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19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오늘날의 문화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전

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간성 상실과 상대적 고립감, 반 사회주의적 도

전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의 고갈, 이에 따른 과거의

향수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문화전반에 걸친 복고

풍이 유행하고 있다.

복식문화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 못지 않게 과

105

19世紀 文化와 服飾에 表現된 復古

- 新古典主義와 浪漫主義 女性服을 中心으로 -

安光淑·朴明熙*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科 招聘敎授, 建國大學校 衣裳텍스타일學科 敎授*

Retro Expressed in Culture and Dress of the 19th Century
- Focused on Woman’s Dress to Neoclassicism and Romanticism -

An, Kwang-Sook and Park, Myoung-Hee*
Invitation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Honam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pparel & Textile Design Konkuk University*

Abstract

Culture and society exist in the present, but they came from the past. So did clothing. As dressing is
deeply based on culture pattern of the times, it is affected by various culture patterns and still keeps
developing in modern tim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features of retro fashion on culture and dressing of the 19th
century. The features of retro fashion on Neoclassical and Romantic culture and dressing are objection to
the existing pattern, recursion to the past, and creativity characteristic of pattern of those days.
Neoclassicism arose as it rejected Baroque and Rococo style, and imitated culture and artistic pattern of
Greece and Rome. Romanticism objected to formal and universal pattern of Neoclassicism, and imitated
Gothic style while recognizing historical facts and studying medieval times. Dressing in Neoclassicism
did not accept exaggerated and luxurious Rococo pattern, and imitated simple, soft and straight
silhouette of Greece and Rome and created its unique Empire Style. Romanticism imitated luxurious style
of Renaissance, the Middle Ages, Baroque, and Rococo, different from simple and straight neoclassical
style during the Bourbon restoration, and created its unique style. Thus, it is shown that retro fashion on
Neoclassical and Romantic culture and dressing reflect the style of tho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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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유행의 복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복고는 단순히 유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대 문

화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20세기라는

시대적 문화현상에 따른 복고는 그 전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화양식과 복식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Horn1)은 복식도 회화·조각·건축·문학·음악과

같이 특이한 문화적 상황에서 유래되는 예술의 한 형

태이고 그 예술이 창조되는 시대와 사회적 욕구를 강

하게 반 한다고 하 다.

이는 복식이 기타 다른 예술분야와 표현의 일치성

을 보이는 것으로 이를‘문화적 일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식과 문화적 일치성

이 접한 예술양식인 미술, 건축, 음악, 문학을 중심

으로 문화에 표현된 복고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복고현상을 19세

기부터 연구함으로써 20세기 복고풍에 대한 문화현상

을 파악하기 위한 역사속에서의 원인 규명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와 복식에 표현된 복고의 특성을

연구하여 문화와 복식이 얼마나 접한 관계에 있는

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복고풍이 현대패션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유해되어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

닌 창조적 스타일로 새로운 형식과 미를 창조해 나가

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과 복식관련 서적 및 사

진을 참고로 하 으며, 연구범위는 19세기 시대 양식

에 있어 문화와 복식에 두드러지게 복고성향이 나타

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하 다. 양식에

있어서 시대 구분을 하기란 힘들지만 편의상 의복과

관련하여 신고전주의는 나폴레옹 1세 시대인 1789년

부터 1815년까지로 하 고, 낭만주의는 왕정복고기간

인 1815년부터 1848년까지2) 연구범위로 하 다.

II.

복고의 사전적 의미는‘옛것으로 돌아감’을 뜻하며,

복고주의는‘지난날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되돌아

가려는 경향’을 말하고3) 복고풍은‘옛날의 상태로 돌

아감, 과거의 체제나 사상, 전통 등을 그리워하여 그것

을 본뜨려고 하는 것4)을 말한다.

복고 패션은 어로 레트로 패션(Retro Fashion)이

라고 하며‘과거, 특히 20년대에서 40년대에 유행했던

모드를 재현한 복고조의 의상패션5)이라 하 고, 복식

사전에서는‘회고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이라

는 의미를 가진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

에서 출발된 용어이다.6) 즉 레트로 패션(Retro

Fashion)을 패션용어 사전에서는‘레트로스팩티브 패

션을 생략한 것으로 레트로스펙티브는“회고적, 옛것

이 그리운”의 뜻으로 1920~1930년대 등 클래식한 패

션을 그리워하여 현대에 다시 부활시킨 것을 일컫는

다. 리바이벌룩의 새로운 호칭이다7)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다.

복고풍은 과거에 대한 향수의 표현으로 패션의 주

기적인 성격을 반 한다.8)

패션에서 유행은 주기성을 가지고 재현, 반복되며

과거의 유행 요소들이 현시대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복고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고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기억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지만 과거 양식이

현재에 재현되어 나타날 때는 과거 형태의 복사가 아

니라 옛 양식이 현재의 인간의 감성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되어 그 세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행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복고풍은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문학·예술 등에

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나

간 시대의 것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식을 포함한 예술에서의 복고의 개념은 하

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복고는 패러디와 마찬

가지로 모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재가 되는

선행양식, 즉 과거 양식은 디자이너에 의해 모방되어

그의 의도와 창조적 능력으로 형식, 내용이 변화되고,

그 결과 새로운 표현성이 창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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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

1. 19세기 문화에 표현된 복고

유럽 사회에‘근대’라는 개념을 형성시킨 두 혁명

은 시민 혁명과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에 의한 산

업자본주의의 성립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회계급,

새로운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능케 함으로서 그때까지

의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9)

정치·사회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시민혁명

이 발발하여 부유한 시민계급인 산업자본가들이 절대

왕정과 상업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계급적 세력을 확

립하 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 국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산업혁명이 전개되

어 근대인의 경제·사회·정치 생활에 중대한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시민혁명과 더불어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 다.10)

이 시기는 계몽운동에 향을 받아 절대적인 교권

과 국가론에 대항하는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와 민주

주의의 가치가 대두되었다.

