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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origin of name 'Watteau gown' which is

controversial by analyzing a Watteau gown, represented in the paintings by Jean Antoine

Watteau, an artist in the Rococo era, and clarify the shape and composition of a Watteau

pleats which characterizes the Watteau gown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silhouette of the Watteau gown. Theoretical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was

simultaneously conducted. The theoretical review considered social backgrounds from late

17th century to early 18th century when Watteau actively worked and a background of

forming the style of Fete galante.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sampling 106

pieces of costume from Watteau's 65 paintings collected and classifying according to

morphological shapes and composition.

Based on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the Watteau gown was very prevalent as

women's costume early in the 18th century. The Watteau gown, robe volante, robe

battante, sack gown and robe à la Française were developed and modified from one gown

which started from the same source in some conne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it defines the origin of Watteau gown and Watteau pleats found in women's

costume in the Rococo er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actical use of

costume elements of 18th century which are beautiful and artistic in aesthetics as the

source of contemporary fashion.

Key World 와토 가운 앙투완 와토: Watteau gown ( ), Antoine Watteau ( ), Baroque style

바로크 양식 로코코양식( ), Rococo sty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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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예술과 복식은 색채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 표현예

술로 두 분야 모두 미적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 예술과 복식이 접목되어 또 다른.

예술의 결과를 낳기도 하고 복식이나 디테일의 명,

칭으로 화가의 이름이나 작품의 제목을 붙이기도 한

다 이러한 예로는 더치 칼라 피에. (Dutch coallar),

로 블라우스 사브리나 드레스(pierrot blouse),

와토 가운 등이(Sabrina dress), (Watteau gown)

있는데 대부분의 복식명칭과 유래 및 디자인 형태,

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와토 가운은 유래나 형태에 있어 복식사가

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며 다양,

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와토 가운은 화가.

인 장 앙투완 와토' (Jean Antoine Watteau;

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대부1684-1721)'

분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와토 가운과 무관하다,

는 주장도 있어왔다1) 패션 큰 사전 에 정의된.「 」

와토 가운은 프랑스의 화가 와토의 그림에 주로‘ ’

묘사된 가운 스타일로 세기 초에 유행한 드레스이18

며 뒤판에 풍성한 박스 플리츠가 있는 가운으로 제,

시되었다 또한 와토 플리츠는 뒤판의 어깨 요크에.

서부터 밑단까지 박스 플리츠를 잡아 자연스럽게 늘

어지게 만든 주름의 형태로 정의하였다2) 복식대사.「

전 에 정의된 와토 가운의 명칭은 프랑스 화가인」

와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며 형태로는 가운의,

뒷 목부분에서 웨이스트라인 정도까지 접혀진 폭넓

은 박스 플리츠가 바닥까지 늘어지는 실루엣으로 제

시하였다3).

와토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회화에 표현된 많

은 여성이 풍성한 주름이 잡힌 가운을 착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가운의 명칭은 화가.

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와토 가운이라 불렸다는 견' '

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와토 가운의 명칭과 형.

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복식사가들 간에 상당한 논

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

는 와토 가운 명칭의 유래와 구체적인 형태를 실증

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계획하

였다.

와토 가운의 형태 및 명칭에 대한 복식사가 및 선

행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식학자인.

블랑셰 페인 은 와토가 그린 제르(Blanche Payne) “

생의 간판 에 표현된(Gersaint's Shopsign, 1721)”

복식을 예로 들어 가운의 명칭이 화가인 와토의 이,

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와토 플리츠.

의 형태에 대해서는 등 부분의 양(Watteau pleats)

쪽에서 한 겹의 주름 한 개씩을 잡아서 만든 더블

박스 플리츠를 지칭한다고 하였다4) 또한 제임스 레.

이버 에 의하면 와토 가운은 루이(James Lever) 14

세 통치기 말년에 나타난 등 쪽에 작은 박스 플리츠

가 있는 새로운 가운 형태로 등 부분의 주름을 색, '

백 혹은 와토 플리츠라 칭하였다고 한(sack back)' ‘ ’

다 또한 형태 측면에서 두 겹 혹은 세 겹으로 잡힌.

박스 플리츠가 뒤 목 부분부터 헴 라인까지 늘어진

가운을 와토 가운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 가운의 명.

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와토의 그림 속에 등장한 거

의 모든 여성들이 착용했음으로 뒷받침하였다5) 반.

