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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which is expressed in the latest trend 
and to explain them focused on anti-realistic yearning. As the method of the study,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Romanticism started from a complaint against reality and denied the previous era's philosophy and aesthetics. 
Romanticism placed much value on emotions and imaginat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art contains 
the yearning for nature, far culture, far past and supernatural world, by escaping from the complex reality which 
gives disillusionment. Such the characteristic can be easily found in the modern trend. Modern people, who live 
in the situation that the society is changed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have clung to 
the past things because they feel that the known and guaranteed world is finished. And they want to experience 
the new and various culture and nature escaping from insecurity on complicated reality. Also, the desire of modern 
people who want to escape from a daily routine world and the reality's limitations is expressed as the yearning 
for the supernatural world.

Key words: rom이沛cism（낭만주의）, 현실도피）, yearning（동경）.

L 서 론

로맨티시즘(romanticism)은 중세 라틴어의 부사인 

로맨스(romance)에서 유래한다.

로맨스는 12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나타난 문학 

형식으로 기사들의 모험담을 기본 주제로 하였다. 

연애 이야기와 종교적 우화가 이 소재와 함께 나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로맨스는 고대의 역사 및 

전설,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모험, 샤를먀뉴 대 

제와 그 기사들의 행적 등을 다뤘으며, 공통적으로 

이국적이고 낯설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취향을 갖 

고 있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전개된 로맨티시 

-333 -

mailto:ekkim2732@yahoo.co.kr


130 '01-'08 트렌드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특성 복식문화연구

즘2)은 그 시대를 지배한 철학에 대한 반발로 중세 로 

맨스 정신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었다V

중세에 대한 주제는 최근의 트렌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07/08 FW 컬렉션에서 버버리 프로 

섬(Burberry Prorsum)은 중세 기사들의 복식에서 영 

감을 받아 영국기사와 중세풍의 소녀들을 표현하였 

으며, 한국패션센터는 08/09 FW Fabric Trend에서 

세 번째 주제로 낭만적인 모험과 중세 기사로부터 

미래주의적 인 뉘앙스를 제안하는 techno Medieva? 
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아메리칸 로맨틱 럭셔리 

캐주얼'을 컨셉으로 런칭한 쥬시꾸뛰르(Juicy Couture) 
의 매장에는 핑크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중세의 기사 

가 장식되어 있다.

최근의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아도 로맨티시즘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 동아 TV의 유행경향 33에 

서는 2007년 봄을 로맨티시즘과 퓨처리즘의 시즌으 

로 정의하였으며, 파리의 06/07 FW 기성복 패션쇼를 

전하는 로이터 뉴스는，로맨티시즘이 대세，라는 제 

목으로 기사를 전했다为

2004년 일간스포츠는，올 봄의 패션 트렌드는 로 

맨티시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으며', 2005년 

도 패션을 소개한 주간한국에서는，로맨티시즘과 색 

의 잔치는 계속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6). 2006 

년 세계일보에는，스타킹에도 로맨티시즘 열풍'이 

란7)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2004년 

과 2005, 2006년의 로맨티시즘 열풍을 짐작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로맨티시 

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면, 19세기 복식에 

서의 로맨티시즘에 대한 연구로 윤점순1 구태경釘, 

정흥숙% 김금자⑴ 등의 연구가 있으며, 현대 복식 

에서의 로맨티시즘에 대한 연구로 배경은⑵, 장현숙 

⑶, 채선미 외⑷, 이효진이경아 외此 김영현 외⑺, 

박신 영⑻ 등의 연구가 있고, 남성복을 대상으로 한 

신혜정 외叫 김태희2。), 이정화2】)등의 연구, 소재에 

대한 김영현의 연구2气 장식에 대한 유은옥의 연구23) 

등이 있다.

트렌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미혜는 00〜01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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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리태니커세계대 백과사전 6 (서울: 동아일보, 1993), pp. 254-255.
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 울: 두산동아, 2002), p. 97.
3) 브 리 태 니커세계 대 백과사전 6, Op. cit., p. 255.
4) "로맨티시즘，대세，,” 로이터 뉴스 (2006년 3월 5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news.naver.com
5) ''올봄 패션 트렌드는 로맨티시즘,'' 일간스포츠 (2004년 2월 28일)

6) “로맨티시즘과 色의 잔치는 계속된다,” 주간한국 (2004년 12월 29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news.naver.com

7) "스타킹에도 로맨티시즘 열풍,” 세계일보 (2006년 4월 6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 
segye.com

8) 윤점순, “서구 낭만주의 복식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9) 구태경, “낭만주의 시대복식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미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0) 정흥숙, “낭만주의 예술양시이 19세기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문집 (서울, 

1987).
11) 김금자, ''낭만주의 시대의 조형예술양식과 남녀복식의 특성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2) 배경은, “현대복식에 나타난 낭만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3) 장현숙,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로맨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4) 채선미 • 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45권 (1999), pp. 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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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영현, 양취경,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권 1호 (2005), pp. 1-12.
18) 박신영, “로맨틱 복식 양식 연구: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7).
19) 신혜정, 하지수, “1990년대 이후 남성 패션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복식 56권 6호 (2006).
20) 김태희,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1) 이정화, “19세기 서양 남성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 김영현, “현대 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표현된 소재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3) 유은옥, “2000년대 초반 로맨틱 스타일의 장식적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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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트렌드에 표현된 로맥틱 이미지를 연구하였으며 

의, 남형주는 소재와 패턴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2005년을 범주로 연구하였다母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미처 다 

루지 못한 시기와 주제를 선정하여 로맨티시즘의 트 

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혜정 외26)가 연구의 제언 

에서 복식용어로써 로맨티시즘의 정의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 바와 같이 로맨티시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현재에 

로맨티시즘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은 동의어인 것 

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복식용어로서의 로맨 

틱은 여성다운 부드러움, 우아함, 환상적이고 꿈이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 

으로 우선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타일로 사용되고 있다勺 또한, 패션큰사전에는 

，로맨틱 스타일，이란 레이스, 프릴 리본 등으로 장식 

한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정의되어 있다遏 이러한 정 

의는 많은 패션디자이너들과 심지어 몇몇의 연구자 

들에게 로맨티시즘을 꿈 사랑, 모험, 환상과 같은 피 

상적인 단어로만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 본질은 상 

실한 채 종종 '행복'과 동의어로 오인하게 하는 오류 

를 범하게 하고 있다.

