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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esthetic charasteristic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As a result of 
study, thre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were presented. First, retro romantic fashion has 
an exaggerated formativeness. Retro romantic fashion has overcome the confinement of the present to imitate the 
splendor and decorative style of the past which results in exaggeration. Exaggerated costume tends to be spaciously 
bigger and emphasizes one particular part which offers implicated significance for the space between the body and 
the costume. A new visual fashion is created through this space. Second, retro romantic fashion encompasses 
gorgeous decorativeness. From an artistic point of view, decorations are part of impulsively formulated art. Artistic 
effects of such decorations are uniformly confirmed in various artistic states. Therefore, through gorgeous deco
rations, retro romantic fashion rejects artificiality and lack of sensitivity for new effects of aesthetics through 
expression of stronger artistic and spiritual desires. Third, retro romantic fashion expresses pluralistic retro. The 
current society has left the formalities of the modernism for a pluralistic society where openness, diversity, and 
uniqueness are respected. Such components of the pluralistic society are repetitively used in fashion. Time reflective 
retro romantic fashion is bein음 recreated by borrowing images rather than replaying the historical contents, with the 
style, silhouette, and specific items that swayed in the past, being combined with modem materials, techniques, and 
designs. Literature review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on retro romanticism encompassed 
resources on aesthetics, literature and art,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fashion related literatures.

Key words: exaggerated j이i顽iveness（과장된 조형성）, gorgeous decorativeness（화려한 장식성）, pluralistic 
retro（다원적 복고성）, retro romanticism（복고 낭만주의）,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

I . 서 론 이다. 그래서 패션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거울

이며 역동적인 순환을 조정하는 활력소가 된다。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현대 사회는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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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함에 따라 감성보다는 지성 위주의 삶이 우선시되 

며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95 
년 보편적 정보통신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인터 

넷은 우리 사회를 본격적인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 

로 발전시키면서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 

들고 있다2). 그러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간미 

가 상실되고 모든 것이 기계화 • 정보화되어 도덕적 

으로 해이해지며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성의 부재, 물질 만능주의 등을 경 

험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 

스럽게 과거의 단순하였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기능 

적인 것보다 장식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포 

스트모더니즘 이후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은 복고 

주의, 역사주의, 절충주의, 레트로 등의 양식으로 나 

타나는데 최근의 현대 패션에서는 특히 감성과 정열 

을 중시하며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요소들을 강 

조하는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이 부각되고 있다3).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은 외적으로 다양하게 나타 

날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 요소들이 반영된 새로 

운 문화의 흐름으로 내적인 다원성을 지니며, 과거 

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융 

합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된다". 문화는 사 

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의 생 

활과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형성해 내기도 한다. 따 

라서 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특정 관념에 기 

초한 미적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 

간의 삶과 정신을 표현하고 또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5). 그러므로 인간의 내적 가치관과 문 

화흐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도 대표적인 표 

현도구인 패션을 내적 • 외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레트로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나현신©, 박은희’), 

안광숙8)의 연구 등이 있으며, 로맨틱에 관한 연구는 

박샛별9), 이경아I。), 남형주m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은 시대양식으로서의 레트로와 로맨틱을 주제로 하 

였으며 레트로로맨틱을 다룬 연구는 채선미, 유영선

12), 이효진'I 유진경M)의 연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채선미, 유영선은 레트로로맨틱에서는 과거 바로 

크, 로코코 역사에 대한 향수가 시대를 초월하여 다 

양한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전적, 복고 

적 경향의 사치를 즐기려는 데서 양감, 장식성, 직물 

의 강조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효진은 레트로로맨 

틱의 이미지는 패션디자인에서 전반적인 실루엣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디테일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 

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진경은 현대 패션에 나타 

난 레트로 경향은 낭만적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속 

에서 복식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보다는 표현적이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로맨틱 스타일이 두드러진다고 하였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트로로맨틱을 주제로 

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개념 및 발생 배경에 대해 

살펴 보고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고찰을 통하여 미적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학, 건축, 광

1) Pamela G이bin, Fashion Designers,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2001), p. 225.
2) Don Tapscott, David Ticoll and Alex Lowy, Digital Capital^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pp. 11-12.
3) 채선미, 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45권 (1999), pp. 62-63.
4) 채선미, 유영선, Op. cit, p. 68.
5) 잉그리드 로쉬(IngHd Los사!),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재원 역 (서울: 한길아트, 2002), p. 487.
6)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19C와 20C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 박은희, “계몽주의시대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 안광숙, “복식에 표현된 복고경향: 19세기와 20세기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4).
9) 박샛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 이경아,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访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1) 남형주, “현대 트랜드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2) 채선미, 유영선, Op. cit.
13) 이효진,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권 7호 (2003).
14) 유진경, “레트로로 표현된 로맨틱이미지 패션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권 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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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철학, 사회학, 문화사, 문학 및 예술 관련 서적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국 • 내외의 패션 관련 