인간성의 자각은 겨우 1780년경이 되어 문화전반에

고전의 동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미술에서는

이를 신고전주의(Neo-Classicism)라 했으며, 신고전주

의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 유럽세계를 풍미

한 예술양식으로서, 매너리즘에 빠진 바로크·로코코

의 인습에 반발하여 고대 그리스·로마 양식으로의

복귀경향을 보여준다.

나폴레옹 I세의 제1제정 시대가 1814년에 끝나고 루

이 18세가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국에서 파리로 귀

국하면서 프랑스의 왕정복고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전 유럽에 낭만주의 예술사조의 향을 받았다.11) 나

폴레옹 패배의 틈을 탄 구 귀족세력은 힘들게 획득한

권력과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희열을 최대한으로 과

시하려고 하 다. 그들은 과거 봉건귀족이 누렸던 중

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사회에서의 부귀 화를

동경했다.

18세기말에서부터 19세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쳐

살펴본 결과 두 문화 양식에서는 복고문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 신고전주의

“고전”이라는 말뜻은“모범적 예술, 균형적 형식, 누

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성격, 시대 초월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의미에 벌써 질적인 가치평가가

들어 있다. 예술사에서“고전”이라는 말은 예술사학자

빙켈만에 의해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지칭하면서 사

용되었다.12)

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이 세운 수

준 혹은 표준을 말한다. 옥스퍼드 어사전에서는‘고

전 문학이나 예술의 원칙’, ‘고전적인, 즉 고대 그리스

와 로마의 용어 혹은 형식’등 의 뜻으로 고전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를 존재를 전제

로 해서 생긴 용어이다. 이것은 고전주의, 즉 고전들을

모델로 하여 이룩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후 탄

생한 문화일반과 문학을 말한다.13)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와 후기 바로크에 반발하고 고

전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18세기말부터 19

세기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

난 예술양식으로 고대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 정확성을 중시하며 합리주의적 미학에 바탕

을 둔다.

또한 신고전주의는 18C 중엽에서 19C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형성되었던 미술양식으로 르네상스시대의 광

의의 고전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고전주의라고 한다.

이것은 18C 중엽에 있었던 폼페이 헤라클레네움,

파에스튬 등의 고대 건축 발굴이 계기가 되어 생긴 말

이다. 약 2000년전의 문화인 고대 그리이스-로마 양식

과 철학이 부활되었다.14)

신고전주의는 층층이 쌓인 썩은 미신을 벗겨 내어

보편적인 도덕에 근거한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성

의 근본 원리를 찾으려 한 18세기적 지향점이 예술의

역에서 표현된 것이었다. 신고전주의는 먼저 문학에

서(17세기후반~18세기초) 꽃을 피우고, 미술과 건축

(18세기후반~19세기초)으로 이어졌다.15)

작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다시 부활

하려 하 고, 고전을 모방하 다. 당시의 문인들은 중

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경멸하 으며, 기독교적 야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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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전을 파괴한 것에 대해 비탄하 고, 르네상스기

의 휴머니즘에 동조하 다.16)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문학과 예술 자체를 의미하

는 고전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특징은 조화, 명쾌함, 억

제, 보편성 및 이상주의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크게 의존하는 낭만주의와 구별

되는 특징들이다.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이나 문학이

세운 원칙들에 따라 생산된 작품은 조화와 이로 인한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

악화시킴이 없이 이 중의 어느 부분도 가감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다.

시각적인 예술에 있어서는 색채보다는 선, 곡선보다

는 직선, 부분조화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1><그림 2>

건축에서도 이전의 양식인 로코코 건축의 지나친

장식성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고전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 사실적인 양식을 찾으려는 연구가 시

도되었다.17)

그리스 복고주의는 그 당시 그리스건축에 대한 저

술서에서 연유되었으며, 건축가들에게 큰 향을 주게

되었다. 이처럼 18세기 중엽의 원초적인 것에 대한 추

구는 그리스의 기념물들에 대한 조사를 활발하게 하

고18)축물에도 그리스식 열주와 돔, 아치 등이 풍부

히 사용되었다.19)<그림 3>

음악에서 고전시대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초까

지를 이르며, “고전이라는 개념이 음악에서 처음 사용

될 때에는 시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이든. 모차르

트. 베토벤의 음악을 다른 음악들과 구별시키는 질적

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질적 평가가 그대로 시대 개

념이 된다.