18세기 말에 시작된 로맨티시즘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서 시작되 었으며, 수없이 반복되는 정 

교한 장식의 이면에는 어렵고 복잡한 현실에 대한 

망각과 도피적 성격이 내포하고 있다는坳 것에 대해 

서는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에서 본 연구는 현실 도피적 성격을 중심으로 로맨 

티시즘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즉, 현실 도피적 동경 

을 중심으로 로맨티시즘을 접근하여 로맨티시즘의 

발생 배경과 예술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트렌드에 표현되고 있는 로맨티시즘의 특성을 

정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로 진행하여 선행 연구와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로맨티시즘의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 

내외 트렌드 정보지 넬리 로디(Nelly Rodi), 프로모 

스틸 (Promostly), 삼성패션연구소, 인터패션플래 닝에 

서 제시하는 로맨티시즘 특성 중 현실 도피적 동경 

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연구범주는 2001 

SS에서부터 2008 SS까지의 트렌드에서 제시하는 인 

플루언스(influence)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트렌드의 키워드로 등장하는 로 

맨티시즘의 특성을 현실 도피적 동경을 중심으로 정 

리해봄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적인 혼돈의 시 

대, 정신분열의 시대翊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21세기 

전후(前後)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n. 로맨티시즘

로맨티시즘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유 

럽 전역과 그 문화권인 남북아메리카에 전파된 문예 

사조 및 예술운동을 일컫는다我 이 시기에 전개된 

로맨티시즘의 발생 배경과 예술적 특성을 현실 도피 

적 동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로맨티시즘의 발생 배경

로맨티시즘은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의 침략전쟁,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크고 작은 혁명 

등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기 

상황과 개개인에게 닥친 충격, 현실에 대한 좌절과 

환멸감을 느낀 사람들의 저항과 슬픔에서 로맨티시 

즘이 전개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은 유럽 사회에 자유와 민주 

주의의 등대로 여겨졌다. 미국의 독립은 진보와 이 

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믿음의 절정을 표출한 사건이 

335

24) 정 미헤, %0〜S Fashion Trend에 나타난 Romantic Image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권 2호 (2000).
25) 남형주, “현대 트렌드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6) 신혜 정 , 하지 수, Op. cit., p. 112.
27) 이경손, 김희섭, 의생활과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1998), p. 148, 재인용; 신혜정, 하지수, Op. cit., p. 97.
28)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1999), p. 135.
29) Promostyl 2005 FW
30) Nelly Rodi Pilot 2006 Winter
3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Op. cit.,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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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의 발판이 되 

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적 이념을 달리 

한 파벌들의 팽팽한 대치와 공포정치로 수많은 사람 

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전개되어 프 

랑스를 이상적인 사회로 탈바꿈시키려던 희망은 실 

패로 끝났다. 이 무렵에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 

트는 파리를 정점으로 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으 

로 유럽의 열강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1815년 영국에게 패배할 때까지 나폴레옹은 이탈리 

아와 독일과 에스파냐를 점 령했다. 나폴레옹의 승리 

는 프랑스에 영광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그 

의 몰락은 프랑스 국민에게 공허와 상실을 남겼다. 

나폴레옹 이후의 시대도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편 

안한 시대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 

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경제가 심하게 침체 

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에서 

는 정부와 복권된 군주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고 

있었다. 다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1830년 

프랑스를 필두로 시작된 혁명의 불길은 1848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I

혁명과 공포정치, 그리고 그 뒤의 군국주의를 겪 

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옛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장려했던 신고전주의와 이성을 중시하 

는 계몽주의를 불신하였다. 방향을 바꾼 조수처럼 

철학적 탐구의 초점은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 

으로, 이성적인 것에서 감정적인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方

현실에 좌절한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의 혁명적 

열망은 이제 내면으로 향하게 되었다3幻 내면의 세계 

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쁨만이 아니라 고 

통과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데 

이비드 브라운에 의하면, 로맨티시즘은 혁명의 실패 

에 따른 결과였다. 내면의 세겨】, 상상의 세계에서라 

도 가슴과 정신으로 혁명의 실패를 보상받고 대안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욕망을 표현한 것이었다3'

2. 예술적 특성

로맨티시즘 예술은 세상에 대한 환멸에서 시작되 

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말 뒤 시에클，(mal du siecle, 

세기병), 독일에서는 '벨트슈메르츠'(Weltschmerz)라 

불렀다. 세기병의 증세는 무력감에서부터 충동적인 

열망이나 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영국의 급진 

적인 평론가 윌리엄 해즐릿은 그의 논문에서 세기병 

의 증세를 고삐 풀린 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 

상력의 발현이 기존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보다 나을 

뿐만 아니 라, 현실도피가 로맨티 시즘의 본능에 잠재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施 로맨티시즘 예술가들은 먼 

시간과 먼 장소로 도피했다. 중세사회, 심지어 먼 옛 

날과 원시사회로, 동방과 이국문화로 도피했다. 꿈과 

환상 속으로도 도피했다. 이는 무한세계와 죽음, 무 

(無)와 사후세계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다. 타락한 인 

간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피신처로 

자연에 몰두하기도 했다.