문헌과 2000년 이후의 컬렉 션(Collections), 패션쇼(Fa

shion Shows), 보그(Vogue) 등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 

트㈤를 통해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미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레트로의 시기를 넓게 잡 

아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크리놀린 

시대인 19세기 중반까지로 한다. 또한, 패션은 현재 

의 경 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트렌드나 디자인 개발 

에 적용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므로 2000년 이 

후의 현대 패션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레트로로맨 

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찾아 봄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n.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개념 및 

발생 배경

1. 개념

레트로의 개념은 선행 양식을 모방하는，모방，개 

념, 재현의 형식으로서 '풍자' 개념 그리고 사회동조 

현상으로서，유행，개념을 지니고 있다⑹ 모방은 대 

상의 본성을 한순간에 파악하고 그 특징을 각기 개 

성을 통해 제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재현하는 것을 가 

리키며 현대적인 의미로는 변모의 뜻이 담겨 있다”). 

풍자 역시 선행 양식을 근접하게 모방하는 것이지만 

다소의 변형을 통해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단 

순히 과거의 향수어 린 모방이 아니라 과거의 요소들 

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반어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계 

산된 반복이다"). 특히 패션에 나타나는 레트로는 현 

재의 디자인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과거를 바탕으로 새 

로운 것을 창조하는 다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9).

로맨틱은 원래 무엇이든 '사실 같지 않은, 비현실 

적인, 신기한, 공상적인, 감상적인, 과장된, 열정적인 

것'을 뜻하는 경멸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18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변천을 통해 의미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분화되어") 1711년 '훌륭하다' 

는 말과 관련하여 쓰이면서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는 뜻을 갖게 되었고, 상상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 

정받게 되었다"). ]8세기 후반에 독일로 흘러들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다가 아우구스트 슐레겔 

(August W. Schlegel)에 의해서，고전적'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슐레겔은 '고전 

적-로맨틱，의 관계를，기계적-유기적，그리고，조형 

적-희화적，이라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결부시켰으며, 

이후 슐레겔이 의미를 규정한 '로맨틱，의 개념은 독 

일로부터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다22). 그 당시 로맨티 

시즘 작가들은 현실세계는 색채가 부족하고 정서가 

메마르고 순수성이 없다고 보고 현실과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먼 세계를 동경하고 오래 전의 과 

거를 추억하는 경향이 짙었다. 시에 있어서도 신비스 

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시어만을 골라서 

사용함으로써 용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술품 

이 될 수 있었다?” 프라즈(Praz)나 파리바트라(Paribatra), 

알베레스(Alberes)가 “로맨티시즘은 유럽의 감성에 

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어떤 특정한 태도와 관련된 복잡한 문화현상이다”라 

고 이야기하였듯이 로맨틱은 21세기 문화 전반에 걸 

쳐 화두가 되고 있다逆. 형식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여 감정, 직관, 느낌에 의존하며 주관적인 미 

의식을 형성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한 

다.

이렇게 볼 때 레트로로맨틱은 과거 양식의 재현, 

채용, 재창조, 전파의 과정을 인간 중심의 감성적 언

15) .http://www.style.com
16) 신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50.
17) 박준원, 미학특강,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p. 66.
18)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7.
19)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2005), p, 166.
20)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서울: 책세상, 2001), pp. 25-26.
21) 릴리언 R. 프러스트(Lilian R. Frust), 낭만주의, 이상옥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 17.
22) 김영한, 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 468-469.
23) 조철제, 독일문학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0), p. 146.
24) 김진수, Op. 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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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충족시키며 과거 양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에 나타 

난 레트로로맨틱은 과거로 희귀하려는 경향이 강하 

며 감정과 정신적인 풍요를 우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장식적이며 여성스럽게 표현된다. 즉,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시대적, 공간적, 상황적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이 아닌 변화 

를 위한 변화를 하는 것이다”)

2. 발생 배경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커다란 시 

대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는 디지털사회(digi

tal society)로의 이행이다.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농 

경사회에서 살다가 18세기 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 진입하 

였다.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노동, 생활양식, 문화적 형태, 인간관계, 사회제도 등 

에 실로 다양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26)그런데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 