2) 낭만주의

나폴레옹 I세가 멸망하자 유럽의 새 정치체제가 붕

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의 반동으로서 각 민족

은 그 민족에 직결되고 있는 과거에의 연관을 구하고

보편적인 세계제국 및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

독창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어나 여러 국민의 민족

주의가 치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고전주의의 형식성과 보편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주관

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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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앵. 큐피드를 파는 여인(1763)

<그림 3>  런던, 대 박물관

<그림 2>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 제의 반란(1784)



신성동맹이 성립되고 메테르니히의 반동정치가 시

작되었을 때 복고시대를 배경으로 낭만주의

(Romanticism)은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섞여 있

어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장래의 전망이 확

실하지 못하여 혼미를 자아내고 있었다.21)

‘낭만적(Romantic)’이라는 말은 고전 프랑스어

romanz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온‘로망

스’방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세에서 로망스 또는 로몽이라는 말은 이러한 로

망스어 중 하나로 쓰인 기사 이야기를 뜻했는데 대개

시로 이루어져 있고 종종 무엇인가를 찾으려하는 형

식으로 되어 있었다.22)‘낭만적’이라고 하면 대개‘고

전적’의 대조가 되는 개명으로 사용되며 감정의 절제

보다는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쫓아가며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

는 태도를 뜻한다.23) 낭만주의는 먼 것, 색다른 나라에

대한 모험을 꿈꾸며 감의 근원으로서 지나간 모든

시대를 끌어들 다.24)

낭만주의는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났고, 특히

문예부분에서 활발하 다.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일어

나 프랑스에서 번 하 다.25) 19세기에 들어와서 프랑

스 문학은 17세기부터 시작했던 고전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낭만주의 운동으로써 이

들은 다양성 있는 표현 속에서 개인적인 서정적 시풍

과 정열적 감성을 강조했다.26) 문학과 인문과학에 있

어 낭만주의는 합리적·고전적 시대정신에 대립하는

문학과 철학의 흐름이었다.

미술에서도 고전주의 형식주의에 반발하고 불붙는

듯한 정열을 표현하는 낭만의 사자라 불리우는 들라크

로아(Delacroix)는 역사상의 충실이나 민족주의적인 소재

를 다루어 대담한 구상과 강렬한 색채의 그림을 그렸

고,27) 낭만주의 수법의 선구자인 제리코도 더 이상 고전

문명에서 모델을 찾지 않고 현실을 쫓았다.28)<그림 4>

낭만주의 건축은 새로운 중세정신(특히 교회 건축에

있어)의 표현과 건물배치에 있어 과학적인 접근을 특

징으로 한다. 이는 양식적으로 볼 때 주로 신고딕 양

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고딕의 부활’은 국을 선두

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고딕의 미신은 고대화한 고

전주의에 대한 반동의 표시 다.29)

1800년 이후 건축은 고전－고딕의 갈림길에서 대개

의 경우 고딕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국수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독일· 국·프

랑스 등에서는 고딕이 국민정신의 고유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차알스 배리경(Sir Charles Barry)과 웰비 퓨진(A.

Welby Pugin)의 [국회의사당](1836년 착공)인 <그림 5>

는 고딕 부활에 있어 최대의 기념비적인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딕 복고 양식 건축을 주도한 푸진은 중

세의 세계, 무엇보다도 카톨릭 세계를 재창조하려는

열정에 불탔다. 그는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고딕양식의

성당을 계속 지었으며 고딕 복고 양식에 절대적인

향을 미쳤다. 그가 찬양한 순수한 고딕 복고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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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 루브르 박물관 <그림 5>  찰스배리와 웰비 퓨진 국 국회의사당(1840~1860)



종교적 감정에서 비롯된 건축 실험이었고 그 당시 무

력증에 빠져든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30)

음악의 시대적 분류에 낭만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19세기의 음악이 절대적

으로 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면 낭만음악의 용

어적 타당성을 인정하게된다. 1810년경부터‘낭만’이

라는 용어가 음악에 등장하 고, 베토벤 음악을 시작

으로 낭만주의 음악의 조짐이 나타났다.31) 고전주의

작곡가들이 형식 안에서 그들의 음악을 찾았다면 낭

만주의 작곡가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음악을 위해서

형식을 찾았다. 낭만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에 대한 관심이었다. 중세, 르네상스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옛 음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낭만

주의 운동의 일면은 과거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에 따

라 19세기에는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우화, 동화, 신

화, 민요, 문학, 그림 등이 연구되었으며, 또한 과거의

음악도 활발히 연구되었다. 공공 연주회에서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정규 레퍼토리로 등

장하게 되었고, 교육기관이나 음악에 관한 에서도

이들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32) 그들은 자

신의 음악 속에 보다 자유로운 형식과 구조를 맞추어

나갔고 정감에 대한 보다 힘있고 강한 표현을 추구했

으며 때로는 내면적인 사고와 감정 심지어는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 다.

2. 19세기 문화에 표현된 복고의 특징

양식은 개인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며 예술양식은 개인적 양식은 물론 그것이 속

한 시대적 양식과 민족적 양식을 통해 표출한다.33)

복식도 시대적 양식을 반 하고, 이것은 하나의 문

화현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19세기에 나타난 양식과 문화는 복고적 성격이 강

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복식에서도 그대로 반 되었다.

근대문화를 형성한 개인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는 멀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 싹트기 시

작하여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19세기에 와서 완성되었다

이성만능의 사상으로 인하여 중세적인 봉건제도나

카톨릭적인 것을 불합리하게 여기고 파괴의 대상으로

보게 됨과 동시에 인간의 이성과 그 이성의 지배하에

서 수행되는 항구적인 진보에 대한 이념이 사회 전반

에서 득세하 다.

