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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recian style which is being considered as the rep-
resentative classic of Western fashion and the transformations of those Grecian styles on the fashion of the twentieth cen-
tury. This study used positive research method using literatures on art history and clothing history, fashion related
publications, and magazines and websites to understand the trend of fashion designer’s collection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recian style was considered to be the ideal beauty combined with symmetry,
the functional beauty combined with non-construction, and the sensual beauty combined with natural body. The ideal
beauty combined with symmetry appears as a style that shows idealistic proportion of a body emphasizing high-waist
based on the golden ratio and the body as a whole rather than details. The functional beauty combined with non-con-
struction appears as perfect recreation a body in its original and natural form. The clothing takes a form that does not
have any structural design and has simplified cutting and sewing. It uses pins and strings to fix up the form of clothing
which is flexible and naturally draped. The sensual beauty combined with natural body is found in natural silhouette dress
alluding naked body in connection with Rousseau' naturalism in neoclassic period.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desire for Grecian style was conveyed by a single detail or through an array of allus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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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양 패션의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고대 그리스 복식에서 기

원한 고전적 요소들은 현대 패션디자인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과거에 대한 회상(Remembrance of Things

Past)』의 저자 Proust가 고대 그리스 복식을 재현한 Fortuny의

가운에 대해 “고대 복식에 대한 모방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개

인적인 것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복식은 패

션디자이너들의 개인적 해석을 통하여 동시대 패션으로 새롭게

창조 발전되고 있다(Fischenich, 2000) 

한편,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고대 그리스 복식이 어떻

게 20세기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창조되었는지 보

여주었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가디스(Goddess)’ 전은

패션에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클래식스타일의 의미와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클래식 스타일의 특징은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함으

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유기적인 전통’을 대변하는데 있다. 즉,

클래식 스타일은 가치를 인정받은 ‘본질적인 전통’을 유지하면

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클래식 스타일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현

재와 미래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양패션의 대표적 클래식 스타일로

여겨지는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시대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있는 그리스

스타일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보다 정확한 재생의 원천을 제공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고대 그리스 복식의 미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을 파악한다.

셋째,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은 고대 그리스의 예술, 문화사, 복식사, 미학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 복식과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

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패션 관련 서

적과 잡지를 중심으로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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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대 그리스 복식의 미적 특성
 

2.1. 고대 그리스 예술의 사상적 토대와 미적 특성

그리스는 기원전 1200년경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안인

(Dorian)과 이오니아인(Ionnian)에 의한 정복 이후, 소아시아의

에게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국가로 성립되었다(Croix,

1991).

기원전 700년경 시작된 알카익 시대(The Archaic Period,

700-480 B.C.)와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시작된 고전주의 시

대(The Classical Period, 480-23 B.C.), 그리고 Alexandros

대왕 이후 300년 동안의 소위 헬레니즘 시대(The Hellenistic

Period, 323-30 B.C.)에 이르는 동안 그리스인들이 창조한 양식

들은 세계에 전파되어 서양문명의 고전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미 개념은 현재의 미 개념과 본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중시했던 ‘심메트리아’란 명칭

의 예술상의 균형(proportion)은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인식되는’것이었다(Tatarkiewicz, 1998). 즉, 감각기관이 아니라

이지력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예술적인 성질을 갖지 않

았다. 이와 같은 미 개념을 따르는 그리스 예술의 특징은 이상

적인 비례관계에 의한 ‘완벽’을 추구하는 것으로 Socrates가 다

음과 같이 정의한 바에 명확히 표현된다. “예술은, 자연이 완

결 짓지 못한 것을 완성한다. 예술가는 우리에게 자연이 실현

시키지 못한 목적을 일깨워 준다”(Clark, 2002). 즉, 그리스 예

술가들은 자연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완전함을 창조해내고자

하는 이상주의를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 철학, 수학, 과학에서

발전시켰던 체계를 예술에 적용하였다. B.C. 5세기 경의 저명

한 조각가인 Polykleitos는 치수와 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

체의 이상형인 ‘카논(cannon)’을 창안하여 인체 비례의 규범이

되도록 했고, 건축에서도 수학적 비율을 따르는 ‘오더(order)’

체계를 만들어 신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이상적인 비례관계

를 규정하였다(Clark, 2002). 이처럼 그리스 예술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있어야할 이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

정에서 엄격한 형식과 규범에 의한 균형미를 추구하였다.