고 특히 90년대 중반，인터넷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는 다시 지난 200년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 디지털 정 

보처리 기술과 컴퓨터의 발달 등 과학 기술이 고도 

로 발전해 가는 현대 정보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지역간, 개인간, 정보의 흐름이 빨라져 우리 

의 사회생활, 경제활동, 문화예술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쬬). 이와 같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서 21세기 패션이 경제성, 기능성, 소비자 접근성 면 

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탈 인간화, 획 

일화, 숫자화, 정형화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의복이 가지는 인간적 내면세계, 아날로그적 정취와 

정감, 아날로그 색상이 가지는 은은함 등을 빠른 속 

도로 파괴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2000 

년 이후 과거의 인간적이며 낭만적인 것을 흠모하는 

복식문화연구

레트로로맨틱 패션이 유행하게 된다.

두 번째, 9 • 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다. 2001 

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붕괴 

시키고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Pentagon) 
청사를 파괴한 알카에다의 테러는 엄청난 대참사를 

유발하였다. 이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로운 위협요소인，테러，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정 

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미 

국인의 삶과 의식에도 커다란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 

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늘 테러의 위협을 인지하게 

되고 심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보복심리가 

팽배하였다. 9 • 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 

계의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특 

히 현대 패션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되어药 암울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옛것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며 과거의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사회에서의 부귀영 

화를 동경하였고 그 당시의 복식문화를 되살리고 싶 

어 하였다”). 이렇게 되살아난 과거에 대한 향수는 

경쾌한 색상과 화려한 디테일로 표현되어 혼탁한 시 

대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거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m.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고찰

1. 실루엣

실루엣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어깨, 허리, 밑단 

에 있어서 각 부위의 높이와 폭 그리고 어깨에서 밑 

단까지 흐르는 라인의 상태를 들 수가 있다. 그 중에

25) 박혜선,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서울: 학문사, 2002), p. 26.
26) Don Tapscott, Blueprint to the Digital Economy, (New York: McGraw Hill, 1998), pp. 6-9.
27) Don Tapscott,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 Hill, 1998), p. 15.
28) 정미진, ''꽃문양을 활용한 레트로 테크널러지 패션 디자인 연구: CAD를 활용하여,” 복식 56권 7호 (2006), p. 106.
29) 양보라, “9 • 11 테러와 이라크전쟁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60.
30) 정흥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5),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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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허리가 전체적인 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서 허리의 위礼 길이, 형태에 따라 스타일에 많은 차 

이가 있게 된다. 실루엣은 유행에 가장 민감하여 시 

대와 문화, 때와 장소,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 

고 있다少.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실루엣은 X 

자형으로 소매와 스커트에 볼륨을 주고 허리는 조여 

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스커트의 형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디테일이 사용되는데 셔링이나 턱, 

주름 등으로 부피감을 주거나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다소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태프 

타, 망사 등의 뻣뻣한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때와 장소, 용도에 따라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사용되는데 신체의 선을 살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식적인 디테일을 

부착하여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표현한다.

02 S/S Ji Haye의 작품에서 X자형 실루엣이 분명 

하게 드러난다(그림 1). 로코코 시대 마담 퐁파두르 

(Madame Poupadour)의 로브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21세기 스타일로 현대화되면서 세련미를 더한다. 셔 

링이나 러프 대신 넓은 폭의 소매와 커다란 소매깃 

그리고 어깨를 덮는 큰 칼라는 절제된 화려함과 우 

아함을 연출한다. 같은 로코코 시대의 복식에서 발 

상된 디자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케이트와 

로라 멀리비(Kate and Laura Mulleavy) 의 시폰원피 

스에서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잘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 과거의 역사를 응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 

는 것은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 

수로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 

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다辺 소매 아래 

부분의 풍성하게 접어 올린 형태는 로코코 시대 로 

브의 여 러 층의 플라운스를 디자이너 의 감각으로 재 

창조한 것이며, 리본 대신 길게 이어지는 쉬폰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장미꽃은 로맨틱 무드를 고조시 

킨다制

「［

〈그림 1> 실루엣, Ji Haye 
(02 S/S, Collections, p. 
136).

•(그림 2〉실루엣, Kate and 
Laura Mulleavy(07 S/S, 
WWD, p. 37).

