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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Lacroix's haute couture works. The materials for the 

study are the precedent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and the photographs of the works and the interview articles 

in fashion journal at home and abroad.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finds three esthetic characteristics in his works and fashion philosophy; historic, 

ethnic, and hybrid sense. First, the historic sense, Christian Lacroix's biggest characteristic, is influenced by his 

major studies, but is not a revival from the past itself but a new characteristic based on borrowing and reinterpreting 

the images created by introducing and compromising the historic elements. Second, the ethnic sense is influenced 

by the growing background in his childhood and can be characterized as compromise among the multi-national 
design features. It is certified by the contrasting images, styles, expressions, materials, ornament elements, and so 

forth with the worldwide ethnic senses centered by the southern France and Spain. Third, the hybrid sense a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shows the uniqueness in his design by not。비y combining the modem materials, 

technologies, and futuristic emotion but also libeially compromising and associating the emotions based on a 

mixture among the follows; the historic representative styles, the foreign materials, the diversity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ulture, and all elements, details, trimmings in the fashion design.

Key words: historical sense（역사성）, ethnic sense（민속성）, hybrid se冶이'혼성성）.

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의 겉모양인 동시에 표 

현문화이다. 또한 가장 완벽하고 발전된 상품자본주 

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패션은 혁신을 만들어 내 

고자 하는 충동적 인 욕망과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 

망을 자극하고 배가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타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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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션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패션디자이너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 제반에 나타나 

는 모든 현상 및 미적 가치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승 

화시켜 시대와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 

일을 창조하고 또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 패션의 경향이 디자인의 경쟁이라는 

말이 무의미할 정도로 무수한 기호들로 조합되고 자 

유로운 개성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패션에 대 

한 사고의 틀 역시 해체되었고, 근대 패션의 시작에 

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움을 만드는 절대적 

실험실로서 한 세기 반의 권위를 유지해온 오뜨꾸뛰 

르(Haute Couture) 조차 그 유용성 과 존재 자체 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1990년대 초 프 

랑스를 대표하는 오뜨꾸뛰르 업계에 있어 자본이나 

경영적 측면의 재구성이 요구되었고, 자국의 디자이 

너만이 아닌 다양한 국적의 디자이너들이 영입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e)가 

"오뜨꾸뛰르가 캔버스 위에 그려진 회화라면 프레타 

포르테는 판화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오뜨꾸뛰르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계급적 세련미와 기호를 충족시켜 주는 문화적 산물 

이다2). 특히 프랑스 오뜨꾸뛰르를 대표하는 디자이 

너인 크리스티앙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수 

많은 메종들이 오뜨꾸뛰르 라인을 포기하는 상황에 

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으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의 작품의 특성을 고찰해 보는 것 

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리스티 앙 라크로와의 오뜨꾸 

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이를 

통해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새로운 미적 

가치를 가늠해 보고 감성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에 있어 그 전개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범위는 대중성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은 기성복 라인이 아닌 디자인이나 테크닉 면에 있 

어 디자이너의 독창성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오뜨꾸 

뛰르 라인에서 전개된 작품만으로 한정하여 1987년 

라크로와의 첫 컬렉션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연 

구방법은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 및 작품집, Vogue, 

Bazaar, Collections 등 국내외 패션 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사진과 인터뷰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n.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패션 철학과 

작품 세계

1. 생애와 패션 철학

크리스티앙 라크로와는 1951년 프랑스 남부 스페 

인과의 접경지대인 아를르(Arles)에서 태어났다. 이 

러한 지리적 특성은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쳐 프로방스적 특성과 스페인의 모든 문화적인 것이 

혼합된 라크로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전개하도 

록 하였다. 유년시절 이후 몽펠리에(Montpellier)대학 

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예술사와 문학, 영화 전반의 

예술학위를 수료하였으며, 1973년 파리 소르본(Sor

bonne) 대학과 에꼴 드 루브르(Ecole de Louvre) 에서 

17세기 의상에 관한 논문과 박물관 큐레이터 시험을 

준비하던 중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와 피에르 

베르제 (Pierre Berge), 안젤로 타라찌 (Angelo Tarlzzi) 

에게 무대의상을 포함한 의상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패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3).