면 프랑스와 부셰 는, (François Boucher) 와토 가운‘ ’

을 와토의 그림이나 화가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색

가운 이라고 하였다(sack gown) 6).

국내 연구자 정흥숙7) 신상옥, 8) 배수정, 9) 고애란,
10) 등은 명칭에 관해서 와토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

여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형태.

에 관해서 정흥숙은 뒤 부분에 주름이 풍성한 가운

을 와토 가운으로 보고 주름이 앞과 뒤로 풍성하면,

로브 볼랑트 앞은 꼭 맞고 뒤 부분만 주름이 풍성,

하면 로브 아 라 프랑세즈로 분류하고 있다 신상옥.

은 뒤 목둘레에 큼직한 두 개의 맞주름이 있는 가운

을 와토 가운으로 보았고 로브 볼랑트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수정은 가운의 앞부분은 꼭 맞고 등 부분.

에 주름이 있어 넓게 퍼지는 가운을 와토 가운으로

보았고 뒷부분과 앞부분 모두 풍성한 주름이 있는,

가운을 로브 볼랑트라고 하였다 반면 고애란은 상.

체 부분이 몸에 꼭 맞고 뒷 목선에 와토 플리츠가

달린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와토 가운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앞과 뒤가 모두 풍성한 형태를 로브 볼랑,

이라고 하였다.

세기 여성 로브 중 와토 가운과 관련된 선행연18

구들을 살펴보면 세기 판화에 나타난 프랑스,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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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 로브의 유형변화와 패턴에 대해서 다룬 김

양희11) 김정의 연구, 12)와 근세 화가들의 초상화에

나타난 서양 여성 복식을 다룬 김종숙의 연구13),

세기 프랑스 회화작품에 표현된 복식을 유형18-19

과 시대에 따라 분석한 전인옥의 연구14) 등이 있었

고 로코코시대의 복식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와토,

가운의 플리츠 및 장식요소 디테일을 이용한 작품,

을 제작한 남정화15) 이지현, 16) 조정문의 연구, 17) 등

이 있었다 학술지로는 와토 플리츠에 관한 김문숙.
18)과 허갑섬19)의 연구가 있었다.

이렇듯 와토 가운은 세기 여성 복식의 하나로18

써 주로 형태 위주 및 디자인에의 응용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로코코 시대 여성복식에 나타

난 등 부분의 풍성한 주름의 명칭으로 와토 플리츠' '

나 백 색 색 백 이러한' (back sack)', ‘ (sack back)’,

형태의 주름이 있는 가운을 와토 가운 색 가운‘ ’, ' ', '

로브 볼랑트 로브 바탕트(robe volante)', ‘ (robe

로브 아 라 프랑세즈battante)', ' (robe à l

등의 다양한 명칭과 복식학자들의 서로française)'

다른 견해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 프랑스 화가인18

장 앙투완 와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을

중심으로 이 복식이 와토 가운이라고 불리게 된‘ ’

명칭의 근거를 밝히고 회화에 묘사된 와토 가운을,

구성 및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밝

히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

행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

과 예술사적 배경 및 와토의 회화양식에 관련하여

국내 외 서적 및 관련논문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ㆍ

실증적 연구에서는 와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여성

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와토 가,

운이라 불리게 된 유래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와.

토의 회화에 표현된 여성복식을 분석하기 위해 와토

의 회화작품집 “Antoine Watteau”20),

“WATTEAU”21)을 중심으로 점의 회화작품을 선정65

하였고 이 중 형태가 분명치 않은 복식을 제외한,

총 점의 여성복식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회화의106 .

제작 연대에 따른 가운의 형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동시대 프랑스 화가들 중 부셰와 프라고나르의 작품

을 와토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후 수치를 비교하,

여 와토 가운 명칭의 근원에 대해 밝혔다 동시대의.

여러 화가 중 부셰와 프라고나르를 선정한 이유는,

이 세 명의 화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활

동하였고 왕립미술아카데미의 영향을 받아서 회화,

적 표현기법이나 추구하는 양식이 비슷하였기 때문

이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와토가 활동하였던. 17

세기 말부터 세기 초까지를 중심으로 하였다18 .

로코코 시대의 사회적 배경II.

정치 경제적 배경1. ㆍ

세기 로코코 시대는 보통 세 시기로 분류된다18 .