2. 소재

의복의 상품가치는 실루엣이나 디자인뿐만 아니 

라 소재가 갖고 있는 색상, 무늬와 촉감과 같은 심미 

적인 요소와 기능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소재의 종류 

와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와 트렌드 및 감각에 적합 

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翊 특히 레트로로 

맨틱 패션은 디테일이 섬세하고 장식적이므로 소재 

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레트로의 측면에서 과거 복식에 사용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현대 패션과 거의 유사하다. 르네상스 시대 

에는 실크와 벨벳, 금실로 무늬를 짠 브로케이드 등 

이 사용되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무거운 실크, 브로 

케이드, 울과 실크의 교직도 개발되었다. 또한, 비치 

는 얇은 실크가 나타나 면으로 만든 의상 위에 겹쳐 

입는 우아한 모습도 유행하였다. 르네상스 복식에서 

부터 애호되 었던 레 이스도 많이 사용되어 생산과 기 

술이 향상되면서 레 이스가 남용되 었고 이는 마치 색 

색의 꽃이 의상에 가득 피어 있는 듯한 형상이 되었 

다*). 로코코 시대에 의복재료로 사용된 직물들은 태 

프타, 새틴, 다마스크, 면 등이다 특히 실크로 된 고

31)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2004), p. 151.
32) 박윤정, 양숙희,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Historicism)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1호 (2000), p. 100.
33) WWD The Magazine, spring (2007), p. 37.
34) 김은애 외 7명,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2000), p. 43.
35) 정흥숙, Op. cit.„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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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레이스의 유행으로 레이스 장 

식이 많이 사용되어 여성의 섬세한 분위기가 한층 

돋보였다. 근대 로맨틱 시대에는 우아하고 얇은 재 

료가 선호되어 머슬린이나 거어즈, 실크 등이 사용되 

었으며, 크리놀린 시대에는 고급의 울, 알파카, 모헤 

어, 벨벳, 거어즈, 튤, 머슬린, 린넨이나 섬유공업의 

발달로 모, 견, 면 등 모든 직물이 유행하였다. 특히 

태프타는 특유의 환상적인 질감과 촉감으로 인해 가 

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36).

현대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쓰이는 소재는 공 

단, 노방, 벨벳, 면, 브로케이드, 실크, 태프타, 새틴, 오 

간자 등이며, 천연섬유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 

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합성섬유도 많이 쓰인다叫 

〈그림 3〉은 06/07 F/W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 

Queen)의 번아웃의 벨벳 소재 작품으로 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벨벳은 귀족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로 레트로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표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광택을 주거나 번아웃

〈그림 3> 소재, Alexander 〈그림 4> 소재, Vivienne 
McQueen(0S/07 F/W, Westwood(07 S/S, www. 
www.style.com).style.com). 

가공을 하여 무늬를 만드는데 이러한 효과로 입체감 

이 있으며 윤택한 느낌이 난다翊. 르네상스 시대에는 

벨벳에 자수를 놓거나 여러 가지 보석을 달•아 화려함 

을 더 하였고 이후 벨벳은 항상 고급스러우면서 여성 

적인 소재로 현대 패션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비비 

안 웨스트우드는 태프타를 주로 사용하여 탄력있는 볼 

륨감을 주며 그 안에서 복고미를 표현한다.〈그림 4〉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으로 줄 

무늬로 된 태프타의 활기 찬 분위기와 함께 깊게 파 

인 목선과 소매장식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역사 

주의적 성향을 잘 찾아 볼 수 있다.

3. 색채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로코 

코풍의 파스텔톤이다. 로맨틱한 이미지를 색채로 나 

타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파스텔톤을 주조색으로 

하고 차분히 가라 앉은 톤을 보조색으로 하는 배색이 

다. 밝은 톤의 색상은 난색 계열이든 한색 계열이든 

다양하게 사용해도 좋지 만 차분한 톤은 따뜻한 색조 

를 사용하는 것이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 

내는데 효과적이다坳 현대인들은 세련된 단색의 냉 

엄하고 신비한 인상 대신 온화함에 관심을 갖는다. 

온화함으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 

어날수록 파스텔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단색의 

강한 원색은 몸을 움직이지만 파스텔톤은 정신을 움 

직이고 가벼운듯하면서도 순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初 이와 같은 파스텔톤이 유행색으로 패 

션을 주도하고 있는데, 유행색이란 어떤 계절이나 일 

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선 

호도가 높은 색상을 말한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특별히 어떤 색상과 많이 부딪치며 또 그 색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유행색의 속성 때문 

이다. 유행색이란 색채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며, 색의 유행은 인간의 새로 

운 것에 대한 흥미와 어떤 암시에 의하여 생긴다고

36)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1998), pp. 212-292.
37) Maria Constantino, Fashion of a Decade, (New York: Facts on File, 1992), p. 40.
38) Phyllis G. Tortora and Robert S. Merkel,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6), p. 611.
39) 조동제 외 2명, Op. cit., p. 105,
40) 김종복, 패션트렌드컬러 키워드, (서올: 도서출판 시대, 200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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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색채, Bluemarine〈그림 6> 스4채, Gucci
(01 S/S, www.style.com) (07 S/S, www.style.com).