1978년 에르메스(Hermes)의 수석 디자이너인 기 

폴랑(Guy Paulin)의 어시스턴트와 1980년 일본의 궁 

정디자이너를 거쳐 1981 년부터는 장 파뚜(Jean Patou)의 

미술감독 겸 디자이너를 맡게 되었으며, 1987년 프 

랑스 거대 명품업체인 루이뷔통 모네 헤네시(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의 지 

원을 받아 꾸뛰르 하우스를 오픈했다".

1987년 첫 오뜨꾸뛰르 컬렉션 이후 패션 저널리 

스트들은 “40년 전 디오르가 그랬던 것처럼 라크로 

와 역시 침체된 오뜨꾸뛰르를 부활시켰다. 그는 크 

리스티 앙 디오르(Christian Dior) 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이후 패션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혁

1) 정현숙, 정흥숙, ''포스트모던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 복식 35권 (1997), p. 241.
2) 김선영,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58.
3) Bruno Remaury, Dictionnaire de la Mode au XJC Siecle, (Paris: Edition du Regard, 1994), p. 128.
4)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2003), p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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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라고 평했으며, 버나딘 모리스(Bemadine Mo- 

rris)는「뉴욕 타임지」에 ''라크로와에게는 영광이며 

오뜨꾸뛰르에겐 미래이다.”라고 호평하였다역사 

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색채, 소 

재, 형태를 나타내는 그의 작품은 전형적인 오뜨꾸 

뛰르적인 특징을 나타내어 패션업계와 언론계에서 

먼저 인정 받았고 그 스스로도 “꾸뛰르는 언제나 꾸 

뛰르일 것이다.라는 신념 하에 오뜨꾸뛰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라크로와는 “대량생산 시대에 또 기아와 빈곤으 

로 허덕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옷 한 벌이 아파트 한 채 값을 웃도는 호사스런 꾸뛰 

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냉혹한 현실과 

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동화나 영화, 연극이 존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 

이다. 꾸뛰르는 입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신데렐가가 되고 싶은 여자들의 꿈을 위해 존 

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꾸뛰리에들이 계승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뜨꾸뛰르의 지속성을 

암시하기도 했으며, “오뜨꾸뛰르는 재미있고 유치하 

고 거의 입을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오뜨 

꾸뛰르의 디자인적 창조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1980년대 그가 디자인한 슈트나 파티 드레스는 

교외의 집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고가여서 부유한 아 

랍의 귀부인과 국제적 명사 등 하이패션의 고귀한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대표되었으며, 

홀리 블루백은「뉴요커」에서 “사실 패션에는 라크 

로와가 필요하다. 신세대의 고객을 오뜨꾸뛰르로 불 

러들일 수 있는 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 

조하였다?

그러나 개점 후 5년간 적자 금액과 손실액이 

3,700달러에 달했지 만 상업 적 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 

고 그는 전통에 따라 호화로운 소재로 정교하게 재 

단하고 구슬, 태슬, 브레이드, 조화, 레이스, 자수 등 

으로 의상을 장식했으며, 부자재 산업과 염색, 수공 

13

예에 투자하고 프로방스에서 보냈던 유년시절과 역 

사적 의상, 그리고 런던의 스트리트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온 라크로와만의 작품의 특성을 

구축하였다.