마리 클로드 쇼노드레는 로맨티시즘이 전개되었 

던 유럽 사회를 노스탤지어, 음울한 감정, 무한으로 

표현했다叫 요슈타인 가아더 (Jostein Gaarder)는 로 

맨티시즘 작가들의 전형은 먼 것과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라고 했으며场, 워터하우스(Water

house) 는 로맨티시즘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 

이라고 했다坳 로맨티시즘 예술의 특성을 현실 도피 

적 동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나버린 시대에 대한 동경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위협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대혁명의 야망은 군주와 교 

회와 귀족의 옛 재산에 대한 야만적인 파괴로 나타 

났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유럽의 국가들은 정체 

성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았다. 많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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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avid Blayney Brown, Romanticism, 강주헌 역 (서울: 한길아트, 2004), pp. 10-11.
33) Ibid., p. 9.
34) Duncan Heath and Judy Boreham, Romanticism, 이명수 역 (서울: 김 영사, 1999), p. 56.
35) David B. Brown, Op. cit., p. 11.
36) Ibid., p. 15.
37) Marie-Claude Chaudonneret, 프랑스 낭만주의, 김윤진 역 (서울: 창해, 2001), p. 13.
38) Jostein Gaarder, 소피의 세계 3, 장영은 역 (서울: 현암사, 1994), pp. 45-50.
39) 김태희, Op. cit.,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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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상가들과 작가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서 

각국의 민족성과 종교의 뿌리를 찾으며 환멸에서 깨 

어나려 애썼다. 처음에는 대혁명을 근대화의 동력이 

라며 환영했던 그들은 1789년부터 1815년까지 이어 

진 수많은 정권의 실패를 겪고 난 후 현재를 이해하 

고 미래를 위한 결론을 얻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가들은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원을 찾으면서，지나간 시대，의 연대기와 비망록 

을 발간했으며, 총체적인 역사, 왕과 평민들의 역사, 

대사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징과 풍습,，지방색' 

을 포함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했다.

로맨스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맨티시즘 

예술가들은 특히 고전주의가 배척한 중세를 동경하 

고 연구하였으며, 중세의 전설, 신앙, 풍속, 아름다움 

등을 즐겨 재생하였다.

중세 부활에 대한 체계적인 시도는 독일 예술가 

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프란츠 포르의「1273년 루돌 

프 폰 합스부르크의 바젤 입성」은 역사주의적 입장 

에서 중세를 주제로 한 최초의 대형 캔버스화이다 

(그림 1). 무시된 원근법, 어색한 동작의 인물들, 밝 

은 색은 어린이 같은 천진함과 순박함으로 드러내기 

위한 계산된 기법이었다. 신성로마제국 아래에서 독 

일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절에 대한 향수, 

또한 황제로 등극한 합스부르크 왕조의 첫 군주를 

향한 동경을 표현한 그림이기도 했다啊

독일 화가들의 작품에서 중세에 대한 주제들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뚜렷이 띠고 있었지만, 최초로 

애국주의와 결부된 곳은 영국과 프랑스였다. 특히 

영국은 1783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아메리카 식 민 

지를 공식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의 사기를 북 

돋워줄 필요가 있었다. 월폴은 “이런 상태에서 사람 

들은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생각하고 싶어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영광의 흔적을 찾는다''고 하였다.『중 

세의 기사도와 시가 이야기에 대한 편지』(1762)를 

쓴 리처드 허드는 백년전쟁에서 승리한 에드워드 3 

세의 업적을 벤저민 웨스트에게 연작으로 주문해 윈 

저 궁의 알현실을 장식하게 만든 것도 이런 이유였 

다.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도 바로 이 그림을 기 

억하며, 가장무도회에서 이 역사적인 부부를 선택했 

다(그림 1).
프랑스에서도 훌륭한 조상을 되살리는 데 열심이 

었다. 이전 시대까지 사람들에게 경멸받거나 무시되 

어온 한 시대를 들어내는 데 있어 프랑스 기념물 박 

물관이 기여했다. 1795년 이 박물관을 개관한 알렉 

상드르 르누아르는 남아있는 기념물들부터 출발해 

서，고딕，분위기를 재건하고 중세의 풍습을 되살리 

고자 노력했다外 르누아르는 이런 유물마저 사라진 

다면 민족혼이 방향 감각을 상실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라도 대혁명이 야만스레 파괴한 과거의

〈그림 1> 지나버린 시대에 대한 동경(출처: David B. Brown, p. 223, p. 206, p. 192).
• 좌: 프란츠 포르 (1808-10) 1273년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의 바젤 입성.

• 중: 벤저민 웨스트 (1789) 칼레의 시민들.

• 우: 에드윈 랜시어 (1844) 1842년 5월 12일 가장무도회의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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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David B. Brown, Op. cit., p. 222.
41) Marie-Claude Chaudonneret, Op. cit., p. 46.



134 '01-'08 트렌드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특성 복식문화연구

끈을 프랑스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싶어 했다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중세 남프랑스 음유시인풍의 양 

식인 트루바두르풍의 화가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기 

법의 소품들로 중세 사람들의 생활, 프랑스 역사와 

요정 이야기에서 끌어낸 일화들을 표현하였으며, 루 

이 필리프는 베르사유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해 왕실 

의 초상화들, 과거의 영광과 최근의 업적을 재현한 

작품들을 전시했다43).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 

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 이야기는 지배계급만이 아 

니 라 피지배계급의 관점 에 서 쓴 사건들이 었고, 다양 

한 등장인물은 한결같이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는 

친숙한 인물이었다, 이런 특징들은 규범적인 고전주 

의적 성격의 문학과는 다른 것이었다44).

건축에서도 고딕 복고양식，(Gothic Revival)이 전 

성기를 누렸다. 노르만족, 고딕, '성당풍의' 양식이 

왕궁과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중산계급의 집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열 

풍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은 영국의 국회의사당과 독 

일의 노이슈반슈타인성이 있다(그림 2).