한편, 그리스 고전주의는 예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절도와

질서를 추구하는 노력과 더불어 자연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력

한 경향도 띠고 있었다. 예술의 영역에 서로 대립하는 형식원

리가 병존한다는 사실은 기원전 5세기를 전후로 한 당시 사회

의 지배형식 속에 내포되어 있던 긴장, 무엇보다도 민주적 이

념과 개인주의의 문제 사이에 있던 모순관계에 대응하는 것이

었다. 모든 인간을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평가하여 각자에

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시키려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신분의 차이를 평준화한다는 점에서 반개인주의적인 민

주제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에서 개인주의냐 아니면 공동체

이념이냐는 식의 간단한 대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술의

양식도 통일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경향과 합리적 사고방

식을 바탕으로 한 경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Hauser,

2002). 즉, 그리스 예술은 통일성과 일관성에 의한 완벽함을 추

구하는 이상주의와 더불어 아테네의 철학자 Protagoras가 ‘모든

사물의 기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

주의를 배경으로 한 경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인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예술의 경향은 ‘프레폰’이란 명칭의

적합성(aptness)의 미에 대한 관심으로 알 수 있다. Xeophon의

『소크라테스의 회상(Memorabilia)』의 증언에 따르면, Socrates

는 쓰레기통도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면 아름답고

황금방패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하다고 언급함으로서 적

합성의 미를 형식의 미와 함께 중요한 미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Eco, 2005). 즉, 실용적인 물품의 경우 그 자체로서 아름

다운 것과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구별되었다. 

그리스 예술의 사상적 토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징은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기하학적

형식의 미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적합성의 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2.2. 고대 그리스 복식의 미적 특성

그리스 문명은 시대에 따라 다른 양식의 예술사조로 발전했

지만, 그리스 복식은 도리안인의 침략기부터 알렉산더 시대까

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 복식은

여러 가지 크기의 직사각형 천으로 만들어져, 재단이나 봉재 없

이 몸 위로 드레이프지게 입는 것이었다(Laver. 2005). 이러한

고대 그리스 복식의 미적 특징을 앞에서 살펴본 고대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징을 토대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기하학적 균형에 의한 이상미: 고대 그리스 예술이 기하학적

균형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이상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동안

복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사용되었다. 균형에

의한 미개념을 바탕으로 이전 시대까지 번식력(fertility)의 상징

이었던 여체는 저속하지 않은 ‘천상의 비너스(Venus

Coelestis)’로 순화될 수 있었다(Clark, 2002). 

수학적 계산과 의식의 추론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균

형은 전우주적이고 신적인 초감각적 미를 나타냈고, 이러한 균

형에 의해 여성은 여신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그

리스인들의 주름옷은 조형적으로 만족스러운 육체의 부분들은

강조하고, 부자연스러운 전이부분은 흐르는 선으로 매끄럽게 만

듦으로서 여체가 지닌 불완전함과 불규칙성을 제거하고 신비로

움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육체를 이상적으로 미화시키면서 인체 비례의 중요

도가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Winckelmann이 그리스 미술의

특성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분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달

성되는 ‘이상미’로서, 그리스 복식의 중요한 조형적 특징인 전

체적인 비례와 연관된다(기정희, 2000). Wölfflin이 고전주의 회

화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통일성을 언급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

스 복식은 인체의 개별 부분들에 대한 독립적 강조를 지양하고

통일된 흐름 속에서 강렬한 조형적 특성을 갖도록 한다(Wlfflin,

2000). Fig. 1의 조각상에 표현된 그리스 복식은 인체 각 부분

의 개별형태가 지닌 독립적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하나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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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덩어리로 융합시키고, 이상적으로 미화된 비례의 인체의 재

현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어깨에서 유연하게 흘러내리는 섬세

한 주름의 양식화된 표현은 자연스러운 우아한 실루엣을 더욱

강조한다. 