1997년 7월 컬렉션 자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건 나는 거기에 영합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새롭게 탄생한 라크로와 스타일이 만인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여성 

이 그저 모양새만 갖춘 후줄근한 옷을 몸에 두르고 

맨발에 액서서리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러한 미래는 

악몽이 다. 있는 그대로 이해 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비관적 이다. 나는 그런 비관론자가 될 수는 없다.''라 

고 밝혔으며顺, 또 “나는 화려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의상을 원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위 

해 디자인한다”)”라고 하여 패션업계 최고의 화려 

한 장식 예술가로서의 디자인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그는 1986년과 1988년 프랑스 오뜨꾸뛰르계의 최 

고 영예인 황금골무상(De d，Or)을 수상했고, 1987년 

뉴욕의 CFDA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 

이너 상을 수상했다. 현재 오뜨꾸뛰르(Haute Couture) 

라인을 비롯하여 1988년부터 프레타 포르테(Pret-a- 

Porter) 라인을 1994년부터 'Bazaar de Christian Lacroix5 6 7 8 9 10 11 

라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 'Jean de Christian 

Lacroix', 향수,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까지 확장된 

라인을 전개하고 있다.

5) Valarie Steel, Fifty years of fashion^ (USA: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113.
6) Francois Baudot, Christian Lacroix, (Paris: Assouline, 1996), p. 7.
7) Vogue Korea, (1999. 3), p. 276.
8) Andrew Tucker, Tamsin Kingswell, 패션의 유혹, 김은옥 역 (서울: 예담, 2003), p. 87.
9) Teri Agins, 패션디자이너의 세계, 박문성 역 (서울: 씨 엔씨미 디 어, 2001), p. 27.

10) Ibid., p. 30.
11) Valarie Steel, Op. cit., p. 113.

또 패션뿐만 아니라 무대예술에도 관심을 기울여 

1987년 케롤 아르미타주(Karole Armitage)의 4Les 

Anges Temis\ 1988년 미하일 바르시니코프(Mikhail 

Barychnikov)의 'La Gaite Parisienne', 1989년 비체(Bi

zet) 의 'Carmen', 1992년 쟈크 오펜바흐Jacques Offen- 

bach)의'L'as-tu revue?\ 1994년 알프레드 드 뮤제(Alf

red de Musset) 의 'Les Caprices de Marianne5, 20()1 년 

블랑카 리(Blanca Li)의 'Sheherazade，의상을 디자인하 

는 등 무대의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라크로와의 작업은 패션 외에 타 영역과의 상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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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계 허뭄의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의 도전과 실 

험정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작품 세계

1980년대 사회 전반에 내재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은 패션에 있어서도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양식 

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려는 방식을 두드러지 

게 하였으며,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주변의 모든 상징적인 요소들을 다원적이고 절충적 

인 양식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의 열쇠는 서로 다른 차이에 있다고 

믿고 싶다. 각 디자이너들은 독특하고 순간적인 자 

신만의 진정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라 

크로와 역시 다른 시대와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 

를 차용하고 혼합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은 장 파뚜의 수석디자이너로 재직시 발표 

한 작품으로 18세기 퍼프 드레스에서 영감을 얻어 

페티코트로 부풀린 비대칭 라인의 타프타 소재 드레 

스이 다M). 또한 그는 17〜18세 기 복식 에서 영 감을 얻 

은 프릴과 러프, 루시, 리본, 스코틀랜드 전통의 타탄 

체크나 스페인 민속풍의 아이템과 장식 등 다양한 

트리밍과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라크로와는 매장 오픈과 함께 그의 첫 컬렉션을 

1987년 6월 고향인 남프랑스에서 개최하면서 프랑 

스 남부의 전통적인 민속의상과 역사주의에서 받은 

영감을 고급스럽고 화려한 색채, 소재, 형태 등 오뜨 

꾸뛰르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였다.〈그림 2〉는 첫 

컬렉션에서 발표한 웨딩드레스로 짧은 베스트 위에 

르사쥬(Lesage)사의 자수로 장식한 것으로 모든 관 

람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티어드 스커트, 플 

라운스, 짧은 볼레로, 스모킹, 자수, 브로케이드, 프 

린지 등 다양한 장식과 강렬한 아이템들로 구성하여 

오뜨꾸뛰르 예술의 중심인 수공예적인 작품들의 부 

활을 표현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속 

적인 영향 아래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하는 현상과

〈그림 1〉'87 S，S (Haute 〈그림 2〉'87 (Christian La- 

Couture, p. 44). croix, p. 19).