1800년 이후 건축은 고전-고딕의 갈림길에서 대 

개의 경우 고딕으로 기울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 

을 통해 국수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고딕이 국민정신의 고유한 표현이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고딕 복고양식이 당시 

역사에서 유일한 관심사는 결코 아니었지만 과거에 

대한 로맨티시즘 예술가들의 향수를 분명하게 드러 

내준 미술양식이었다.

2) 이국문화에 대한 동경

로맨티시즘 시대의 예술가들은 멀리 떨어진 이국 

문화를 동경하였다. 멀리 떨어진 땅과 먼 과거는 현 

실 도피를 꿈꾼 로맨티시즘 예술가들에게 목적지였 

고,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필연적으로 경 

험해야 할 세계였다. 현실에서나 상상 속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과 문화와의 만남은 진보적인 화가 

와 작가에게 훈장이나 다름없었고, 작품의 쇄신과 그 

들의 삶에서 추구하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價

르네상스 시대의 신대륙 발견이후 로맨티시즘 시 

대에는 유럽의 식민정책으로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 

이 주목되었다. 특히 나폴레옹군의 이집트 원정을 

계기로 프랑스와 그 밖의 나라에서는 동양에 대한 

로맨틱한 상상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인도 

의 무역로를 차단하기 위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 실패하자 프랑스인은 동양에 대한 인식에서 큰 

상실감을 느꼈다. 프랑스인들은 앵그르의「그랑 오 

달리스크」와 같은 동양의 나부(裸婦), 목욕하는 여

§3!甲亚"声"|矍 톓 jj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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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avid B. Brown, Op. cit., p. 210
43) Marie-Claude Chaudonneret, Op. cit., p. 15.
44) David B. Brown, Op. cit., pp. 200-201.
45) Ibid.,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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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 話쇼魏

흐為^^^受셔變뿌적尸莒 틀艾?竺峰^後窜筮宓^효鼠坐^孵醪^無쎂^發隱甥嚴宼淳号廠岑整邀 ̂暴淺 
祢榊嗥^鏡繼^^報谀3極声笨談繆磷奏汗舞盘繡源

〈二1림 2〉선추에 託힌뉜 "거의 齿깅(즌처:

• 좌: 찰스 배리와 A.W.N. 퓨진 (1835〜68)
Peter Collins, p. 103, David B. Broun, p. 237). 
웨스트민스터 궁.

• 우: 크리스티안 양크 등 (1868) 노이슈반슈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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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국문화에 대한 동경.

• 좌: J. 앵그르 (1814) 그랑 오달리스크 (출처: David B. Brown, p. 282).
• 중: E. Delacroix (1834) 규방에 있는 알제리 여인들 (출처: G. Legrand, p. 164).
• 우: John Nash (1815〜18) 로얄 파빌리언 (출처: Peter Collins, p. 135).

인, 하렘의 여자 등 이국적인 특히 동양적인 그림들에 

심취하였다(그림 3). 이 런 환상적 인 모습은 동양의 실 

질적인 점령이 좌절된 국민에게는 더욱 유혹적이었으 

며, 성취하기 불가능한 꿈을 대신 채워주었다4句

1834년의 살롱 전에서 들라크루아는「규방에 있 

는 알제의 여인들」을 전시하였다(그림 3). 북아프리 

카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느낌을 그린 이 그림은 

앵그르의 나부화보다 더 자료에 기초해서 동양을 묘 

사하였으며, 동방취향 또는 이국취미의 대한 특색을 

보여주었다牝).

건축에서 로맨틱한 상상력은 고딕과 신비한 동방 

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존 내쉬(John Nash)의 

로열 파빌리온(Royal Pavilion)은 타지마할의 크림 

팝(Cream pop) 모양의 번안으로서 이국적인 다양한 

형태의 조합과 세부장식으로 가득 차 있다(그림 3). 

이는 하렘(harem)의 여자와 동양의 에로티시즘 그리 

고 지나친 현실도피적인 연상 작용에 관한 이미지들 

을 전달했다. 전체적인 광경은 중국으로부터 인도, 

아라비아, 그리고 19세기의 영국으로 이어진 꿈과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문학에서는 샤토브리앙의 『파리에서 예루살렘까 

지의 여정』(1811), 빅토르 위고의 시집『동양여인 

들』(1829), 바이런의『차일드 해럴드의 여행』(1812) 

등도 동방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위고는 그의 

시집에서 동양을 신기루,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생각으로” 해석하였다. 신기루 또는 이미지는 실제 

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세계이기 때문에 잃어 

버릴 수도 없는 안전한 세계였다. 바이런의 저서도 

불안한 현실세 계에 환멸을 느끼 며 먼 땅에서 위 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많은 로맨티시즘 작가들에 

게 현실 도피적 열망을 채워주었다花).

3) 자연에 대한 동경

로맨티시즘 시대의 예술가들은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피신처로 자연에 몰두했다. 

자연을 소재로 하여 아름다운 풍경 또는 장대한 풍 

경을 즐겨 묘사하였다. 계몽주의 운동은 이성을 가 

지고 자연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로맨티시즘 

시대의 예술가들은 지나치게 합리적이거나 이상적 

인 풍경묘사에서 벗어나 고독한 묵상을 통해 자연 

의 영혼을 통찰하기 시작했다. 자연과의 교감을 위 

해 풍경에 새로운 관심을 보였으며, 그것을 두드러 

진 로맨티시즘의 주제로 설정했다. 로맨티시즘 예술 

가들의 감수성 표현은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한 평온 

한 분위기에서부터 절정에 이르는 공포와 외경을 불 

러일으키는 장엄한 자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은 

둔한 삶과 작업을 통해 세상에서 격리된 풍경에 몰 

두하는 감상주의는 로맨티시즘 예술의 특성인 현실 

도피의 전형을 나타낸다削

1842년 파리 살롱 전에서 존 컨스터블(John Cons-

-339

46) Ibid., p. 282.
47) 타임라이프 북스, 유럽의 낭만주의 시대, 신현승 역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5), p. 134.
48) David B. Brown, Op. cit., p. 283.
49) 타임라이 프 북스, Op. cit.,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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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연에 대한 동경.