이상에서 그리스 복식은 부분적인 특색의 절제로 시선의 분

산을 막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규칙적이고 섬세한 주름의 유연성만으로 특별한

강조나 충격적인 효과 없이 이성과 결합된 온화한 느낌을 제공

하는 이상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기능미: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그

리스인들은 엄격한 계율 때문에 신체의 다양한 활동을 제약받

는 일 없이 누구나 소년시절부터 쾌락과 환희에 몸을 맡길 수

있었다. 체력단련장(gymnasium)에서 청소년들은 나체로 체조를

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켰으며, 육체가 손상되

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피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스인의 복식은 모두 자연적인 발육에 조금도

압박을 가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그들의 복식에는 목이나 허리

혹은 허벅지 등 여기저기를 압박하여 아름다운 형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성들조차 아름답게 보이려고

몸을 조이는 옷은 입지 않았다(Winckelmann, 1995) 요컨대,

고대 그리스에서 복식은 천성적인 신체의 아름다움과 인체의

움직임을 전혀 저해하지 않아야 했다.

그리스 복식의 특징은 해부학적 맞음새의 복식을 만들기 위

한 재단과정 없이 남녀모두 커다란 직사각형의 옷감을 여러 가

지 방식으로 몸에 둘러 입는 것이다. Fig. 2에서 보여 지는 바

와 같이 직사각형의 천은 몸에 입혀지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키톤(chiton), 페플로스(peplos), 클래미스(chlamys), 히마티온

(himation)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남녀가 모두 착용한 키톤은 커

다란 사각형의 옷감을 어깨에서 핀 또는 ‘피불러(fibula)’로 고

정시켰는데 한 두 개의 끈이나 벨트를 허리에 감아 입기도 했

으며, 소매가 달려 있기도 했다(Laver, 2005). 여성들이 입었던

가장 기본적인 겉옷이었던 페플로스는 한쪽 끝단을 허리길이까

지 접어 착용하여 머리를 덥거나 베일로 이용하였다. 때로는 한

쪽 끝단을 접는 대신 앞가슴 바로 밑에 띠를 두르고 남는 옷

감을 띠 밑에서 부풀려지게 끌어올려 블라우스처럼 보이게 착

용했다(Boucher, 1992). 클래미스와 히마티온은 망토처럼 착용

한 것이었는데, 클래미스는 한쪽 어깨만을 고정한 짧은 망토였

고 히마티온은 왼쪽 팔 밑을 지나 몸통을 둘러싼 다음 오른쪽

어깨위에 걸쳐서 여러 개의 작은 핀을 꽂는 것이었다(Black,

1997). 

이처럼 그리스 복식은 직조된 상태 그대로의 옷감을 다양하

게 활용하는 착용 방법과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운 변화

를 연출할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복식을 착용한 사

람에게 활동의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능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3.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3.1. 그리스 스타일 재현의 사상적 배경

18세기에 고대에 대한 관심은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의

발굴(1737)과 폼페이(Pompeii) 유적의 발견(1748), 그리고 고고

학적 체험의 유행 등으로 고조되었고, Mengs, Winckelmann,

Adam, Flaxman, Canova 등의 조직적인 고고학 연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대 모방의 유행이 생겨나게 했다.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대 예술이나 그 이론은 능가될 수 없는

하나의 전형이고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 예술의 정상을 오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이 대두되었다(강대선, 2001). 즉, 고

대 예술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인이 내세운 예술

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유해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

는데 그것은 고대 예술이 수세기 동안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밑받침으로 했다. 