함께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장으로서 열린 패션의 시 

대가 되었고, 디지털 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아상실 

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 현대인들은 과거의 시대를 

동경하게 되고,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세기말적 경향은 패션에 있어 복고적인 경 

향과 미래적인 경향이 공존하게 하였다. 이러한 영 

향 아래 라크로와는 그의 작품에 있어 역사주의적이 

고 민속성, 장식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특성을 일관 

되게 표현하였다.

〈그림 3〉은 코르셋의 레이싱 기법과 19세기 후반 

의 과장된 로맨틱 스타일이 혼합된 바닐라색의 이브 

닝 드레스로 풍성하게 부풀린 레그 오브 머튼 소매 

와 스커트, 타이트하게 조인 코르셋의 끈 장식은 그 

자체로도 순수한 장식성을 느끼게 한다.〈그림 4〉는 

라벤더 색상의 실크 소재 위에 장미 문양이 자수되 

어 있는 망토로 18세기 와토 가운의 이미지를 응용 

한 것으로 이음새 없이 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과거 워스(Worth)메종의 작업 방식을 회상하 

면서 진행된 것으로 복식 구성의 모든 부분이 각각 

의 전문 분야의 아틀리에에서 제작되었다”).〈그림 

5〉는 19세기 엠파이어 드레스에 플리츠로 변화를 

주고 여기에 19세기 초 스펜서 재킷을 응용한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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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runo Remaury, Op. cit., p. 129.
13) Pamela G이bin, Createurs de Modes, (Paris: Editions du Chene, 1999), p. 62.
14) Richard Martin & Harold Koda, Haute Couture,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5), p. 44.
15) Francois Baudot, Op. cit., p. 76.
16) Skrebneski, Haute Couture, (Paris:Abbeville, 199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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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an Lacroix, p. 35). twe, p. 118). stian Lacroix Journal 

dune collection, p. 172).

〈그림 6> '02 S/S (Vo-

gue, 2002. 3).

소매의 화려한 짧은 볼레로를 연출하여 역사적인 복 

식의 형태를 재해석하고 라크로아 특유의 장식성을 

가미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등이 유행했지 

만, 그는 화려한 스코틀랜드 타탄 체크와 프린트, 스 

페인의 안달루시아, 베니스의 카니발, 아랍풍의 요 

소, 프로방스식의 민속풍 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 

소들을 혼합하고 스트라이프, 프린지, 러플, 자수, 프 

린트 등 소재와 형태의 콜라주 등 라크로와 자신만 

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여 언제나 오뜨꾸뛰르 

업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는 "우리는 자신 

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미니멀리즘은 내 영역이 아니다. 모두가 우아 

한 유행만 따른다면 지구상에는 똑같은 사람만 남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디자인 특 

성을 구축하였다.〈그림 6〉은 아프리카 민속 의상과 

스페인의 플라멩코 스타일, 인도의 금속 조화를 섞 

어 추상적인 느낌을 주면서 꾸뛰르의 모든 테크닉을 

이용해 그만의 독창적 인 스타일과 장식을 개 발한 것 

으로 한데 섞이기 어려운 요소들의 조화로 과도한 

장식적 이미지를 준다.

그의 디자인 방향은 후기로 갈수록 동양과 서양,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섞 

어 놓은 듯한 경향을 띤다.〈그림 7〉은 동물의 털과 

같은 느낌의 비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한 프린지 코트 

로 과장된 형태와 함께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원시적 

인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기 말과 세기 초라는 분위기는 디자이너 

들 사이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다양성과 소비자들의 

자율적 취향의 욕구로 패션은 더욱더 상대적이고 개 

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되었고, 포스트모더니 

즘에 의한 무경계적인 혼성주의는 전통적,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움과 파격성으로 또 다른 역 

동성을 표현하게 된다.〈그림 8〉은 코르셋을 응용한 

드레스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보여준다.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성과 고상함의 양면 가치를 동시에 표

〈그김 7 I \\ 〈그림 8> '97 S/S (Collec-

tions, Vol. 22) tions, Vol. 17)