초기는 루이 세가 서거한 후 당시 나이 세인 루14 5

이 세 대신 필립 오를레앙공15 (Philipe d'Orleans,

이 섭정하던 시기인 년 중1674- 1723) 1715-1725 ,

기는 루이 세의 직접적인 통치기인15 1723-1774

년 후기는 루이 세가 왕위에 오른 시기인, 16

년까지로 구분 된다1774-1792 22) 본 연구에서는 앙.

투완 와토가 살았던 시기에 중점을 두고 세기 바, 17

로크시대 후기부터 세기 로코코 시대 초기까지를18

중심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고찰하였다 출생년도와.

작품시기에 따라 와토를 세기 화가로 볼 것인지17

세기 화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18 23),

본 연구에서는 와토의 주요 활동시기 및 회화에 표

현된 기법이나 화풍이 로코코양식에 가깝다고 판단

하여 세기 화가로 분류하였다18 .

와토가 활동했던 세기 초기는 루이 세18 14 (Louis

재위 의 영향으로 호화 장대한; 1643-1715) ,ⅩⅣ

것을 추구하였으며 권력과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절대주의의 시기였다. 루이 세는 년간의 통치기14 54

간 중 년간 전쟁을 벌임으로써 년경에 프랑37 1680

스 왕정 예산의 절반을 통치 말기에는 분의 을, 4 3

잃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재정난을 초래하.

였으며 물가는 하락하였고 정치적 상황은 악화되, ,

었다24)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

기에도 불구하고 루이 세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14

강조했으며 자신을 꾸미는 것에 치중하였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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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호화스러움을 추구하여 거대한 가발이나 화

려한 레이스로 장식한 복식을 즐겨 착용하였다 이.

러한 루이 세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사치를 조장14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25) 루이 세의 통치 말. 14

기에도 열악한 사회적 상황은 지속되었다 잦은 전.

쟁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은 경제적 재정난에 시달

렸다 이러한 상황에 세기 말부터 계절의 영향으. 17

로 인해 대흉작의 시기가 되었고 물가는 급등하였,

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신흥귀족들과 상.

류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26).

이후 루이 세의 서거로 인해 루이 세가 왕위14 15

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는 당시 세인 어린나이로, 5

섭정이 필요했다 루이 세는 조카인 필립을 섭정. 14

으로 책봉하면서도 섭정참사회를 만들어 필립의 권,

력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세. 14

통치 말기부터 이어온 잦은 전쟁 베르사유 궁전의,

건설 궁정생활의 지나친 사치와 낭비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설상가상으로 필립,

은 국가적 난항에 대한 재정비와 정치보다는 쾌락적

인 생활을 추구하였다27).

이 시기 권력을 거머쥔 필립은 베르사유 궁정에서

튈르리 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Tuileries) ,

향략적 유희와 자유로운 사상의 새로운 문화를 조성

하였다 또한 튈르리 궁의 주변환경과 실내장식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바로크양식에서 탈피하여 로코코양

식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28) 프랑스 왕권은 겉.

으로는 루이 세의 절대왕권체제를 이어나간 것처14

럼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통치체제를 비판하,

며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다
29).

이처럼 화가인 와토가 활동하던 시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고 예술사조상, ,

으로는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시

기였다.

예술 문화사적 배경2. ㆍ

바로크 양식은 프랑스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

당시 프랑스는 절대주의 국가로 권력과 부를 과시,

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절대주의와 부를 과시할 수.

있었던 예술 분야는 건축과 미술이었다 건축에 있.

어 프랑스 왕정의 절대주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건축물로는 그림< 1>30)에 제시된 베르사유 궁전

을 들 수 있다 이 궁전은(Chateau de Versailles) .̂
절대주의의 권위와 위엄을 함축하고 있는 세기의17

대표적인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베르사유 궁전 드로잉 룸< 1> , 1682,

-Versailles, pp.60-61.

바로크양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배경에

는 년에 설립된 프랑스아카데미1634 (Académie

가 있었다 프랑스아카데미의 설립 배경은française) .

첫째 프랑스어의 정확한 육성과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였고 둘째는 문학과 연극에 대한 이론적 정,

립이었다 한편 프랑스아카데미에 이어 미술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관인 왕립미술아카데미' (Académie

가 년에 설립되었다 왕립미des Beaus-Arts)' 1648 .