한편,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의 발발을 계기로 시민계급이 새

롭게 대두되었는데, 구시대의 제도와 문화에 의해 훼손된 인간

성의 회복을 주장한 Rousseau의 자연주의 사상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였으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으며, 사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인간의 모습 즉, 자연 속의 모습을 발견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며 자연으로 돌아

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인체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 욕망의 근원인 인체는 신이 부여한 것이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재되어서는 안 되고 본래 모

습대로 두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즉, 사람들이 원시시대처럼

나체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인위적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해방된 자유방임의 인체를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다(Hollander, 1978).

따라서 나체가 아니면서 인체의 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과시

할 수 있는 의상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는데, 이것이 고대 그

리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배경으로 인체의 자연성을 강조한

고대복식 형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자연적 신체의 노출에 의한 관능미

18세기 후반 지적인 여성을 묘사한 초상화에서 대부분의 여

성들은 고대의 튜닉(tunic)과 망토(mantle)를 연상시키는 ‘고전

적인(classical)’ 의상들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

대에 유행했던 여성복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키톤과 외관상

유사했을 뿐 실제로는 ‘엠파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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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er와 Laver와 같은 복식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고

전주의 시대 그리스 스타일은 고풍스럽다는 구실 하에 여성의

인체를 노출시킴으로써 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1785년

European Magazine에서도 당시 여성의 패션을 ‘새로움의 욕구

...변덕스러움’으로 정의하며 ‘헐렁하고, 단순하며 신체를 구속

하지 않는’의복으로 ‘자유와 편안함’을 지녔던 고대 그리스 복

식은 당시의 유행에서 ‘자연스러운(natural)’ 라인과는 정반대의

모드로서 단순한 드레이프로만 인식되었음을 쓰고 있다(Ribeiro,

1999). 

실제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남성의 누드는 용인되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습이 있었다. 다

만, 사회적 관습과 다르게 예술적 묘사에서 여성의 누드에 대

한 암시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는데,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러

한 표현을 ‘고풍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출이 복식에 결합된 그리스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 스타일의 출현으로 파니에, 버슬, 코르셋은 모두 사

라졌으며, 고급 소재들 대신에 흰색의 머슬린 캠브릭(muslin

cambric)이나 캘리코(calico)가 이용되었다. 발목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하이웨이스트의 ‘로브 앙 슈미즈(robe en chemise)’는

때때로 너무 투명해서 흰색이나 핑크색의 타이츠를 속에 입어

야 했을 정도로 속옷처럼 보였다. 소재가 쉽게 축축해져서 옷

이 몸에 달라붙었으므로, 고대 조각에서 표현된 그리스 시대 의

상에 잡힌 “젖은 주름(wet-drapery)”처럼 보였다(Laver, 2005).

Fig. 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신고전주의 시대 슈미즈는 극단

적인 데콜테 네크라인에 반소매로 여성의 가슴과 팔을 거의 그

대로 노출시켰다. 또한 가슴 바로 아래의 절개선에서 상체와 스

커트 부분이 분리되어 상체는 몸에 딱 맞고, 스커트 부분 또한

직선적인 날씬한 실루엣으로 신체의 윤곽선을 더욱 강조시켰다. 