특성 고찰," 생활과학연구 11호 (2002),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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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천지영, 배수정,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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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해체적인 현상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코르셋 

을 이용하는 것은 강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9〉는 80년대식 펑키함을 섹시하고 

터프한 바이커 룩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죽과 니트, 

퍼 장식, 작은 체인 등으로 한층 젊어진 분위기의 화 

려한 테크닉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그는 ''정반대되 

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매혹적이다.，，라 

고 하면서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패션디자인의 

소재로 삼게 된다. 또한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조직 

적이거나 체계화된 것을 배제하는 그만의 방식은 부 

드러움과 사치스러운 스타일을 만드는 최고의 룰을 

적용시키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꾸뛰르 정신의 진수 

를 보여주었다.

m. 크리스티앙 라크로와 오뜨꾸뛰르 

작품의 미적 특성

앞 장에서 고찰한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패션 

철학과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그의 오뜨꾸뛰르 작품 

을 고찰한 결과 역사성, 민속성, 혼성성의 미적 특성 

으로 분류하였다. 라크로와 작품 전반에 보이는 장 

식성의 경향은 독자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다른 특 

성들과 조화되어 작품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거나 각 

각의 특성들을 강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제 

외 하였다.

1. 역사성

크리스토퍼 브레워드(Christopher Breward)는 20 

세기 후반 꾸뛰르와 기성복 디자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킨 현대적 감각 

의 접근을 통한 과거 복식사로부터의 자기 참고적인 

특성이라 했듯이就), 라크로와 역시 “내가 만든 모든 

의상은 과거의 역사, 문학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디테 

일을 가지고 있다. 어느 무엇도 새로이 발명되지 않 

는다.2板고 하여 그의 작품은 역사적 이미지에 대한

V

〈그림 9> '00 F/W 

{Harper's Bazaar^ 

2000. 9).

〈그림 10> '92 F/W (Cre- 

ateurs de Modes, p. 60).

감흥과 지나간 시간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지며 역사 

는 그의 작품에 있어 필수적인 원동력임을 밝혔다.

예술사학자이 기도 한 라크로와는 전공 학문에 바 

탕을 두고 과거 복식을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 아닌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발전시킨 역 

사주의 패션의 가장 대표적 인 디자이너로 다양한 시 

대의 형태와 디테일 등을 참고로 하여 다양한 이미 

지로 표현하였다.〈그림 10〉은 18세기 코르셋 드레 

스와 와토 가운을 응용한 것으로 역사성과 함께 화 

려 하고 사치스러 운 장식성을 나타낸다. 그의 작품에 

차용된 역사성의 요소는〈그림 3〜5〉에서도 볼 수 

있듯이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시, 공간을 

넘나들며 과거 역사에 대한 동경을 장식성이 강한 

로맨틱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보드리 야르(Baudrillard)가 패션은 항상 과거 형태 

의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재순환이라고 하였고当 바 

바라 빈켄(Barbara Vinken)이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 

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영원한 

현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말한 바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의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인 역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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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lie Korea, (2000. 9), p. 210.
19) 천지 영, Op. cit., p. 77.
20) 나현신, 전혜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2호 (2000), p. 16.
21)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p. 232.
22) Jean Baudrillard,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 1993), p. 88.
23) C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1996),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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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충실한 재현이 아닌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이미지의 차용과 재해석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역사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림 11〉은 그의 작품 중 역사적인 요소의 차용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르셋 드레스이다. 빅토 

리안 시대의 요정 이미지를 표현한 1998 S/S 컬렉션 

에서约 깊게 판 데콜테와 인위적으로 과장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한 코르셋은 레이스와 술 장식의 부드럽 

고 율동감을 주는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변화감을 

준다. 코르셋을 차용한 작품은〈그림 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여성 인체를 억 압하는 속옷으 