한다").

디자이너는 색채를 통하여 장식적이며 화려한 분 

위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내재된 의미도 드 

러낼 수 있다. 분홍색은 로맨틱의 전형적인 색상으로 

꽃을 연상시키며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킨다. 블루 

마린이 0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분홍색의 원피스 

는 실루엣과 잘 어울리며 온화한 느낌을 준다(그림 

5). 구찌(Gucci)는 보라색 새틴으로 플라운스를 만들 

어 여성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그림 6). 보라색은 중후하고 화려하며 다소 허영적 

인 의미를 갖는 색채로 현대인의 복식심리와도 부합 

한다.

4. 디테일

린다 왓슨(Linda Watson)이 이야기 하듯이 옷을 입 

는 것은 우리 신체에 중요한 네 번째 기능으로 먹고, 

숨쉬고, 잠자는 것 다음으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 

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식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꾸밈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會 아름다운 것 

을 동경하는 인간의 소박한 바램은 원시시대부터 현 

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식을 고안해 냈으 

며, 시대마다 유행하였던 의복에는 당시의 미의식과 

의복구성기술을 반영한 독특한 장식이 보여지기 마 

련이다. 장식이 가해진 복식은 때로 시대적 이념과 

역사적 상황 등의 상징적 이미지도 내포할 수 있었 

다⑶.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사용되는 디테일은 로코코 

시대에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 

여 화려하게 꾸몄던 것들로 재현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독특한 분위 기를 연출한다. 패션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 프릴, 러플, 플라운스 

비즈, 자수 리본, 단추 셔링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은 02 S/S 발렌티노(Valentino) 
의 작품으로 목선과 소매, 스커트의 프릴이 매우 장 

식적이다. 프릴을 줄로 만들어 달아줌으로써 더욱 풍 

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05/06 

F/W 발렌티노의 작품에서는 투명하게 비치는 연한 

살구색의 쉬폰으로 끝에 레이스를 달고 좁은 기계 

주름을 잡아서 만든 매우 섬세한 러플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8). 또한, 빳빳한 소재로 러플을 잡아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다른 느낌의 장식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그림 9〉는 블라우스의 칼라 부분 

과 스커트 밑단에 러플을 촘촘하게 잡아서 꽃의 형태

〈그림 7> 프릴, Valentino
(02 S/S, www.style.com).

《그림 8> 러플, Valentino 
(05/06 F/W, www.style. 
com).

41) 이순홍 외 3명, 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 171.
42) Linda Watson,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Firefly Books, 2004), p. 7.
43) 이순홍,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호 (2003),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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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러플, Emmanuel 
Ungaro(06 S/S, www.style. 
com).

〈그림 10> 플라운스, Valen- 
tino(02 S/S, www.style. 
com).

〈그림 11> 비즈, Christian 
Diox(07/08 F/W, www. 
style.com).

〈그림 12> 자수, Oscar de 
la Renta(05 S/S, www. 
style.com).

를 만들어 레트로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장식미를 

부각하였다.〈그림 10〉에서는 스커트에 풍성하게 잡 

은 플라운스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겹이 중첩되서 더 

욱 장식적이며 화려하다.

비즈 등의 구슬 장식은 패션에서 독특한 표현력과 

새로운 재료 및 재질감, 화려한 색채로 장식적 특성 

을 더욱 부각시킨다. 비즈 장식은 표면에 문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성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장식 

되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비즈가 부착됨으로써 

시각적인 재질감을 더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독특 

한 표면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빛의 반사로 인한 리 

듬감과 율동감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 

된다的.〈그림 11〉은 소매에 문양대로 비즈를 달아 

서 장식하였다. 자수는 실의 종류와 문양에 따라 다 

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전통공예기법으로〈그림 12> 

는 크고 화려하게 그라데이션된 꽃들로 자수를 놓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를 연출하였다. 리본은 조형적 

특성으로 인해 입체감이 있으며 기능적인 역할을 하 

기도 한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주로 로코코 

시대 마담 퐁파두르의 로브에서 사용되었던 리본의 

형태가 사용되는데 도나 카란（Donna Karan）의 원피 

스에서도 소매 끝에 달린 리본이 주는 장식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3）. 단추는 기능적인 면과 단 

조로운 디자인을 변형시키는 장식적인 효과를 동시 

에 준다.〈그림 14〉는 큰 사이즈의 제천으로 만들어 

진 단추를 두 줄로 단 것으로 복고적 인 이미지가 강

〈그림 13> 리본, Donna Karan
(03 S/S, www.style.com).