술아카데미는 프랑스아카데미의 회원들과 동등한 권

리를 가지고자 그 분야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원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부.

여하는 특권을 법령화하였고 왕립미술아카데미는,

인체데생과 원근법 묘사법 해부학 등 좀 더 과학, ,

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 이론을 추구하였다 특히 데.

생과 같은 실기 교육에 있어서 왕실의 요구와 부합

되는 취향과 미술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의적인 작품을 탄생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유명

한 미술가를 거의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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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세기의 로코코17 18

양식은 표현의 측면에서 색채와 음영 감성을 중시,

했으며 당시의 감각적이고 쾌락추구적인 정서가 반,

영되었다 로코코 는 로카이유 조. (Rococo) (rocaille;

개껍데기나 작은 돌을 사용한 장식 라는 단어의 어)

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하고

화려한 표면장식이 특징32)이며 귀족적인 취미가 그,

대로 양식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 로코코양식을.

여성적이라고 보는 관점도 로코코양식이 경쾌하고

감각적이며 귀족적 성향을 함축하고 있는 점에서 기

인한다 실제로 로코코 시대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살롱에서 사교문화가 부흥하였던 시기였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자 여성 취향으로 화

려하게 꾸민 로코코 풍의 살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는데 이 또한 장엄한 바로크양식이 여성적이고 섬,

세한 로코코양식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3).

이 시기 사회적 배경인 궁정의 몽환적인 우아함과

즐거운 삶의 양식은 화가인 앙투완 와토의 작품들에

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당시 로코코 귀족사회의.

우미함을 화폭에 표현했던 장 앙투완 와토는 1717

년에 왕립미술아카데미에 등록되었는데 이때의 등,

록 작품인 시테라 섬 순례 는 로코코 미술의 특성< >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작.

품은 공식적으로 페트 갈랑트 사랑의' (fête galante;

향연 라고 기록된 최초의 회화였다 와토는 귀족의)' .

연애적 유희인 페트 갈랑트를 주제로 사랑과 쾌락' '

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환상적인 이상향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 후 이러한 화풍이 페트 갈랑트 화풍. ' '

으로 정착되었고 여러 화가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 ,

었다34).

이처럼 로코코 초기 회화는 곡선적인 섬세함과 여성

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페트 갈랑트 회화 양식의‘ ’

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앙투완 와토의 작품세계III.

와토의 생애1.

앙투완 와토는 년 프랑스 서북부 발랑시엔느1684

에서 태어났다 당시 발랑시엔느에는(Valenciennes) .

루벤스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어 와토는 자연스럽게,

루벤스 회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와토는 살이. 18

되던 해인 년에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1702

파리로 갔으며 년 뒤인 년에 이탈리아 극장, 3 1705

장식가인 클로드 질로 의(Claude Gillot; 1673-1722)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질로는 이탈리아.

즉흥극의 코믹한 장면들과 오페라 장면 등을 주로

그린 무대배경 장식가였다 그는 여성적인 우아함을.

갖춘 세기 퐁텐블로파 양식을 선16 (Fontainebleau)

호하였는데 당시 퐁텐블로파는 이탈리아 화가들뿐,

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프랑스 화가 등이 모인 예술

가 집단으로 세밀한 사실주의기법을 추구하였다35).

이러한 양식을 추구한 질로의 소묘 방식과 주제

선택이 와토의 회화작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질로는 무대배경 장식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

품에 표현된 기법과 색채를 실재에 가깝게 표현하였

고 인물의 동작은 다소 과장적이며 인위성이 묻어, ,

났다 당시 와토는 연극무대를 관찰하면서 질로와.

같이 실재적인 효과를 내고자 모든 분장과 도구 및

무대장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분장한 얼굴. ,

화려한 의상과 인공조명에 의해 비치는 그림자를 통

해 빛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얻었다 당시 와토는.

연극주제화를 그리면서 회화기법과 구도를 습득하였

고 배우가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코메디아 델 아르,

테 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Comedia dell' Arte) 36).

이후 와토는 년부터 유명한 장식가인 클로드1708

오드랑 의 밑에서 일하(Claude Audran; 1658-1734)

게 되었다 와토가 질로에게서 세부표현법 즉 인물. ,

묘사나 실재적인 표현기법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드,

랑은 와토의 독자적인 회화양식 형성의 기반을 제공

해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와토는 우아함을 추구하.

