표현이 특징이다.

둘째, 에로티시즘에서 근대복식은 기계문명의 부 

정으로부터 출발한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으로 유기 

적인 곡선이 변화하여 아우어글래스, s-커브 실루엣 

으로 여성성을 가미하고 있으며, 허리, 가슴, 힙, 어 

깨 등 신체의 특정부분을 과장함으로써 강조하고 있 

다. 또한, 큐래스 바디스, 포인티드 웨이스트, s-커브 

의 포취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벌룬소매, 고 

어스커트, 벨스커트는 과장된 형태로 보여진다. 현대 

복식은 인간의 성적욕구 및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면 

서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 상업화된 성표현 

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특히 규칙이나 법칙에 의 

거해 복식에 접근하기보다 상황에 따른 경험적 인식 

체계와 그것에 대한 부정, 구조의 해체 및 파괴에 의 

해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표현방법은 인체나 복 

식 재료의 순수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장식을 배제시킨 단순성을 반영하면서 노출, 은폐, 

시스루, 과장, 변용과 전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장식성에서 근대복식은 사실주의와 자연주 

의에 대한 거부 등을 인간 정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본질로 하여 아르누보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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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커브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며 러플, 레이스, 프린 

지, 페시멘트리 등의 디테일과 자연대상물의 유동적 

곡선 형태로 표현한 문양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복식은 보편적 자연성과 미적 세계 등을 

순수성을 본질로 하거나 기존가치체계에 대한 반향 

등의 내적 의미를 섬세하고 감각적인 곡선의 형태 

및 추상형태의 표현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색채, 문양, 과잉장식 및 물적 사물을 통한 은유 등으 

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상징주의적 복식은 사회적 맥락을 포괄하 

는 구상에서 등장한 복식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상징 

적인 방법적 사고의 이원화를 통한 실용적 측면과 

시대정신의 반영물로서의 복식이라는 이념적 측면 

을 모두 갖게 되며, 특히 현대복식은 새로운 측면에 

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감성을 지 

배하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요소와 함께 과학기술 

의 발달에서 보다 진실되고 분석적인 태도를 갖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복식에서 

도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인 자아표현의 미적 창조라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대 복식 

은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생 

활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간 내면의 표현욕구를 일 

체화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표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상징주의적 특 

성은 지속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21세기 디자인의 

목표를 형상화시키는 주된 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징주의적 특성은 미술과 

복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특히 미술과 복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므로 조형적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확대 

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현 

대복식의 상징주의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 

기 위해서 21세기초에 진행되는 시대사조 및 패션경 

향 등과 관련지어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라 사료되어 후속연구로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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