〈그림 14〉단추, Aquas- 
cutum(06/07 F/W, www. 
style.com).

44） 이슬아, “패션에 나타난 비즈장식 디자인 연구: 2000년부터 2004까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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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퍼프슬리브, Luisa
Beccaria(07 S/S, www.style.com).

하게 풍긴다. 셔 링은 소매뿐만 아니라 스커트나 칼라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데,〈그림 15〉는 태프타 소재 

로 셔링을 잡아 소매를 풍성하게 만든 퍼프슬리브로 

화려하며 장식적이다.

IV.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

앞에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실루엣, 소재, 색채, 

디테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고찰뿐만이 아니 

라 내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패 

션 자료들을 근거로 특성을 분류한 결과, 각 요소들 

이 강조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루엣이 부각되어 과장된 조형성을 나타냈으 

며, 색채와 디테일이 강조되어 화려한 장식적인 특성 

을 띠었다. 또한 소재를 위주로 여러 요소들이 혼용 

되어 다원적 복고성을 표현하고 있다.

1. 과장된 조형성

실루엣은 패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로 신체에 공간을 형성하고 입혀져서 이루게 되는 형 

태가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 또한, 내부적인 

힘이 가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복합적인 의미 

를 지닌다. 조형예술로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식에서 형태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복식의 조형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복식은 회화나 조각 등 

순수미술과는 달리 옷을 입는다는 물리적, 생활적 기 

능의 충족을 기본적 과제로 삼고 그 위에 심리적 내 

지는 미적인 것을 추구한다佝 그러므로 각기 다른 

디테일을 사용하여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패션 트렌 

드에 따라서 과장, 확대, 축소, 변형 등의 과정을 통 

하여 실루엣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시대마다 심미적 

인 취향이나 미적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당시의 트 

렌드에 따라 패션조형의 특성이 달라진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 

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 과장된 조형성을 지닌다. 확대, 과장된 복식 

은 공간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커지며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어 시선을 끌게 된다.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 

간은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탄성적 공간을 통 

하여 새로운 시각의 복식을 창조하게 된다. 즉, 우리 

의 시각적 인지력에 있어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형이 

나 인체를 내부로 축소시킨 오목한 것보다 공간적으 

로 볼록한 것이 공간과 입체의 확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확대 • 과장형 복식은 주로 허리, 

어깨, 목의 세 부분에 편중되어 이 부분에 대한 과장 

과 확대로，더욱 조이고', '더욱 넓히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확대와 

과장은 좀 더 조형적이어서 구상적인 구조와 추상적 

인 구조로 그 경향이 구별된다的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전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 

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 복식에서도 인체의 곡선 

미를 강조하게 되었고 점차 이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형태가 유행하게 되었다. 복식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무시하고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변해 갔 

으며, 인공적인 양식과 기교를 통한 세련됨과 우아

45) 에리카 티엘(Erika Thiel), 복식과 예술: 예술가와 모드, 양숙희 역 (서울: 교학연구사, 1997), p. 11.
46) 장문호, 복식 미학, (서울: 장학사, 1980), p. 64.
47) 김정숙, “공간조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1.
48) 정옥임, 인체와 피복, (서울: 수학사, 1985),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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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추구되었다的. 이렇게 과장된 형태는 원형의 러 

프나 부채형의 큰 칼라, 폭이 넓은 스커트 등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바로크 시대에는 가발과 루프 장식이 

과장되게 사용되었고 로코코 시대에도 리본 장식과 

함께 넓은 폭의 스커트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위와 같은 과거의 형태들을 

근거로 한 조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복식미는 일정한 형태의 가시적인 아름다 

움으로 표현되었으나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기본 

구성선에서 부풀려진 풍성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 약간의 비대칭, 불균형의 현상이 나 

타나며 풍자적인 개념이 강해진다. 풍자는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而으로 특정한 형식 

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유희적 개념이다. 패션에서의 풍자는 모방, 

왜곡, 강조, 과장, 확대 등의 기법으로 표현되며 디자 

이너의 의도를 새롭게 한다.