이 혁명기의 세기에 혁명가들이 찬양해 마지않던

시대는 이교적 고전고대 다. 혁명을 계승한 나폴레옹

시대에서도 로마 제국의 재현을 연상하는 경향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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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표현된 복고문화

고전주의 낭만주의

혁명의 시대 . 나폴레옹집권 왕정복고시대

시대적 배경
계몽주의 역사의 고유성 중시

이성만능 산업혁명의 진전

산업혁명전개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유지

문학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다시 부활-고전 감정존중, 상상에 의거, 회고적-중세를 그림, 

모방 .원칙에 따른 작품의 조화와 완벽한 통일성 기교적, 귀족 시민을 대상

그리스의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엄격한 다채로운 색깔의 효과로 인간의 강한 감정 표현

미술 형식미 추구 동적인 화면구성과 강렬한 색채로 격동적인

감정표현

건축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를 모형으로함 중세정신의 표현과 건물배치

그리스식 열주와 돔 아치등을 풍부히 사용 고딕양식부활

음악
엄격하고 형식적이며 간결하고 선명하면서도 자유와 열정, 애매성. 은유·상징적이며

솔직한 선율 다채로운 변화와 폭넓은 표현

고전주의 낭만주의



두하여 나폴레옹 자신이 시저로 자처하고 대륙경 을

도모하 다. 여기에 계몽사상을 계승한 고전주의가 세

계를 풍미할 소지를 마련하 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그러한 유럽의 새 정치체제가 붕괴하게 되

었으며, 이러한 사상의 반동으로서 각 민족은 그 민족

에 직결되고 있는 과거에의 연관을 구하고 보편적인

세계제국 및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 독창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어나 여러 국민의 민족주의가 치

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고전

주의의 형식성과 보편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주관을

중시하는 낭만주의(Romanticism)가 대두하 다.

낭만주의는 계몽사상이나 고전주의와는 달리 형식

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인데, 보편적, 객관적 진리에 대

하여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존중된 결과 그 표현

에 있어서도 다양하 다. 같은 낭만주의라 할 지라도

각국이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으며, 같은 나라 안에서

도 자유주의자로서 혹은 혁명가로서 보수주의자로서

전혀 상반되는 인간유형으로 자처하게 되어, 이 시대

의 역사를 다양한 색조로 물들이게 하 다.34)

19세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화에 표

현된 복고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1) 기존양식에 대한 반발성

신고전주의는 초기 바로크의 고삐 풀린 장식적 스

타일은 물론, 부패한 프랑스의 구체제와 연관된 로코

코 스타일에 반대했다. 로코코의 귀족사회는 권력과

재산, 그리고 미와 우아함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

활은 향락에 넘쳤으며 많은 특권을 누렸다. 이에 반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권력을 벗

어버리고 인간의 자연적 감정에서 발생되는 순순한

것에서 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장

식된 화려함보다 자연적 모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신고전주의 사상가들에게‘자연’은 예술. 철학. 도

덕. 정치를 판단하는 척도 다.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

크 루소가‘자연’상태에서 출발함으로써 인간성을 재

생시키자고 주장한 것처럼, 신고전주의는 선의‘원시

적’순수성과 형태의 단순한 위엄을 구현한 모범을 찾

아내어 인류를 개선시키고자 했다.35)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아카데미즘, 특히 나폴레옹 제

정을 정점으로 대혁명 전후에 걸친 신고전주의의 딱

딱하고 까다로운 규범에 거세게 반발하 다.

낭만주의는 빙켈만과 카트르메르 드 캥시, 다비드,

카조바의 미학에 맞선 새로운 미학이다. 고전적 교리

는 보편적이고 비결정적이며 조각의미 다시 말해서

조형미가 그 표현이었던, 이상미에 대한 믿음에 기초

를 두고 있었지만 낭만주의는 그와 정반대에 있었다.

그것은 특징과 개별성을 옹호했고 무엇보다도 전적으

로 주의를 끌만큼 특이했고 또 색을 내세웠다.36)

낭만주의자들은 줄기차게‘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이 있나니’를 외치고 고전주의자들을 고전적인 것들

을‘내용이 없다’라며 반박한다. 또한 낭만주의는 고

대에 물든 고전주의를 넘어서 민족의 전통을 회복하

려는 해방자를 자처하고 있었다.

이렇듯 신고전주의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양식에 대

한 반발로, 낭만주의자들은 신고전주의에 대한 기존양

식의 반발에 의한 복고문화의 특징을 갖는다.

2) 과거 동경에로의 회귀성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의 대상은 다양했는데, 비잔틴 시대로부터

로마네스크, 고딕 시대를 거쳐 이태리 르네상스와 로

코코 양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다.37)

신고전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바로크·로코코의 인

습에 반발하여 고대 그리스·로마 양식으로의 복귀경

향을 보여준다. 신고전주의는 합리주의 미학을 바탕으

로 고대 예술의 특징인 형태의 이성적인 단순화를 선

호하 는데, 이러한 명징성과 질서·이성은 계몽의 시

대인 당시의 문화양상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고대에 관한 관심은 이미 18세기 초부터 보이지만 특

히 헤라크라네움과 폼페이의 발굴, 그리스 소아시아

조사 여행과 더불어 고대문명에 대한 흥미가 고취되

었으며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힘입어 대표적인

이론서들이 출간되기에 이르 다. 그 중 오늘날에도

신고전주의의 선언서로 인식되는 빙켈만의“그리스

미술 모방론”은 고전주의 미술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후 고전 고대 미술 작품에 대한 다각적

연구, 역사적·비평적 고찰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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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

을 다시 부활하려 하 고, 고전을 모방하 으며 르네

상스기의 휴머니즘에 동조하 다.