이상에서 신고전주의의 슈미즈는 올라간 허리선과 신체의 자

연성을 왜곡하지 않는 실루엣에서 고대 그리스 스타일을 재현

했지만 고대 그리스 스타일이 재단과 봉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옷감을 그대로 신체에 둘러 입는 비구조성과 드레

이퍼리에 의한 양감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신고전주의 슈미즈

는 투명한 옷감과 신체의 윤곽선을 드러내는 날씬한 원통형의

구조로 재창조된 그리스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출에

의한 관능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4.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그리스 스타일의 세 가지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복식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20세기 초

반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과 1990년대 이후 최근 패션

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4.1. 기하학적 균형에 의한 이상미

고대 그리스 복식은 예술가들에 의해 이성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균형 잡힌 형태와 섬세하고 규칙적인 유연한 주름으로 세

속의 여성을 천상의 여신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러한 고대 그리스 복식의 특성은 20세기 들어 여성을 여신으

로 표현하고자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고대 그리스의 여신

에게 부여된 ‘이상미’를 표현하는 도구로 인식되었고 역사적인

연출을 위하여 양식화된 형태로 재현되었다. 

20세기 초반 Fortuny는 자연 염료만을 사용한 염색방법과 아

주 특별한 소재가공법인 플리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그리스

스타일의 우아하고 세련된 주름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Fig. 4와

같이 딱 맞는 소매가 달린 단순한 키톤형태의 드레스를 스스로

개발한 규칙적이고 섬세한 주름이 잡힌 독특한 실크소재를 사

용하여 제작하고, 고대 그리스의 복식에서 주름을 제어하기 위

하여 사용되었던 “X” 모양의 끈을 기능과 상관없이 재현하여

Fig. 1의 고대 그리스 조각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였다. 1930년

대 Mm. Grés 역시 고대 조각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는데, Fig. 9는 페플로스에 띠를 두르고 띠 밑에서 부풀어

지게 끌어올려 블라우스처럼 보이게 착용한 모습을 짧은 페플

   

Fig. 1. Delphi의 전차를 모는 사람, 기원전 

   475년경, 서양패션의 역사, p.31. 

Fig. 2. 저부조에 새겨진 선묘화, 기원전 

   5세기경, 서양패션의 역사, p.32.

Fig. 3. F. Gerard, 마담 레카미에, 1802, 

   서양패션의 역사, p.168.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599

럼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20세기 초반 그리스 스타

일은 고대 조각을 영감의 원천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고대 복식의 조형적 특성이 재현되어 나타났다.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은 현대의 물질 만능

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회의에서 인간의 순수성을 추

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Fig. 5의 드레스는 흰색을 사용한

깨끗한 재단과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키톤을 착용한 고대 그

리스 여신의 조각을 연상시키는 비대칭 네크라인으로 신화 속

의 여신과 같은 영성을 강조한다. 

그리스 복식을 특징짓는 유연한 주름은 우아한 이상미와 더

불어 시대성을 반영하는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기도 하는데,

Athens Olympic의 개막식 의상을 디자인한 Kokosalski가 디자

인한 Fig. 6의 저지 드레스는 키톤의 주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

용되었던 “X” 모양의 끈을 연상시키며 주름의 방향을 일정하

게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배가시

킨다. Fig. 7의 미니 드레스는 풍성한 양감의 그리스 히마티온

을 단순화한 세련된 구성과 하이테크(high-tech)적인 소재의 적

용으로 우아한 고대의 이미지에 미래적인 감각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20세기 이후 패션에서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이

상미’를 암시하는 전체적인 균형과 유연한 드레이프를 중심으

로 “X” 모양의 끈, 원숄더 네크라인, 단색 등의 요소들이 여러

디자이너들의 개인적 취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

으로 재현되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패션에

서는 우아한 여신의 이미지에 활동성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현대적 감각이 배가됨을 알 수 있다. 

 

4.2.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기능미

고대 그리스 복식은 신체의 움직임을 보장하는 드레이프형

으로 활동의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기능미를 특징으로 하였는데, 이는 20세기에 여성들의 신체적

해방과 비구조적 구성의 전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디자이

너들에 의해 새롭게 표현되었다. 