- 좌: John Constable(1821) 건초수레(출처: W. Vaug
han, p. 207).

. 우: William Tumer(1842) 눈보라(출처: David B. 
Brown, p. 18).

table)이 출품한「건초수레」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그림 4). 영국 시골의 낯익은 풍경을 묘사 

한 이 그■림은 모든 틀에 박힌 수법들에서 벗어나 하 

늘의 빛, 대기의 상태 등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렸다. 컨스터블은 “내게 회화는 느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언어다”라고 말해 왔으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사색과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자연 관찰의 목적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知

컨스터블과 동시대의 영국인 화가 윌리엄 터너 

(William Turner)는 자연에 대한 면밀한 연구라는 동 
일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전혀 다른 풍경화를 그렸다 

51). 수채화가로 출발한 터너는 자연의 숭고한 힘이 

지니고 있는 거칠고 야만적인 측면을 회화적이고 숭 

고하게 표현하였다(그림 4). 산이나 바다 또는 역사 

적 사건과 결부된 광경을 택하여 환상적인 일몰이나 

신비한 빛, 자연의 난폭한 폭발, 묘사적 효과를 추구 
하였다. 그의 그림들은 색과 빛에 있어 지나치게 주 

관적이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장면은 거의 찾 

아보기 힘들었다列.

이 시대에 베토벤은「전원교향곡」을 작곡했다. 빈 

외곽의 하일리겐슈타트 근처 숲을 거닐면서 베토벤 

은 자연의 풍경과 소리의 신비로운 일체감이 주는 느 

낌을 교향곡으로 풀어내고, 악보의 끝에 “시골생활의 

회상, 회화보다 나은 감정 표현”이라 덧붙였다方

워즈워드(William Wordsworth)는 자연에 이끌려 

자연을 묘사하는 많은 시를 발표했다. 그의 많은 자 

연시들은 단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신비한 교감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 가까워지려는 명상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 

다. 스스로에 대한 집중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편력 

을 자서전적으로 적은 것이 대작『서곡(Prelude)』 

(1805)이다网

4)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동경: 꿈환상광기

로맨티시즘 예술가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생 

각할 수 없는 꿈, 광기어린 환상 등 초자연적인 세계 

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로맨티시즘 시대에는 수 

사학과 고전 논리학의 이성적인 논리 정연함 대신 

감성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활짝 개화된 자아는 

창작자에게 도덕적인 것의 구속과 고리타분한 미학 

을 거부하게 했다冏 해방된 감성은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인 공포, 고통, 쾌락, 미지에 

대한 외경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 

였으며, 절정에 이른 숭고한 감정은 꿈과 환상이라 

는 주제로 초자연적 세계를 표현하였다弱).

꿈이라는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한 관심은 로맨티 

시즘 시대에 폭 넓게 확산되었다. 로맨티시즘 예술 

가들은 꿈은 저〕2의 삶, 즉 다른 차원의 삶이라 믿었 

다. 꿈꾸는 사람을 합리적 정신에 구애받지 않는 영 

원한 존재, 즉 과거의 혼을 불러들이고 미래를 예언 

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와 결부시켰다.

헨리 퓨슬리(John Henry Fuseli)는 꿈을 이용해 그 

시대를 끌어갈 이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로맨 

티시즘 시대에 가장 악명 높고 널리 도용된 작품 중 

하나인「악몽」(1791)은 깊숙한 내면의 어두운 심리 

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5). 그의 회화들은 '억압된 상 

상에서 출몰하는 흐릿하고 실체 없는 혼령'을 '가시 

화'하는 비정상적인 에로티시즘과 정신분열증을 표

340

50) David B. Brown, Op. cit., pp. 175-180.
51) 타임라이프 북스, Op. cit., p. 132.
52) Ibid., p.138.
53) David B. Brown, Op. cit., p. 133.
54) 신혜정 , Op. cit., p. 15
55) Marie-Claude Chaudonneret, Op. cit., p. 31.
56) 타임라이 프 북스, Op. cit.,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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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동경.

- 좌: John Henry Fuseli (1781) 악몽(출처: 타임라 
이프 북스, p. 136).
• 우: 쟝 도미니크 앵그르 (1813) 오시언의 꿈(출 

처: Marie-Claude Chaudonneret, p. 93).

현하였다⑺ 그는 환상적인 주제, 에로티시즘이 가미 

된 밤풍경, 마술적인 장면, 셰익스피어의 주제 그리 

고 그때까지 어둠 속에 묻혀있던 북유럽의 신화와 

전설에 대한 주제를 선호했다.

북유럽의 신화와 전설은 이전 시대를 지배하던 

고대 그리스로마의 신화와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 

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밤의 분위기, 혼란스런 감정, 

몽환에 대한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베라르는 1801 

년에, 지로데는 1802년에, 앵그르는 1813년「오시안 

의 꿈」에 각각 오시 안의 음산하고 신비스러 운 분위 기 

를 표현하였으며(그림 5), 지로데는「대홍수」(1806) 
에서 병적인 도시에 에로틱한 감수성을 표현하였다. 

그로의「뢰카트의 사포」(1801)와 바플라르의「딸을 

묻는 영」(1804)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岡

비슷한 시기의 윌리암 블레이크(W. Blake)는 18 

세기 합리주의에 격정적으로 저항하는 몽상가적 

인 은둔자였다, 그는 규칙이나 합리적 사고보다 충 

동과 감각, 느낌과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학문과 과학보다 어린아이와 원시시대의 순수성을 

주장했다. 그는 '내면에 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 

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에 물든 신비한 광경에 

몰두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인류의 본질적인 사 

악함과 광기 어 린 잔혹성에 관심을 쏟았으며, 매우 

정교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사실주의에 뿌리 

를 둔 기괴한 이미지로 불길한 환상을 표현하였 

다切

로맨티 시 즘의 불합리 는 음악으로도 표현되 었다. 