1789년부터 1815년까지 이어진 수많은 정권의 실패

를 겪고 난 이후 왕정복고기에 근대적 역사의식을 가

진 젊은 역사가들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결

론을 끄집어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38)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은 중세 생활을 우리가 모방해

야할 원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의 고딕

은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시대를 모방했다. 그렇지

만 이런 향수는 국에서는 모순을 일으켰다. 낭만주

의 자체가 자기 결단과 개인적 신앙이라는 개신교적

인 원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미술은 눈앞의 현실세계로부터 이탈하여

동양이나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인상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현실로, 혹은 고전적 고대나 중세, 르네상스 예술

및 문학으로부터 파생된 가공의 세계로 도피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낭만주의 작품에 보이는 꿈·신비·밤·무한성·이

국땅에 대한 향수 등은 지성의 한계까지 탐구하고자

하는‘의식적인 필요성’내지는‘이성개념’과 접한

관계를 갖는다.

19세기는 프랑스 건축에 다른 원천적 양식으로 되

돌아가기를 원했던 시기 다. 신고딕 양식, 신바로크

양식, 신 비잔틴 양식 등 당시 유행을 나타내고 있었

던 이런 양식이 공적이고 사적인 건조물 속에서 다소

간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다.39) 이때의 대표적인 건축물

로는 페르시에르와 퐁텐느가 건조한 카루셀의 개선문

을 비롯해, 지금의 브롱냐르의 증권거래소 건물도 참

다운 신전으로 지어졌다.

또한 공공 연주회에서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

대의 음악이 정규 레퍼토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교육

기관이나 음악에 관한 에서도 이들 음악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아졌다.40)

3) 시대양식에 따른 창조성

유행은 그 시대의 문화양식을 반 한다. 그리고 발

단으로부터 수용을 거쳐 절정과 종국의 쇠퇴에 이르

기까지 전진적이고 역행할 수 없는 길을 따르며 역사

의 보다 큰 사건과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41)

이떤 시대든 그 시대의 양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대양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시대만의 독특한 양식을 창조한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 복고 양식 건축가는 프로이센의

카를 프리드리히 싱켈이었다. 싱켈은 고대 그리스 건축

을 받아들 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재해석했다. 그

는 고대의 건축을 결코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기 위해 교묘하게

건축양식을 절충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다.42) 그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가로 기능면에서 완벽하고 구조 또

한 명확히 드러내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자재를 사

용하여 심원하면서도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 다.

낭만주의도 그리스나 로마적인 고전을 버리고 중세

와 민족적 과거, 특히 고딕양식을 지향하게 되고, 오리

엔탈리즘을 단순한 이국취미 이상으로 승화시켰으며,

자기의 상상력과 숭고한 비장감, 조국애, 인간과 자연

과의 융합감 등의 감정 표현, 즉 들라크루아가 말한

‘순수한 환상(幻想)’을 자유분방(自由奔放)하게 발휘하

고 표출시켜나갔다

낭만주의 회화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그려지는 것,

곧 주제보다는 그리는 방법, 즉 주체적 방법 또는 주관

적 표현에 있다. 부드럽고 생생한 표현양식은 고전주의

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극히 유동적이고 약동적이며, 극

적인 움직임과 안에서 우러나오는 힘의 인상을 만들어

낸다. 형식보다는 표현이 선행되고, 딱딱한 선이나 단

정한 형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것으로서의 산

뜻하고 강렬한 색채를 우선시킨다. 이리하여 오로지 아

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추한 것까지도 그려내는 것이다.

낭만주의 음악의 본질은 어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학적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주제나 이념을 문학이

나 미술 등 음악 외적인 자료에서 찾는 표제음악을 추

구하 다. 자연. 사랑. 꿈. 밤. 달빛 등 낭만적인 요소뿐

만 아니라 신화. 전설. 요정 등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무한한 음악 자료들도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창작 기법의 주관적. 개인적 취향은 고전주의 작곡가

들의 세계주의적인 보편적인 경향의 음악에서 벗어나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민주의나 민족주의

음악을 태동시키기도 하 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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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9

1. 19세기 복식에 표현된 복고

그 시대의 예술양식은 항상 그 시대 복식에 직접적

으로 향을 주었다.

서양사에서 19세기는 근대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한

시기이며 서양의 복식문화가 근대화되고 시민 복식이

정착되어 가는 서곡으로서 대단히 흥미 있는 시대이

다. 이시기의 특징은 격심한 변화에 있는데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은 두 가지의 혁명, 즉 산업혁명

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으로, 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44)

근대사회를 구성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구체적으로

직물산업, 그 중에서도 면직공업을 기점으로 하여 발

생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기기관의 활용은 석탄과

제철등의 광업을 발전시켜 산업 전반의 근대화를

어 주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최초로 일반인의 생활

에 침투한 것이 복식 재료, 즉 복식 분야 던 것은 당

연하다.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을 겪음으로써 평등이 자본주

의의 구호가 되었다. 복식사에도 귀족과 시민의 구별

이 사라지고 국가간의 고유성도 없어져 민족문화는

제각기 빠르게 그 양상을 바꾸어 갔다. 귀족적인 환상

대신에 자본주의가 민중을 사로잡아, 공장과 직장에서

의 활동에 어리는 기능성과 근대적인 의식을 만족시

키는 다채로운 복식이 당시 사람들을 자극시켰다. 또

한 19세기에는 남자복식에 비해 여자복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1) 신고전주시대의 복고패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 1세의

제1제정까지 30년간은 복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귀

족풍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던 시기이다.