20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라파엘전파(Pre-Raphaelite

Brotherhood)라고 불리는 일군의 급진적인 화가들 또는 의복개

혁자들에 의하여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고 활동에 불편한 빅토

리아(Victoria)시대의 복식에 대한 대안으로 고대 그리스 또는

중세를 연상시키는 복식이 제안되었고, 20세기 초 건강을 신봉

하는 이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영국의 리버티(Liberty)백화점을

통하여 상업적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여유 있는 재단, 은은한 색

상, 그리고 전원풍의 복식을 상징하는 스모킹(smocking)과 자

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패션(anti-

fashion)’의 형태로서 ‘건강에는 좋으나 유행에는 맞지 않는’ 모

양새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Buxbaum, 1999). 

대중적으로 그리스 스타일이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20세

기 초 당시 패션을 이끌어가던 Poiret가 하이웨이스트의 원통

형을 특징으로 하는 실루엣을 제시한 것이었다. Poiret가 창조

한 원통형의 실루엣은 고전적인 형태의 드레이프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베틀에서 직조한 사각형의 천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

식을 암시하여 고대의 비구조적 전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

다. Fig. 8의 드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페플로스와 같은 비례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사각형 모양의 천

으로 이루어진 판쵸(pancho)와 원통형의 스커트로 이루어져있

다. 즉, 고대 그리스 복식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

만 옷감의 완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최소의 구성을 통하여 고대

그리스 복식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고대 그리스 복식은 가장 복잡하게 바느질된 의복이라도 실

또는 핀을 제거하면 옷감의 원래 형태인 직사각형으로 환원되

어질 수 있는 옷감의 완전성을 바탕으로 했다. 따라서 고대 그

리스 복식은 20세기 초반 노동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와 조작

의 과정을 제거하고 효용성의 표상을 시도하고자 했던 모더니

스트들의 기능적인 기준에 맞아 떨어질 수 있었다(Koda,

2003). Mm. Grés 스스로 “나는 항상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에

부여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존경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봉제선의 수를 제한한다.”고 밝

      

Fig. 4. Fortuny, 1920s,

  Goddess, p.129.

Fig. 5. Ferragomo, 2006

s/s pret-a-porte collection.

 Fig. 6. Kokosalaki, 

   2005 f/w pret-a-porte

   collection. 

Fig. 7. Balenciaga, 

  2007 s/s pret-a-porte

  collection.

Fig. 8. Poiret, 1923,

  Goddess, p.34. 

Fig. 9. Mm. Grès, 1939,

  Fahion The Twentieth

  Century,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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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듯이(Milbank, 1985), 고대 그리스 복식의 비구조적 구성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한 사례는 Mm. Grés에게서 발견된다.

Fig. 9의 부분적으로 완성된 드레스는 페플럼이 달린 상의와 스

커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고대 그리스 복식

과 같이 하나의 천으로 이루어져있어 옷감의 재단과 절개선 없

이 인체에 직접 주름을 잡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원하는 형태

를 효율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절충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 그

리스 복식의 비구조적 구성은 종종 동양의 복식전통과 결합되

어 나타난다. 이는 서양의 복식에 대한 접근방법이 해부학적 맞

음새를 추구하는 것인 반면, 동양의 의상은 옷감의 완전성을 바

탕으로 핀으로 고정되고, 바느질되거나, 또는 묶는 방법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직사각형의 천을 그대로 조작하는 고대 그

리스의 전통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는 일본 디자이너인 Miyake에게서 발견

된다. Miyake가 “나에게 서양의 복식은 너무 경직되어(rigid)

보인다. 나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복식

을 창조하고 싶다.”고 밝힌 것처럼(Jouve, 1997), 그는 유연성

(fluidity)과 변화가능성(versatility)을 현대 복식의 특성으로 정

의했다(McDowell, 2000). 이를 위해 그는 20세기 초 섬세한

주름으로 신축성과 편리성을 증진시켰던 Fortuny를 참조하여

뭉치면 한 손에 잡힐 만큼 유연한 주름 소재를 개발하였고,

Fig. 10과 같이 어깨선과 옆선만을 봉제한 비구조적 구성으로

도 신체의 움직임에 완벽하게 조화되는 의상을 창조했다. 