영혼과 직 접 교감하는 순수한 추상체인 음악이 야말 

로 로맨티시즘 작가들에게는 진정한 마법의 예술이 

었다’ 신의 영감이 더해진다고 할 때 음악은 광기, 즉 

귀신 들린 몸짓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 

서 해즐릿은 '광인(狂人)의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했 

다. 실제로 로맨티시즘 시대의 오페라에는 노래하는 

광인이 곧잘 등장하곤 했다而

합리적인 정신을 분쇄하기 위해 로맨티시즘 시대 

의 예술가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는 기록 

도 남아있다. 마약은 그 자체로 영 감이 었고, 많은 작 

품의 주제가 되었다. 고티에의『아편통』(1838), 베를 

리오즈의「환상 교향곡j(1830)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은 알프레드 드 뮈세가 퀸 

시의『고백록』을 프랑스판으로 희화한 글을 바탕으 

로 한 것으로 주인공인 예술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환상들, 처음에는 사랑하는 연인, 아편으로 자 

살을 시도한 후에는 사형 당하는 환상을 음율로 표 

현한 것이다. 즉, 마약을 복용한 후의 무서운 환각체 

험을 교향곡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負.

이러한 로맨티시즘의 경향은 1830년대 이후의 예 

술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830년의 7월 혁명과 1848 

년의 2월 혁명이 가져다준 희망과 심각한 사희 문제 

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품은 유토피아주의 

자들, 정치 사상가들을 양산했다, 그때부터 문학에서 

차용한 광적이고 음산하며 환상적인 주제들이 유행 

했으며, 살롱 전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살인이나 전 

투 학살 장면 일색이었다糾

皿. 트렌드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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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bid., pp. 136-137.
58) Marie-Claude Chaudonneret, Op. cit., p. 13.
59) David B. Brown, Op. cit., p.320.
60) Ibid., p. 309.
61) Ibid” pp. 311-312.
62) Marie-Claude Chaudonneret, Op. cit.,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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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티시즘 시대의 예술적 특성은 현대 트렌드에 

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대 트렌드에 표현되고 

있는 로맨티시즘의 특성을 현실도피적 동경을 중심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나버린 시대에 대한 동경

현대 트렌드에서 과거에 대한 동경은，복고，또는 

，레트로，로 표현되고 있다. 레트로(retro)는 회상, 회 

고, 추억의 의미를 가진 명사인 레트로스펙트(retro

spect) 의 줄인 말로 라틴어의 tetrS에서 유래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감, 과거의 체 

제나 사상, 전통 등을 그리워하여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뜻하며, 음악과 패션에서는 리바이벌(re
vival), 복고풍을 의미한다饋

과거를 그리워하는 트렌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되어왔다, 산업과 과 

학의 발달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소외되기 시 

작하였고, 냉전시대의 붕괴로 야기된 끊이지 않는 

국지전과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 등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에 회의를 느낀 현대인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 

는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트렌드까지 계속되고 있다. 

넬리로디는 06 FW 트렌드를 제시하는 서문에서 'Retr- 

Obsession，이란 주제로 미래에 대한 참조물은 과거에 

있다고 하였다.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압박감은 과거 18세기 전원 소작농 

들이 19세기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느끼는 긴장감 

과 유사하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하는 큰 

변화의 시점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알려지고 보장 

된 세상이 끝나간다는 느낌에서 더욱 과거의 것에 

집착한다고 설명하였다64).

삼성패션연구소는 05 FW 트렌드에서，복고적 인 

낭만주의'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현실에서 도피 

하고자 하는 감성적인 방편으로 채택된 낭만주의는 

시대적인 감성을 반영하면서 다소 우울하고 몽상적 

인 분위기, 매혹적인 서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빛 

바랜 색상과 장식성을 수반한다고 하였다间

현대 트렌드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원시시대에서 

부터 바로크, 로코코, 로맨티시즘 시대를 거쳐서 20 
세기의 모든 시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향수에 

이르기까지 지나버린 과거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부분적인 요소에서부터 전체적인 요소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림 6> 지나버린 시대에 대한 동경(출처: 인터패션플래닝 05 FW, 06 FW Influence/삼성디자인넷 03 SS, 04 FW 
Influence/넬리로디 06 FW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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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복식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근+사라, 1995), p. 251.
64) Nelly Rodi Pilot 2006 Winter.
65) 삼성디자인넷 2005 FW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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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국문화에 대한 동경

로맨티시즘 시대의 이국적 취향은 현대 트렌드에 

서 다양한 문화를 혼합한 민속적 인 스타일로 표현되 

고 있다. 먼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표현된 이국적 취 

향은 낯섦, 일상탈출,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문 

화적 충격에 대한 욕구로서 화려함을 내포한 현실 

도피적 표현이다的

삼성패션연구소는 압박감을 주는 복잡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문화 

를 체험하려는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 

며, 이들은 이국적인 지역색과 미개척 영역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신비감과 순수함을 동질적인 문화에 

접목시켜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03 SS를 위한 트렌드에서는 오늘날의 소비 

자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 

고 있으며, 도시의 일회성을 벗어나 비일상적인 문 

화들과 만나는 여행, 발견, 모험, 풍경의 변화는 언제 

나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다고 하였다. 04 SS 

를 위한 트렌드에서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그림 7> 이국취향（출처: 삼성디자인넷 03 FW, 04, 06, 
08 SS Influence/인터패션플래닝 06 FW, 07 SS）. 