로서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던 코르셋을 라 

크로와는 겉옷화하여 기존의 성이 갖는 인식의 굴레 

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에로틱하고 우아한 여성 

의 이미지로서 꾸뛰르적 감성을 나타내었다. 즉, 스 

타일상의 고유성, 특이성, 개별성이라는 모더니즘의 

토양에서는 원본을 조롱하는 모방을 만들어 낼 수 있 

으나, 고정된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의 이질성만이 있 

을 뿐 원본 자체가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패러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는 필연적으로 파편화되고”), 역사성을 토대로 또는 

이를 무시한 절충적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그는 바로크 취 향이 라고 불리는 장식주의로 

서26) 색상, 직물, 트리밍, 디테일, 헤어스타일, 액세서 

리 형태의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하고, 과거의 복식 

에 매력을 더해주는 루시, 플리츠 프릴, 핀턱, 오버 

랩핑, 인서션 등 장식적인 기법들을 현대적인 기술 

과 디자인으로 결합하여 조화로운 리듬을 살려주는 

입체적인 형태를 창조하였다”).〈그림 12〉는 르네상 

스 시대 메디치 칼라를 응용한 것으로 어깨 전체를 

덮는 거대한 부채형의 칼라는 다양한 장식의 미니 

원피스와 함께 연출되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과거 무드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역사성은 전공 학문에 바탕을 둔 충

〈그림 11〉'98S/S 〈그림 12〉'01F/W(〃Q务

(Collections, Vol. del, 2001. 9).

19).

분한 이해와 과거 복식에서의 다양한 장식적인 요소, 

로맨틱한 이미지와 함께 과거 역사의 재현이 아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된 새로운 절충적 성향으 

로 표현되었다.

2. 민속성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 

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탈 장르화 현상에 따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다원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적인 

양면 가치를 증대시켜 상징적 인 모호함을 증가시키 

는데 패션에 있어서의 민족성에 대한 양면 가치는 

이국적인 요소의 수용으로 표현되며 무경계적인 절 

충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다문화적인 현대의 문화적 속성은 특정 집 

단의 고정된 양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역동 

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고, 이에 따 

라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에서 

생성되며, 형성 및 재형성의 장에서 끊임없이 변모 

하게 된다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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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aute Couture Collections, V사. 19 (1998 S/S), p, 131.
25) Jameson, F, Postmodernism or The culture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n, 1991), pp. 16-25.
26) 이선희, “현대의상에 나타난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9.
27) 이경아, 전혜정,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IH,'' 복식 55권 1호(2005), p. 66.
28) 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4호 (2000), p. 42.
29)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호 (199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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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로와 작품에 나타나는 민속성의 요소 중 그 

의 유년시절과 관계하여 프랑스 남부 지방과 스페인 

의 민속의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특히 스페 

인의 회화, 카르멘의 스커트와 투우사의 케이프, 검 

정색의 강렬한 스페인 드레스, 레이스 만틸라 등 색 

채와 형태 등 스페인적인 모든 것이 라크로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의 디자인에 응용되었다町〈그림 

13〉은 화려한 러플 장식과 자수로 구성된 칵테일 드 

레스로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문화적 분위기를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 남부 프랑스의 화사하고 평화로우며 전원적인 

이미지를 사랑하는 라크로와는 강렬한 태양과 화려 

한 원색의 꽃무늬로 대표되는 그곳의 이미지를 디자 

인에 접목시켰다. 그의 첫 컬렉션에서 프랑스 남부 

의 전통적 민속의상들을 영감의 출처로 두고 작품을 

발표한 이래 프로방스적인 색상, 소재, 의복의 아이 

템 등을 차용한 작품들을 꾸준하게 발표하였다〈그 

림 14〉는 프랑스 아를르 지방의 민속의상에서 영감 

을 받은 웨딩 드레스이고,〈그림 15〉는 가장자리에 

프로방스식의 레이스 장식을 댄 스코틀랜드풍의 짧 

은 재킷, 아를르 지방의 블라우스, 타프타 소재의 타 

탄체크 스커트로 구성된 작품으로*) 다양한 색상과 

소재, 서로 다른 민속적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독특 

스티븐 코너 (Steven Connor) 역시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예측할 수 있는 형 