19세기 후반 모리스(Morris)의 예술공예운동 이후 

복식은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 

게 되었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부의 확산 등으로 인해 복식 의 실용가치 가 충족됨 에 

따라 미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洵. 그러면서 주관 

적인 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현대 패션의 다양 

한 형태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주관적인 미란 미에 

대한 조건을 주관의 태도 즉, 인간의 정신적인 방향 

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대상을 

객체로 하여 미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정이 유 

입되는 내적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림 16〉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자 

주색의 태프타를 사용하여 실루엣을 과장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혼합을 통하여 형태를 변화 

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그림 17〉에서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러프칼라의 이미지가 빳빳 

한 망사 주름의 과장된 표현을 통하여 강조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레트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으 

로 과장미를 통하여 내재된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또한, 리본을 사용하여 과장된 조형미를 표현한 작품 

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8).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

〈그림 16〉과장된 조형성,〈그림 17〉과장된 조형 

Vivienne Westwood(06/07 성, Jean Paul Gaultier
F/W, www.style.com). (02 S/S, www.style.com).

《그림 18〉과장된 조형성, 

Victor & Rolf(02 S/S, www. 
style.com).

는 커다란 리본을 달아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2. 화려한 장식성

미학적으로 볼 때 장식은 일종의 형식 충동을 계 

기로 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장식이 갖는 미적 효과는 

발생론적으로 원시사회의 여러 예술 현상 속에서 공

49) 박샛별, Op. cit., p. 45.
50)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 190.
51)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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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장식의 발생이 원시사회 

로 거슬러 올라가 보편적 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에 

서 보아도 장식성 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여 모든 예술 분야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构 이러한 본질적인 욕구에 의해서 표면화되는 장식 

성은 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더욱 더 화려한 것 

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적 표현 영역으 

로서 보다 새로운 디자인을 위하여 장식요소들이 조 

화를 이루며 심미적으로 서로 어울리는데 관심을 갖 

게 된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화려한 장식들로 독 

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성 특 

유의 장식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을 거 

부하고 더욱 더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출하게 

된다.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장식은 르네상스, 바로 

크, 로코코를 거치며 더욱 더 화려해졌으며 오늘날 

현대패션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수, 보석 , 레 이 스, 슬래쉬 , 소매 끝에 달린 러 플, 단 

추 등이 의복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바로 

크 시대의 대표적인 장식은 리본, 루프, 태슬 등이었 

다. 로코코 시대에는 장식 예술 분야에서 세련된 예 

술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복식에 있어서도 예술을 중 

요시하는 풍조에 영향을 미쳤고 복식이 개 인의 문화 

척도로 작용하여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 향을 띠 

게 되었다方）.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장 

식들이 현대 패션과 잘 어울리는 모양, 크기, 색상으 

로 화려하게 재창조된 것이다.〈그림 19〉는 로코코 

시대 여성 로브의 스토마커 위에 달려 있던 리본 장 

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소매에 여러 개를 

달아 과거의 사치스러움을 재현하였다. 또한 06 S/S 

의 크리스챤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가 오뜨 꾸 

뛰르에서 발표한 드레스도 여러 가지 디테일을 사용 

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자수와 비즈로 문양을 

만든 벨벳 소재의 소매는 과거의 부귀, 영화를 상징 

하며 드레스 가운데의 비즈달린 좁고 긴 형태는 로 

코코 시대의 스토마커를 연상시킨다. 폭이 넓은 스 

커트와머리 장식, 레이스 소재로 된 소매깃 등에서

〈그림 19> 화려한 장식성,〈그림 20> 화려한 장식성, 

Victor & Rolf[02 S/S, www. Christian Lacroix(07 S/S, 
style.com). www.style.com).

〈그림 21 > 화려한 장식성, 

Rodarte(07 S/S, www.style. 
com).

화려한 장식미를 엿볼 수 있다（그림 20）. 로다르트 

（Rodarte）는 꽃을 연상시키는 장식물을 드레스 전체 

에 달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 21）. 

장식성이 강하게 부각된 드레스로 형식보다 정신에 

우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개성과 다양한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레트로로맨틱은 이성이나 지성보다 직 

관과 감성을 강조하며 과거 의 화려 한 장식을 통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52) 박샛별, Op. cit., p. 8.
53) 박샛별, Op. cit.,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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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원적 복고성

현대는 합리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 

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 

회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는 시기이다. 패션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패션에서도 다 

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공존하게 되었다").