혁명이 보다 널리 확산될수록 의복은 신공화당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했다. 따라서 혁명 이전까지 귀족

의 특권에 속했던 모드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향

을 미쳤으며, 공화당의 자유. 평등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야만 했다. 모드는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형

성된 예술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 으며,

또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민주정치를 이상시 했던 고

대 민주주의에서 모드의 원형을 찾았다. 그 결과 예술

은“일상생활과 의복에까지 지대한 향”을 미쳤다.45)

르네상스이래 약 300년의 귀족문화를 구가하던 호

화로운 복식은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에 의해 일소

되고, 그들의 이상적 사회에 잘 어울리는 매우 간소한

복식이 나타났다. 당시의 이상적 동경의 대상은 고대

그리스로서, 건축물에 고대 그리스의 원주가 다시 나

타나고 복식에도 그리스의 키톤(chiton)풍이 다시 나타

났다.46) <그림 6>은 1790년대 여성의 외출가운으로 허

리선이 짧은 자켓의 스펜서을 입었다.

초기의 고전풍은 중국풍과 같이 그들의 이방적 취

미를 만족시켜 주는 하나의 요소로 여자복에서는 기

존의 귀족풍과 새로운 고전풍이 혼합의 형태로 나타

났다. 그러다가 혁명을 기회로 그 본질이 진지하게 인

식되면서 그리스의 키톤과 같은 슈미즈 가운이 유행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드는 다시 부유층과 신흥 부르

주아를 대상으로 유행하여 화려함과 사치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그림 7>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부터 프랑스여자들은

혁명 전에 착용했던 화려하고 거창한 Rococo Style의

드레스를 벗어버리고‘속옷과 같은’검소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로브(Robe Chemise)를 착용하기 시작했

다.47)<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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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표현된 복고문화의 특징

특징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기존양식에 대한 반발성 바로크 로코코에 대한 반발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과거동경에로의 회귀성 그리스. 로마시대 동경 중세. 바로크. 로코코에 대한 동경

시대양식에 따른 창조성 신고전주의 양식 낭만주의양식

특 징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1800년에 여성의 패션은 갸날픔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드럽게 늘어지는 흰색 머슬린 드레스는 허리를 하

이웨이스트로 위치시키기 위해 고전적인 성격의 선이

우세하게 사용되었다. 편편한 슬리퍼나 샌들이 로코코

시대의 굽 높은 구두로 대치되었고 늘어지는 숄, 헐겁

고 소매가 없는 로마시대의 망토인‘팔라’를 연상시키

는-은 필수 액세서리가 되었다. 머리형태에서도 그리

스 식을 모방했다.48)<그림 9>

2) 낭만주의시대의 복고패션

나폴레옹 I세의 제1제정 시대가 1814년에 끝나고 루

이 18세가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국에서 파리로 귀

국하면서 프랑스의 왕정복고가 1815년에 시작되었다.

엠파이어스타일은 몇 년 더 버티다가 하이 웨이스트

만을 남겨놓고 자취를 감추었고<그림 10> 복식에 나타

난 로맨틱 스타일은 1820년부터 시작되었다.49)

로맨틱 스타일의 복식은 이 당시에 전 유럽에 팽배

해 있던 낭만주의 예술사조의 향을 받았는데, 낭만

주의는 객관보다는 주관을, 지성보다는 감성을,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에게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숭배했고 인간재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사

조이다.

대혁명이래 부와 지성 위에서 기반을 닦아 온 시민

계급은 자본주의산업체제 아래에서 그 지위를 더욱

신장시켰다. 이런 부르주아적 기반 위에 세워진 왕정

체제하의 복식문화는 부활된 귀족풍의 풍부하고 화려

한 장식으로 더욱 환상적으로 되었고 복식도 사치를

더해가 유럽전역은 예전의 귀족 실루엣으로 복고한

듯한 복식의 양상을 띠었다.50)

낭만주의시대의 여성복의 실루엣을 살펴보면 허리

는 콜셋으로 강하게 조여 가늘게 보이게 했고 앞허리

중앙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스커트는 벨형, 어깨는 전

체의 균형을 맞추어 넓어진 아우어 라스나 X자형으

로 보 고, 부푼 소매, 넓은 칼라와 모자, 부풀린 스커

트로 절정을 이루었다.<그림 11><그림 12> 또한 어깨

를 일직선으로 드러낸 네크라인에 여러층의 레이스를

114

A 제7권4호

<그림 6>  1790s outer garment

<그림 9>  Male and female walking dress, 1810

<그림 8>  Point de Convention, by Louis-Léopold

Boilly, 1801.

<그림 7>  Marie-Louise, Napoleon’s second



장식하여 바로크시대의 폴링 칼라를 연상케 하 다.

1840년대에는 길고 꼭 쬐는 소매, 넓고 심을 넣은 스

커트는 다리를 완전히 덮었다.51)<그림 13>

2. 19세기 복식에 표현된 복고의 특성

복식은 같은 시대의 사회·문화·예술과 접한 관

계를 맺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그 맥

락을 같이 한다.

19세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복고문화

의 특성이 복식에서도 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 기존 양식에 대한 반발성

한 문화의 지배적인 이상들에 있어서 변화는 서서

히 일어나며, 이전의 가치유형으로부터의 완전한 벗어

남이기보다는 흔히 강조상의 차이이다. 혁명적인 대

변동에서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는 변화들은 굳

게 확립된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강제적인 엄호 아래

한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일단

갇혔던 극단적인 감정들이 다 소모되면, 과거와의 관

계가 회복된다.