다양한 여행지에서 발견되는 천진난만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열대 수풀과 원시 문화를 제 시 하였으며, 06 

SS 트렌드에서는 일상의 진부함을 보상하기 위한 방 

편으로 서로 무관한 다양한 시간대와 문화 및 특징 

들을 혼합하여 낯선 이국적인 분위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08 SS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현 

실사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세계화가 가 

속화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아프리카 등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인 문양, 색채, 장식 등이 서로 혼 

합되어 창의적인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3. 자연에 대한 동경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간장완화의 세 

계를 자연에서 찾고자 한다. 자연에 대한 동경은 캠 

핑, 목가적인 분위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자연적 

요소의 강조, 자연의 형태 등으로 시적으로 해석되 

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은 편안하고 느긋 

하며 소박한 시골풍의 목가적인 분위기로 표현된다. 

바쁜 도시를 떠나 산장이나 휴양지 같은 한적한 곳 

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욕구는 제품, 광고, 마케팅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인테리어, 패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왔다的 특히 06 SS 트렌드에 

서는 정원을 연상시키는 은은한 플라워 패턴과 정교 

한 레이스 코튼, 아일렛, 크로셰 등을 사용하여 목가 

적인 분위기의 섬세하고 여성적인 로맨틱 무드가 패 

션과 인테리어 분야에서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그 

림 8）.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디자인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는 04 FW 트렌드에서 현실로 

부터의 일탈 시도로서 유랑민（nomad）의 삶을 동경하 

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문화에서 체험한 신비롭고 풍 

요로운 요소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밤 껍질, 버섯, 낙엽, 열매 뿌리 등의 거칠 

고 변하기 쉬운 천연소재를 사용한 유기적이고 기이 

하며 감성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约 또한, 02 SS 

와 03 SS 트렌드에서는 인공적인 손길을 최대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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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삼성 디자인 넷 2004 SS Influence.
67) 인 터패션플래 닝 2005 SS, 삼성디자인 넷 2003 SS Influence 03 SS, 05 SS, 06 SS, 08 SS.
68) 삼성디자인 넷 2004 FW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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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출처: 삼성디자인넷 

03, 08 SS Influence/프로모스틸 03 SS Influence/넬 

리로디 03 SS Pilot/인터패션플래닝 06 SS）.

제하고 순수한 천연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디자인 외 

에도 이미 생활화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시적으 

로 접근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그림 9）.

자연의 형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디자인도 강조되 

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는 05 FW를 위한 트렌드에 

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움직임과 흐름을 반영

〈그림 10〉자연의 형태 표현（출처: 삼성디자인넷 05
FW, 07, 08 SS, FW Ii由uence/인터패션플래닝 08 SS）.

이용한 리피 로맨스（Leafy Romance）# 로맨틱한 디 

자인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0〉에서와 같이 풀잎을 

그대로 디자인에 활용한 본차이나 접시, 커다란 난 

을 모티프화한 벽지, 야생화들이 얽혀 있는 모습이 

나 헝클어진 잡초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의자, 가장 

자리를 나뭇가지가 얽혀있는 모습으로 장식한 벽시 

계, 넝쿨이 얽혀 있는 모습의 파티션 등 혼돈스럽고 

지나치게 장식된 자연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형태는 단순화되고 변형되어 일상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그림 11）. 08 SS 인터패션플래닝은 

나무를 단순화 시킨 플라스틱 빨래건조대, 전선에 

나뭇잎 모양의 고리를 달아 어느 곳이나 걸 수 있게

하여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형태로 흘러내리는 드 

구긴 듯한 부정형의 형태미를 강조한 디자인을 제시 

하였으며瑚, 07 SS 트렌드에서는 시적이며 부서질 

듯 섬세한 디자인으로 자연의 형태를 표현한 감각적 

인 스타일을 제시하였다义 인터패션플래닝은 08 SS 

트렌드에서 자연의 모티프 중에서 나뭇잎과 잎맥을

〈그림 9> 재활용 소재 및 천연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출처: 삼성디자인넷 02, 03 SS, 04 FW 血fluence）.
〈그림 11> 변형되어 등장하는 자연（출처: 삼성디자인 

넷 07 SS Influence/인터패션플래닝 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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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삼성디자인넷 2005 FW Influence.
70) 삼성디자인넷 2007 SS Influence.
71) 인터패션플래닝 20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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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전구, 꽃잎의 특징을 포착해서 단순하게 표현 

한 의자, 나뭇잎 모양을 단순화 시킨 USB 제품을 제 

시하였으며, 07 SS 삼성패션연구소는 부드럽고 감각 

적인 촉감을 지닌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을 

변형시킨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4.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동경

현실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욕구는 현 

실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상상력으 

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겨〕, 꿈과 환상과 광기와 같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초자연적 세계에서 자신을 자 

유롭게 해주는 위로를 받고자 한다. 이와 같은 초자 

연적 세계, 또는 초현실세계에 대한 동경은 2001년 

트렌드에서부터 2008년 봄 트렌드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01, 03, 05 FW, 05, 06, 08 SS 
트렌드에서 강조되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 인터 패션플래 닝, 프로모스틸 등 

은 03 FW와 05 FW를 위 한 트렌드에서 현실을 탈출 

하여 우수어린 신화와 전설 동화 속의 현실과 꿈이 

뒤 섞인 상상의 세계를 제시하였다. 삼성패션연구소 

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이야기들의 부활은 합리성 

을 강조하는 하이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가 초 
래한 인간성의 상실과 무미건조함에 대한 대안이며, 

반대급부적인 방식에의 피난처로 선택되어진다고 

하고 환상적인 마법의 세계와 요정의 세계를 제시하 

였다. 즉, 반복적인 일상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 

는 소비자들에게 현실세계보다는 창작의 세계, 초현 

실적인 꿈과 마법의 세겨】, 판타지의 매혹적이고 진 

귀한 세계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채택되며, 이러한 경향은 서적이나 영화 등의 대중 

매체와 비디오 게임들의 가상현실을 통해서도 확인 

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그림 12）. 동화에서 가져온 

듯한 주제로 가득한 재미있는 가상의 세계는 고전주 

의에서 탈피하여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동의 개방 

적인 시각을 통해서 정형성을 벗어나 독특한 표현의 

창작성을 추구하며, 천진난만하고 유치한 스타일의 

과장된 느낌 다양한 색상과 효과에 의한 설명적인 

방식으로 설치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식이 

동원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투사시켜 준다고

〈그림 12> 신화, 전설, 동화 속의 꿈과 환상의 세계 

（출처: 삼성디자인넷 , 프로모스틸, 03 FW/인터패 

션플래닝 07 FW）.