패션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식 

이며 시각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 

한 힘을 갖고 있다%). 또한 패션은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서로 교차, 중첩되어 사용됨으로써 의미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성(gender) 이나 T(time), P(place), O(occasion) 

등으로 이들이 각각 조합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레트로로맨틱의 복고적 성향은 시간성의 개 

념이 강하게 부각된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 

간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은 크게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역 

사관과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시간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에서의 복고적 요소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즉, 과거를 풍미하였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에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새로운 기술, 현대적 디자인 

과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 

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장식, 헤어 스타일, 액세서리 등이 함 

께 출현하기도 한다叫 이러한 다원적 복고주의는 체 

계적인 사고와 구별되는 대립적인 유형의 사고 형태 

이면서 모든 개념과규범의 상대성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응용 

하여 의복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构. 레트로로맨틱은 역사속

〈그림 22> 다원적 복고성,〈그림 23〉다원적 복고성, 

Christian Dior(07 S/S, Haute Junya Watanabe(07 S/S,
Couture, p. 32). www.style.com).

〈그림 24> 다원적 복고성, 

Victor & Rolf泌2 S/S, Haute 
Couture, p. 32).

54) 배정민, 김영삼,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복식문화연구 

14권 4호 (2006), pp. 657-658.
55) 앤드류 투커, 탬신 킹스웰, 패션의 유혹, 김은옥 역 (서울: 예담, 2003), pp. 8-9.
56) 주미영, 김영인,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복식 56권 6호 (2006), p. 2.
57) 나현신, 전혜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챤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2000), p. 466.
58) 박윤정, 양숙희, Op. cit.,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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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고적인 모든 요소들이 임의적으로 절충과 융합 

을 이루어 나타난 형태로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 

기에 충분하다叫.〈그림 22〉는 로코코 시대의 양옆 

이 직각으로 퍼진 형태의 로브인 만투아＜mantua)에 

서 발상된 크리스챤 디오르의 드레스로 실루엣, 소 

재, 디테일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잘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실루엣은 특정 부분을 부풀림으로써 오히려 여 

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며 과거를 재현하는 분위기 

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표현한다. 07 S/S 

에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과거의 직물 문 

양과 리본, 자수 장식 그리고 로코코 시대의 헤어 스 

타일을 성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은유적 암시를 통 

하여 표현하였다(그림 23),〈그림 24〉는 바로크 시대 

의 러프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선행 양식의 단순한 모 

방이 아니라 선택, 취합, 절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V. 결 론

레트로는 사회 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드러나는 정 

신적인 빈곤함을 과거 인간 중심의 감성적 언어로 충 

족시키는 것으로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레트로 현상은 채용의 과정을 통하여 

선행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의 형식으로 풍 

자되며 사회동조 현상으로 재창조되어 전파된다. 로 

맨틱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형식보다는 정신적인 것 

을 중시하여 감정, 직관, 느낌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 

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각기 다른 개체들이 결합함으 

로써 무한한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레트로로맨틱은 과거 양식의 재현, 재창 

조의 과정을 인간 중심의 감성적 언어로 충족시키며 

과거 양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 

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의 흐름뿐만이 아 

니라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현대 패션에서 레트로로맨틱의 등장은 현대인의 가 

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레트로 

로맨틱 패션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본능과 함 

께 시대적, 공간적, 상황적 현상의 모든 요소들이 반 

영된 것으로 근세의 르네상스시대부터 근대 로맨틱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장식적인 디테 

일들이 자유롭게 결합되는 스타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고 

찰을 통하여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레트로로맨틱 패 

션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에는 과장된 조형성이 있 

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 

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 과장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과장된 복식은 

공간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커지며 어느 한 부분이 강 

조되는데 이때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은 함축적 의 

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의 패 

션을 창조하게 된다.

둘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화려한 장식성을 지닌 

다. 미학적으로 볼 때 장식은 일종의 형식충동을 계 

기로 하는 예술이며 장식이 갖는 미적 효과는 여러 

예술현상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레트 

로로맨틱 패션에서도 화려한 장식을 통하여 현대사 

회의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더욱 더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줄하여 새로운 심미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다원적 복고성을 나타 

낸다. 현대는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 

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특 

히 패션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어 사 

용되고 있다. 시간성이 반영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서는 과거를 풍미했던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 

이 현대적 재질, 기술, 디자인과 결합함으로써 역사 

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재창조되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봄으로써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구체적인 자료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었 

다. 앞으로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59) 김현진, 간호섭, ''현대 Retro 패션에 나타난 Mix & Match Style에 관한 연구: '03 s/s~'O4 #w까지의 최근 레트 

로 경향 중심으로,'' 디자인포럼21 21권 7호 (2004),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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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레트로로맨틱 패션이 패션 트렌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잡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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