절충적 스타일을 즐겨 발표하는 대표적 포스트모더니스트, J.

Galliano의 드레스인 Fig. 11은 Mm. Grés의 방식을 환기시킨다

. 가슴에서 시작되어 흐르는 듯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쪽

어깨로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유연한 드레이프의 연결이 한 장

의 천을 재단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은은한 광택의

베이지색 저지는 주름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느낌을 배

제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인체를 감싼다. 한편, 아래로 늘어뜨

린 주름을 어깨로 꼬아 올린 방식은 그리스 시대뿐 아니라 인

도의 전통의상과 같은 느낌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상에서 그리스 스타일은 20세기 초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

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조작으로 효율적인 옷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최근 패션에

서는 종종 동양의 복식전통과 절충적으로 표현되며 기능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유연함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4.3. 자연적 신체의 노출에 의한 관능미

20세기 초반 Poiret는 코르셋을 제거한 신고전주의의 복식을

발표하여 부드러운 드레이프의 선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

후 20세기의 여성 패션은 1947년 Dior에 의해 코르셋이 부활

된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을 중시하

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고대 그리스 스타일이 신고전주의 시대

에 비공식성이 증가된 엠파이어 드레스로 재현되었던 것처럼

20세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노출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신체의 표현이 더욱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Fig. 12는 20세기 패션에서 최초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에 의한 관능성을 대중적으로 유행시켰던 Poiret의 드레스

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원통형의 드

레스를 발표하여 움직임에 따라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게 하였

다. 이 그리스 스타일의 드레스에 맞는 속옷으로서 딱딱한 코

르셋 대신으로 피부처럼 몸에 딱 맞는 얇고 가벼운 고무줄을

넣은 거들과 브래지어를 도입하였고, 경직된 의상 속에서 말살

되고 있던 여성 신체의 굴곡이 반투명의 소재로 만들어진 부드

러운 그리스 스타일의 드레스에 의해 강조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자연스러운 신체 굴곡의 노출을 더욱 고조시

키기 위하여 소재의 신축성이 이용되었다. 1936년 Vionnet가

디자인한 Fig. 13의 드레스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여성 신체의

모든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그녀가 고안한 독특한 재

단방법인 바이어스(bias) 재단은 여성의 몸에 매우 밀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속옷의 착용을 불가능하게 했다. 1930년대의 바

이어스는 충격적으로 배의 오목한 부분까지 노출하는 것이 가

      

Fig. 10. Miyake, 1996,

  Issey Miyake, p.69.

Fig. 11. Galliano, 

  07 s/s pret-a-porte

  collection. 

Fig. 12. Poiret Drawing 

  by G. Lepape, 1914,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44.

Fig. 13. Vionnet, 1936,

  Goddess, p.18.

 Fig. 14. Versace, 1995-6

   Photo by R. Avedon,

   Fashion Today, p.264.

 Fig. 15. Dolce &

   Gabbana 광고,

    Vogue Italia 2006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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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했는데, 이처럼 신축성 있는 소재의 사용은 몸을 억압

하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굴곡을 미묘하게 관능적인 감각으로

자극하였다. 

이후 직물산업의 기술개발과 인조섬유의 발명 등에 의하여

1960년대 스트레치(stretch) 시대를 맞이하였고, 최근패션에서는

신축성이 탁월한 라이크라(Lycra)와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여

성의 자연스러운 신체 굴곡의 노출이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강

조되고 있다. 신축성이 탁월한 소재로 만들어진 의상은 신체의

굴곡에 따라 실루엣이 형성되고,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그

대로 따르게 된다. 고전적 주제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

현하였던 Versace는 Fig. 14의 드레스에 라이크라 소재를 사용

하여 여성 신체의 굴곡 자체를 의상의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삼고 있으며, 가슴부위에 잡힌 섬세한 주름과 하이웨이스트로

그리스 복식에 대한 암시를 표현한다.