프랑스 혁명 전 시대는 우아하고 세련된 생활방식을

상징한, 과도하게 사치스러운 의복으로 특징지어졌다.

프랑스 혁명 전에도 프랑스 지식인들은 국 신사복의

단순성을 찬미하기 시작했었다. 혁명기간 동안에는 아

름다운 옷을 입고 거리에 나타나는 것은 안전한 일이

못 되었으나, 격변이 진정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

의 반발을 의복을 통해서 표현할 여유를 가졌다.52)

로코코의 귀족사회는 권력과 재산, 그리고 미와 우

아함을 목적으로 하 으며 정신적으로는 향락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복식에 있어서도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사조의 지배를 받아왔다. 즉 레이스, 리본과 꽃을 장식

요소로 하여 허리는 네크라인은 유방까지 노출되고

허리는 극도로 조이고 스커트는 18세기까지 복식사상

최대로 넓혀졌으며 머리장식도 사상최고로 높았다. 이

러한 지나친 쾌락과 사치에 대한 반동으로 복식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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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alking dress, 1819 <그림 12>  wide armholes and

loose sleeve

<그림 11>  1820년대 new silhotettes

<그림 13>  1840s womens dress



대풍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 다.

낭만주의 시대는 왕정복고의 시기로 신고전주의의

딱딱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반동으로 과거 봉건귀족

이 누렸던 부귀 화의 동경으로 호화로운 복식을 되

살리자 했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엠파이어 드레스에서 bustline까

지 올라갔던 허리선이 1830년경에는 거의 제 허리선

을 되찾아 내려왔고,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다시

콜셋으로 조이고 더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해 드레스

위에 넓은 장식벨트를 맷다.53)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 복식은 기존 복식에

대한 반발에 의해 새로운 모드를 찾기 위해 과거를 복

고하 다.

2) 과거 동경에로의 회귀성

인간의 육체를 거의 속박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부

드러운 신고전주의적 의상 실루엣은 단순하면서도 인

간의 곡선적인 육체미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상과 근본정신이 매우 유

사하 으며, 기타의 장식도 그 세부점에 이르기까지

신고전주의 양식의 향으로 인하여 고전을 전면적으

로 모방하 던 것이다.54)

특히 이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David는 자신의 회화

에서 고대 그리스 양식의 의상을 착용한 고대 웅을

묘사하여 마네킨의 역할을 하도록 하 다.55)

고대 그리이스의 후기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에

근거를 두고 있는 로브 슈미즈(Robe Chemise)는 신고

전주의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의상이다.56) 이 의상

은 일명 슈미즈 가운, 또는 슈미즈 드레스라고도 하며

1790년대에 이르러 그 형태가 가장 단순한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이 슈미즈 드레스는 고대 그리이스의 여

신들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 주

었으며 육체의 움직임에 따라 흐르는 듯한 주름의 율

동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하 다.

루이 18세 가족의 파리귀환은 혁명 이전의 로코코

시대의 귀족적 요소를 의상 위에 펼치게 했다. 이와

함께 나폴레옹 패배의 틈을 타서 머리를 든 구 귀족세

력이 힘들게 획득한 권력과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희

열을 최대한으로 과시하려고 하 다. 그들은 과거 봉

건귀족이 누렸던,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사회

에서의 부귀 화를 동경했고 그 당시의 복식문화를

되살리고 싶어했다.57) 그들이 저마다 나타낸 특이한

의상차림에는 호화로운 르네상스 양식과 로코코 양식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들이 동경했던 옛날

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18세기 로코코 시대 던

것 같다.58)

르네상스에서 빌려온 소매의 부풀림과 함께 어깨가

크게 퍼지는 형이나 16세기의 러프와 비슷한 콜레트

칼라를 달고 주름이나 레이스 장식을 허리와 소매 그

리고 스커트 단 등에 장식하고, 바로크시대에 유행했

던 폴링 칼라와 같은 어깨장식의 성격을 띤 넓은 칼라

등은 귀족적인 화려함과 환상적이고 로매틱한 분위기

로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자아냈다.

복식양식이 두드러지게 귀족풍으로 되면서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넓히는 등 혁명 이

전의 귀족을 연상케 하는 패션이 상류사회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모두 과거의 시대양식에

의한 동경으로 복식에서도 과거에 대한 회귀성이 나

타났다.

3) 시대 양식에 따른 창조성

복고성의 주기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가 복식이다. 역사적, 전통적 형식에 대한 복고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된다.

패션 스타일에서 복고는 특히 역사주의적인 맥락에

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과거의 양식을 재현해 내

는 것이다. 복식은 표면적으로는 미적 가치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독특한 성격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발달된 기술양식에서 연유된 것

이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나타난 복식도 과거의 복

식을 재현하 지만 그 시대의 기술의 진보에 따라 독

특한 소재와 장식으로 또 다른 창조적 스타일을 만들

어 내기도 한다.