는 유유자적한 동작과 풍경화에서도 풍경보다는 인

물의 구도에 중점을 두었다.

년에 왕립미술아카데미 학생이 된 와토는 실1709

제 인물을 보고 드로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왕립미술아카데미에는 해마다 시험을 통해 재

능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와토는 여

기에서 등상을 받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그2 ,

계기로 왕립미술아카데미의 교수직을 제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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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토는 이전에 그린 자신의 드로잉과 그림들을 왕립

미술아카데미에 제출하였고 그것들을 본 프랑스 미,

술계의 대부인 샤를르 드 라포스(Charles de la

의 동의 하에 그는 년에 왕Fosse; 1636-1716) 1712

립미술아카데미의 정식 교수직에 임용되었다37).

당시 왕립미술아카데미에는 루이 세의 절대주의14

와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듯,

데생 중심의 푸생의 화풍이 추구되고 있었다 푸생.

은 고전주의에 본질을 두고 구도에 있어 균형과 질,

서를 추구하였다 푸생의 화풍은 전체적 구도와 인.

물간의 배치에서 균형과 질서를 중요시하였다 와토.

는 이탈리아화 되어버린 프랑스 회화를 변화시키고

자 구성중심의 푸생 화풍에서 색채중심의 루벤스 화

풍을 받아들이면서도 프랑스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38) 와토는 무대 공간구조를 회화 구도에 적용시켰.

고 기법으로는 흐릿한 붓 터치와 밝은 색채의 조화,

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와토의 이러한.

회화양식은 세기 프랑스 미술의 일반적 경향이 되18

었고 페트 갈랑트 양식으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부, ‘ ’

셰와 프라고나르로 계승 발전되었다.ㆍ

페트 갈랑트 양식2.

페트 갈랑트는 프랑스어로 사랑의 향연 이라는‘ ’ ‘ ’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세기를 대표하는 회화양식이, 18

다 페트 갈랑트화는 정원이나 목가적인 배경 속에.

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유

희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우아하고 귀족,

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화풍을 일컫는다39).

페트 갈랑트는 로코코 시대에 와토가 창시한 화풍

으로 그가 제출한 왕립미술아카데미의 입회작인,

그림< 2>40)의 시테라 섬 순례 에서 기초가 형성되< >

었다 와토가 왕립미술아카데미에 이 작품을 출품할.

때 제목은 시테라 섬 순례 였으나 역사화 혹은 신< >

화화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카데미측에

서 제목을 페트 갈랑트 로 변경하였다“ ” 41) 와토의.

회화 특징은 옷 주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그림. < 3>42) 그림 의 경우 인물의 동, < 4>

작에 따른 복식의 주름형태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

다 이와 더불어 인물들의 얼굴 표정과 동작들을 실.

재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와토는 년에 그린 시테라 섬 순례 에1717 < >

이어 년에 그림 에 제시된1719 < 5> 시테라 섬으로<

의 출범 을 그리게 된다 이 두 작품은 같은 주제이> .

지만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시테라 섬으로의. <

출범 을 원작인 시테라 섬 순례 와 비교하면 순> < > ,

례를 떠난 남 녀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 여신상· , ,

큐피트 등이 증가하였고 우아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장면 묘사로 인해 페트 갈랑트 양식에 더욱 가깝게

표현되었다 그는 회화 속에서 나무 꽃 구름 그. , , ,

외의 자연적 요소들과 조개 모티브 아름다운 연인,

들을 묘사하여 로코코양식의 장식요소들을 적절히

혼합한 페트 갈랑트 양식을 구현하였고 자신이 바' ’ ,

라던 세계의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 와토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사

랑의 축제와 정원의 테마 및 색채나 구도 등을 자신

의 스타일과 당시 프랑스의 시대상에 맞는 페트 갈‘

랑트 양식으로 탄생시켰다’ .

와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IV.

와토 가운 분석

앙투완 와토의 회화작품은 주로 년부터1707 1721

까지 그려진 것이고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페트 갈,

랑트화 연극주제화 성서화 군사화 풍경화 인물, , , , ,

화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와토 회화작품의 주제별.

빈도는 표 에 제시되어 있는데 페트 갈랑트화가< 1>

로 가장 높았으며 연극주제화는 점으로39.3% , 12

의 비중이었다 인물화는 의 비중으로18.1% . 13.6%

주로 악기 연주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묘사되었

다 또한 성서화 군사화 풍경화는 각 점으로. , , 6

의 비율을 나타냈다 성서화는 대부분 왕립미9.0% .