식으로 장식과 치장을 이야기하였는데끼, 이러한 장 

식은 여성미를 더욱 강조시키면서 꿈과 환상적 이미 

지를 표현하게 한다.〈그림 16〉은 동유럽, 스페인, 

아랍, 인도 등 전 세계 민속 의상들의 이미지를 모두 

혼합한 듯한 이미지에 꾸뛰르의 모든 테크닉을 이용 

해 라크로와 특유의 독창적 인 스타일과 장식으로 표 

현한 것으로 전통적,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 

역을 뛰어 넘는 다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복합적인 민속성의 이미지는 소재와 형태의 

콜라주를 이용한〈그림 6〉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라크로와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민 

속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과 색상, 자수, 

레이스, 패치워크, 브로케이드 등으로 표현되는 장 

식적인 이미지는 민속성의 표현을 강조하고 미니멀 

리즘에 식상한 현대인에게 색이나 형태의 풍요로움 

을 느끼게 해준다. 즉 화려한 장식적 표현을 바탕으 

로 서로 대립되는 문화끼리의 복합적인 이미지, 스 

타일, 표현기법, 소재 등을 동시에 표출시켜 단일 국 

적이 아닌 다국적 디자인의.절충적 표현이야말로 

라크로와 작품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화려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97 S/S (Col-〈그림 14〉'02 S*S (L'Cffi- 

lections, Vol. 17). del, 2002. 3).

〈그림 15〉'94 S/S (Chri-〈그림 16〉'02 S/S (L'Cffi- 

stian Lacroix Journal del, 2002. 3).
d'une collection^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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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trie Mauries, Christian Lacroix Journal d'une collection, (London: Thames & Hudson, 1996), p. 174.
32) 이경아, 전혜정, Op. 이/.,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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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성성

현대사회 전반에 흐르는 포스트모던 문화가 변화 

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 

는다면 혼성 모방된 패션의 재해석 역시 모방된 것 

으로부터 새로운 법칙과 미를 발견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해 내게 된다%).

캐롤라인 오프괴르(Caroline Olofgors)가「디테일」 

지에서 ''골티에가 기성복 라인에서 그랬던 것처럼 

라크로와는 오뜨꾸뛰르에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다. 비록 이들의 스타일이 다를지라도”라고翊한 바 

와 같이, 라크로와의 오뜨꾸뛰르 작품은 일상적이거 

나 실용적 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담한 디자인과 풍 

부한 상상력으로 패션사의 위대했던 시대와 과거 디 

자이너들의 유산에 위트와 경쾌함을 결합시켰으며 

35),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 

인 것, 이질적인 소재와 문양 등을 서로 섞어 놓았다 

(그림 6, 15, 16). 특히 아름답고 대담한 색채의 마술 

사로 패브릭과 텍스처를 조화시키는데 탁월한 재능 

을 나타내는데,〈그림 17〉은 펠트에 이질적인 느낌 

의 다른 소재를 조화시키거나 색채의 강렬한 대비로 

모던하면서도 원시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라크로와가 “아름다움을 즐기는 생활, 곧 정반대 

되는 것들의 조화가 바로 패션스타일이다. 모든 사 

물이 서로 상반되는 아름다움을 지녔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듯이, 디자이너 

이기 이전에 예술가적인 영감이 풍부한 예술사학자 

인 그는 데뷔 초부터 모든 패션의 요소들을 혼합해 

서 새롭게 제시했으며, 미니멀리즘이 지배하는 지난 

몇 년 동안도 그 라인을 고수해왔다.

라크로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대의 이질 

적인 경향들을 서로 혼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 

보는데 그의 작품 전개에 있어 나타나는 외관의 혼 

성은 따로 취해진 단품에서보다 그 총합에 있다. 일 

반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감각적 재능과 환상적인 이미지를 이용

〈그림 17> '99 F/W (Col- 〈그림 18> '03 이S (Vogue,

lections^ Vol. 22). 2003. 3).