하였다⑵

현실도피성향은 자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기 

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것, 음울한 돌연 

변이 형상 등 시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세계로 

표현되고 있다. 인터패션플래닝은 06 SS와 07 FW에 

변종된 돌연변이의 형태를 제시하여, 인간과 동물이 

혼재하는 거칠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형상들과 상상 

속의 동물과 식물들이 존재하는 초현실적인 자연을 

제시하였으며 , 프로모스 틸과 삼성패션연구소는 05 

FW에 자연에 대한 강박관념의 표출로 그린 색상을 

사용하여 식물의 외형에서 보이는 다양한 장식성, 

겹치는 효과, 형태적인 측면을 우울하고 기괴한 초 

현실적인 감성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3）.

〈그림 13>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으로 표현되는 자연 

（출처: 삼성디자인넷, 프로모스틸, 05 FW/인터패션 

플래닝 0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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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피성향은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현실과 가 

상이 혼재된 기묘하고 환각적인 분위기로도 표현되 

고 있다（그림 14）. 환상과 광기, 유머와 풍자로 가득 

한 공상과 환상의 세계는 지속되는 초현실주의 무드 

에 근간을 둔 테마로 프로모스틸과 삼성패션연구소 

를 통해 08 SS 시즌까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그림 15〉로 나타내었다.

〈그림 14〉환상과 광기（출처: 삼성디자인넷, 프로모스 

틸, 08 SS）.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트렌드에 표현되고 있는 로맨티 

시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현실 도피적 동경 

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로맨티시즘은 산업혁명,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복 

잡한 사회적 • 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로맨티시즘은 이전시대의 이 

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철학과 고전적인 미학을 중 

시하는 신고전주의 미학에 대해 거부하고, 감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인간 내면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중시하였다. 또한, 로맨티시즘 예술의 특성에는 환멸 

감을 주는 복잡한 현실을 도피하여 먼 문화, 먼 과거, 

초자연적 세계, 자연에 대한 동경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현대 트렌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하는 큰 변화 

의 시점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알려지고 보장된 세 

상이 끝나간다는 느낌에서 더욱 과거의 것에 집착하 

고 있었다. 현대 트렌드에서 과거에 대한 동경은 '복 

고，또는，레트로，로 표현되고 있으며, 원시시대에서 

부터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서 20세 

기의 모든 시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향수에 

顶I나버린 시대례

* Ci：詩

가씽중시"

니（번식 상성적 증시” 비- % ;

韵亩 도 M 수 制는

낙업첰명/끄탁스 대헉려 
여새도비
V --、书•二璀■;

）다

I 서계어

〈그림 15> 트렌드에 표현된 로맨티시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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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지나버린 과거의 모든 시대를 다소 우울 

하고 몽상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로 재창조하여 표 

현하고 있었다.

둘째,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이국적 취향은 현 

대 트렌드에서 다양한 문화를 혼합한 민속적인 스타 

일로 표현되고 있었다. 압박감을 주는 복잡한 현실 

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려는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현실사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라틴아메 

리카, 동유러 아프리카 등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민 

족들의 문화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창의적인 스 

타일로 표현되고 있었다.

셋째,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간장완화 

의 세계를 자연에서 찾고 있었다. 자연에 대한 동경 

은 캠핑, 목가적인 분위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일 

탈시도로서 유목민의 삶의 동경으로 표출되고 있으 

며, 이는 현대 트렌드에서 자연적 요소의 강조, 자연 

의 형태 표현, 변형되어 등장하는 자연 등 시적으로 

해석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넷째, 반복적인 일상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욕구는 현실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 꿈과 

환상과 광기와 같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초자연적 

세계의 동경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우수어린 신화와 

전설, 동화 속의 현실과 꿈이 뒤 섞인 상상 속의 이 

야기들이 부활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해석에 대 

해서도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 불가사의한 것, 음 

울한 돌연변이 형상 등 시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세계가 표현되고 있고, 무한한 상상력은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기묘하고 환각적인 

분위기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현대 트렌드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감성은 

로맨티시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깨어질 듯 

섬세 한 것에서부터 광기 어린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표현되고 있으며,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고 

전적인 미학의 법칙은 깨어져서 파격적이거나 지나 

치게 장식되어 혼란스러운 스타일이 제시되고 있었 

다. 이는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고 있는 각종 형식파 

괴의 디자인, 분열(fragment), 그런지, 히피 스타일 등 

의 유행현상에 대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2000년대 

에 들어 계속된 경기침체와 2001년의 911 테러, 그로 
부터 야기된 전쟁, 카타리나와 쓰나미 같은 이상기 

후현상, 빠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사회 

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한 큰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복잡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 

답을 로맨티시즘 시대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로맨티시즘 트렌드는 새로운 새천 

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큰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 

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도피처를 제공해주며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트렌드에서 제시하는 인플루언스를 대 

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불리는 패션을 대상으 

로 소재, 색. 스타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언 

플루언스와 함께 21세기 전후 패션의 역사를 정리하 

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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