신고전주의 시대 복고패션은 고대복에 그 이상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똑같이 모방하지는 않고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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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동기, 즉 자연스러움의 미를 살리고자 하는 욕구

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욕구는 생활의 변화에서 요구

되는 간소함에 적용되면서 이후의 특징적인 모드를

탄생시켰다.59)

1804년 이후에는 고대 건축물의 열주를 연상시키는

가냘프고 여성적인 슈미즈 가운 구성에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다. 하이 웨이스트라인에 실크로 꼰 스트

링을 매어 셔링을 잡은 슈미즈 가운은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위치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상체와 치

마가 분리 재단되고 상체는 몸에 꼭 맞게 디자인되어

더욱 세련된 실루엣을 이루었다.60)

Robe de Cour에 달린 장식적인 트레인은 신체 자

체를 확대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Train이라는 대

상이 신체에 접촉하게 될 때 의식되는 자기의 존재는

대상의 끝 부분까지 확장되며, 신체적 자아가 확대되

었다는 심리적 환상을 얻을 수 있다.61)

바디스와 스커트를 따로 재단해 봉합하고 뒤에는

트레인을 끌었으며, 옷단과 의장의 테두리를 장식하고

스커트에 주름을 잡기도 해62)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적

인 스타일을 창안하 다.

낭만주의는 부활의 시기 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시대만큼 스타일을 의식했던 적도 없었으나, 동시에 그

시대만큼 독특한 양식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적었던 적

도 없었다. 아직도 양식들의 광범위한 분류와 혼란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특성들 중의 하나로 포함된다.

낭만주의는 현실에서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오히

려 민중의 마음속에 생생한 창조력을 유발시킨다는

데에 매우 의의가 큰 것이다. 의상은 이러한 시대사조

의 좋은 표현대상이 되었고, 특히 여자복식은 곡선과

부드러운 주름으로 장식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었

다. 여기에 직물공업의 기술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

상은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63)

작고 뾰족하게 나온 허리서, 어깨 폭의 지나친 과장,

넓게 퍼지는 스커트와 균형을 이루는 부푼 소매, 머리

의 복잡한 손길, 극적인 머리 장식64)등은 로맨틱 스타

일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특히 다양한 무늬의 직물과

화려한 색상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

VI.

한 시대의 문화적 양식에 깊이 뿌리를 둔 복식은

현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양식에 향을

받아 변화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향수에 따라 시대. 문화를 초월하는 다

양한 패션스타일이 복고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 변

화에 따른 스타일의 반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

의 전통과 고전을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융해시켜 새로

운 형식과 미를 창조해 나가기도 한다.

지금 현재 복고풍에 대한 문화현상을 파악하기 위

한 역사속에서의 원인 규명을 분석해 보고자 19세기

문화와 복식에 표현된 복고를 연구하 다.

19세기 시대양식에 있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

화와 복식에 표현된 복고는 다음과 같다.

19세기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두 가

지 흐름에 따라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19세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복

고문화와 복고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러한 시

대양식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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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복식에 표현된 복고의 특징

특징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기존양식에 따른 반발성
과장되고 향락적인 단순하며 직선적인

로코코복식에 대한 반발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반발

과거 동경에로의 회귀성
그리스·로마 시대의 복식 르네상스. 중세. 바로크. 로코코

동경. 단순미. 직선적 실루엣 복식을 동경. 과장된 실루엣

시대양식에 따른 창조성 엠파이어 스타일 창조 로맨틱 스타일 창조

특 징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먼저 문화에 표현된 복고는 다음과 같다.

신고전주의는 고전의 동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

는데 로코코와 바로크에 반발하고 고전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예술양식으로

그리스. 로마의 동경에 대한 고대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 정확성을 중시하며 합리주의적 미

학에 바탕을 둔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형식성과 보편성을 극복하

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쫓아 가며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예술양식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에 표현된 복고의 특성은 첫째 기존양

식에 대한 반발성, 둘째 과거 동경에로의 회귀성, 셋째

시대적 양식에 의한 창조성으로 나타났다.

신고전주의는 기존의 바로크, 로코코에 양식에 대한

반발로 고대 그리스. 로마를 동경하고 그 시대의 문화

예술양식을 모방하 으나 그 시대양식에 맞춰 재해석

하여 신고전주의의 독자적 문화를 창조하 다. 낭만주

의는 신고전주의의 형식적이며 보편적인 양식에 반발

로 역사적 사실에 인식하여 중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고딕양식을 모방하 으며 인간과 자연의 융합 등 주

관적이며 유동적이며 상상적인 낭만주의 특유의 문화

를 창출하 다.

다음으로 복식에 표현된 복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전주의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민주정치를 이상

시 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모드의 원형을 찾아 이상

적 사회에 잘 어울리는 매우 간소한 복식이 나타났다.

당시의 이상적 동경의 대상은 고대 그리스로서, 복식

에도 그리스의 키톤(chiton)풍이 다시 나타났다.

낭만주의는 부르주아적 기반 위에 세워진 왕정체제

하에서 부활된 귀족풍의 풍부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더욱 환상적 복식이 되었고 유럽전역은 예전의 귀족

실루엣으로 복고한 듯한 복식의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복식에 표현된 복고의 특성은 첫째 기존양

식에 대한 반발성, 둘째 과거 동경에로의 회귀성, 셋째

시대적 양식에 의한 창조성으로 나타났다.

신고전주의는 과장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양식에

반발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간단하고 부드러운 직선

적인 실루엣을 모방하여 신고전주의 복식인 엠파이어

스타일을 창조하 다. 낭만주의는 왕정복고로 간단하

고 직선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에 반해 과거 시절의 동

경으로 르네상스, 중세, 바로크, 로코코 등 화려한 스

타일을 모방하여 낭만주의 복식인 로맨틱 스타일을

창조하 다.

이러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화와 복식에 표현

된 복고는 그 시대양식에 따라 그 특성이 비슷하게 나

타났고 문화와 복식이 서로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문화흐름을 연구하 기에

복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미흡했음을 밝히며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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