해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승화시켰다.〈그림 18〉은 

18세기 복식에서 얻은 영감을 제각기 다른 패턴의 

패브릭이 자유자재로 패치워크된 드레스로 표현한 

것으로 펑크 스타일의 헤어, 화려한 메이크업 등 시 

대와 장르를 뛰어 넘는 탈구성적인 혼성성을 보여준 

다.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로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시간상의 혼성과 탈구성 방식은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 

히 부합할 수 없는 데리다의 의미처럼 전혀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切. 즉, 라크로와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식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 

을 부정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9〉는 그동안 꾸뛰르적인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그래픽적인 모던한 방향으로 작품을 선보인 

2000년 작품으로北)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느낄 수 있 

는 일본적인 요소, 여기에 붓글씨를 연상시키는 문 

양을 그래픽화하여 프린트한 비대칭 라인의 드레스 

로 동양적인 터치감과 모던함을 혼합하여 현대적 감 

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문화와 이미지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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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경옥, 박민여,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권 5호 (2000), p. 153.
34) Valarie Steel, Op. cit., p. 113.
35) Patrie Mauries, Pieces of a Pattern, (London: Thames & Hudson, 1995), pp. 113-120.
36) Ibid., pp. 113-120.
37) 김지연, 전혜정,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권 (1997), p. 300.
38) Vogue Korea, (2000. 3),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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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000 S/S (Vogue, 2000. 3).

흐려지게 하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스타일의 혼합을 꾸뛰르적 

인 감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크로와의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혼성성은 과거 

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과 소재, 색상 그리고 문 

화적인 다양성, 패션디자인의 전 요소와 디테일, 트 

리밍 등이 현대적인 소재와 기술 그리고 미래적 감 

성으로 결합하여 나타나 자유로운 절충과 결합의 조 

합 속에서 부조화 속의 조화로 라크로와 디자인의 

독창성으로 거듭나고 있다.

IV. 결 론

현대 패션의 경향이 자유로운 개성의 장으로 전 

개되어 나가면서 패션에 대한 사고의 틀 역시 해체 

되었고, 트랜드의 설정 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 속 

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패션디자이너 

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또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크리스티앙 라크로와의 오뜨꾸뛰르 작 

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이를 통해 디 

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주구하는 새로운 미적 가치를 

가늠해 보고 감성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 

에 있어 그 전개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의의 

를 두었다.

라크로와의 패션 철학과 작품을 분석한 결과, 미 

적 특성은 역사성과 민속성, 혼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라크로와의 가장 큰 디자인적 특성인 역 

사성은 전공 학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거의 

충실한 재현이 아닌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이미지의 차용과 재해석으로 표현되어 나타나 

는 새로운 역사주의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향수 

와 과거 무드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역사성은 다 

양한 장식적인 디테일과 함께 로맨틱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역사성으로 표 

현하였다. 둘째, 민속성은 라크로와의 어린 시절 성 

장 배경에서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남 

부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민속풍의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 스타일, 표현기법, 소재, 장식 

적인 요소 등이 동시에 표출되어 단일 국적이 아닌 

다국적 디자인의 절충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셋째, 

라크로와의 작품 전반에 내재된 혼성성은 과거를 풍 

미했던 대표적 스타일과 이질적인 소재와 문양, 색 

상 그리고 동 • 서양 문화의 다양성, 패션디자인의 

전 요소와 디테일, 트리밍 등이 현대적인 소재와 기 

술 그리고 미래적 감성과 결합하고 또 자유로운 절 

충과 감성의 조합으로 표현되어 라크로와만의 디자 

인적 독창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라크로와는 역사성을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하여 민속적이고 혼성적 경향이 강한 작품 

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시키고 라크로와 특유의 

다양한 장식적 디자인으로 전개하여 다른 디자이너 

와 구별되는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라크로와 디자인의 전통이 되었으며 이는 곧 라크로 

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이너 

의 독창적 컨셉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계속 발전시 

킬 수 있는 브랜드의 항상성이야말로 일시적이고 역 

동적인 현대 패션의 변화 속에서 정체되지 않고 계 

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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