한편, 신고전주의 시대와 Poiret에 의해 여성의 신체를 보일

듯 말 듯 덮어 관능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데 사용되었던 반투

명의 소재는 최근의 패션에서 더욱 대담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섹슈얼한 여성의 전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 Dolce & Gabbana의 2006년 광고에 되었던 Fig. 15의

드레스는 거미줄처럼 섬세한 누드 톤의 천을 사용하여 신고전

주의 시대의 “젖은 주름”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경향은 의상에

의한 표현 보다 자연스러운 신체 자체에 대한 관심과 찬양으로

의상이 단순화 되고 의상을 여성의 누드와 자연스럽게 연관시

키게 됨으로서 ‘누드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신체와 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이상에서 그리스 스타일은 20세기 초 여성의 신체 자체에 대

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재현되었고, 최근 패션에서는 스트레치

소재와 투명성 소재의 사용으로 더욱 과감한 신체의 노출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신체 자체를 디자인의 요소로서 이용하

는데 까지 나아가 의상 보다 신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유기적 전

통으로 존재하는 그리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기하학적 균형

에 의한 이상미,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기능미, 자연적 신체의

노출에 의한 관능미로 구분된다. 

고대 그리스 시대 복식은 감각기관이 아닌 이성에 의해 파

악되는 미와 엄격한 형식미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배

경으로 기하학적 균형에 의한 이상미의 미적 특징을 나타낸다.

자연의 이상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번

식력의 상징인 저속한 여체를 천상의 비너스로 순화하는 장치

로서 사용된 복식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화로

운 형태와 규칙적이고 섬세한 주름의 유연성이 돋보이며, 여체

가 지닌 불완전함과 불규칙성을 제거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제

공한다. 모든 사물의 기준을 인간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경향을

배경으로 하는 비구조적 구성에 의한 기능미는 특정한 형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옷감을 재단하고 봉재 하는 대신에 옷감을 걸

치는 방법과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로운 변화를

연출할 수 있는 그리스 복식의 특징이다. 이는 어떠한 것도 신

체의 자연적인 발육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저해할 수 없다는 그

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을 대변한다. 한편, 신고전주의 시대 재현

된 그리스 스타일은 Rousseau의 자연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

위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인체가 아름답게 인

식되기 시작했고, 고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고풍스러운 것’

이라는 구실 아래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출에 정당성을 부여하

여 나타났다. 비구조적 특성을 갖는 고대 그리스 복식과 달리

재단에 의해 상체가 강조되는 날씬한 원통형의 실루엣과 투명

한 옷감으로 재창조되어 자연적 신체의 노출에 의한 관능미를

표현한다. 

20세기 패션에서 그리스 스타일은 고대 복식 형태의 순수한

모방으로 재현되기 보다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개인적 취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고대 그

리스 의상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균형과 유연한 드레이프를 중

심으로 양식적으로 변형된 요소들이 고전적 ‘이상미’를 암시하

면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세기 초 그리스 복식의 비

구조적 구성 전통은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며, 2차원의

옷감을 3차원의 복식으로 만드는데 특정한 재단 방법에 의존

하지 않고 최소한의 조작으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최

근 패션에서 기능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있다. 또한 신고전주의

시대에 재창조된 그리스 스타일도 20세기 패션에서 고전적 스

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패션은 여성의 신체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

기시키며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출에 의한 은근한 관능미을 강

조하는데, 최근 패션에서 스트레치 소재와 투명성 소재의 사용

은 의상과 신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신체 자체를 디자인

요소로 이용함으로서 인체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은 고

대 그리스 복식과 신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을

재생의 원천으로 하며, 또한 최근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

일은 20세기 초반 패션에 나타난 그리스 스타일을 참조로 한

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전통’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

회 문화적 맥락과 기술의 발달을 적용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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