술아카데미의 영향으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사화는 와토가 고향인 발렌시엔느에서 년경1710

에 주로 그린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회화에.

묘사된 와토 가운의 형태적 특성과 명칭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4 5

134

그림 시테라 섬 순례< 2> , 1717

-WATTEAU, pp.50-51.
그림< 3> Party of four, 1713

-Antoine Watteau, p.50.

그림< 4> Pierrot Content, 1712

-WATTEAU, p.42.
그림 시테라 섬으로의 출범< 5> , 1719

-Antoine Watteau, p.69.

와토 가운 의 형태1. (Watteau gown)

와토 가운은 명칭이나 형태 등 여러 면에서 복식

사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왔고 특히 명칭보다,

형태에서 더욱 견해차가 컸다 이러한 일치하지 않.

는 주요한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와토 가운에 있는 플리츠의 시작점이 어깨,

부터인지 뒷 네크라인부터인지에 대해 논쟁이 많았,

다 제임스 레이버는 주름의 시작점에 대해 그림. <

처럼 네크라인부터 시작하여 어깨 아래에서 합쳐6>

진 주름을 색 백 혹은 와토 플리츠라고(sack back)

정의하였다43) 또한 블랑셰 페인은 그림 처럼 뒷. < 7>

네크라인에서 스커트 밑단까지 길게 늘어지는 주름

을 와토 플리츠라 하였고 어깨에서 이어지는 플리,

츠에 대해서는 색크 라고 칭하였다(sack) 44) 프랑스.

와 부셰는 년 이후에 나타난 색 가운의 특징으1715

로 등 부분의 개더나 주름이 어깨에서부터 잡혀서

바닥까지 늘어뜨려지는 플리츠를 들어 설명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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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앙투완 와토 회화작품의 주제별 빈도표< 1>

주 제 회화 작품 빈도 비율(%)

페트

갈랑트화
26 39.3

연극

주제화
12 18.1

인물화 9 13.6

성서화 6 9.0

군사화 6 9.0

풍경화 6 9.0

기타 없음 1 1.5

먼저 와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플리츠는,

주로 그림 에서처럼 양 어깨에서 시작된< 7, 8, 9>

주름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풍성한 실루엣이 특징인.

로브 볼랑트는 몸에 꼭 맞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 입거나 뒤로 넘겨 입는 착장정도에 따,

라 주름의 시작점을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그림. , <

에 표현된 복식의 경우는 주름의 시작10, 11, 12>

점이 뒷 네크라인이 분명하지만 여성복식 중 대부분

의 경우 주름의 시작점이 어깨인지 뒷 네크라인인, ,

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모호하였다 회화에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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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토 플리츠는 대부분 어깨에서 시작되었고 뒷 네,

크라인도 약간 보인다 그러나 회화에 표현된 시각.

자료로 주름 시작점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

려웠기 때문에 그림 에 제시된 세기 가< 13, 14> 18

운의 도식화와 패턴을 확인한 결과 어깨와 뒷 목둘,

레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와토 가운에 대한 주름의 시작점은 같은

형태의 주름에 대한 다른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등 부분에서 와토 플리츠에 의

해 풍성한 실루엣을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와토 플리츠의 제작 형태에 대한 것이 있다, .

블랑셰 페인은 양쪽에서 한 겹 주름 한 개씩을 잡아

서 만든 박스플리츠나 개의 겹친 주름들을 박스2~3

플리츠 양쪽에서 약간 떨어지게 잡은 형태로 가운의

플리츠를 설명하였다46) 제임스 레이버는 네크라인.

부터 어깨 아래로 겹의 작은 박스 플리츠를 와2~3

토 플리츠로 칭하였고 와토의 회화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뒷받침

하였다47) 이것은 실제로 그림 에서. < 7, 10, 11, 12>

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부셰는 뒤 네크라인에. ,

풍성한 개더나 플리츠가 잡힌 것을 백 색 혹은 색‘ ’ ‘

그림 어깨에서 시작된< 7>

와토 플리츠 년, 1716

-Antoine Watteau, p.86.

그림 어깨에서 시작된< 8>

와토 플리츠 년, 1718

-Antoine Watteau, p.91.

그림 어깨에서 시작된< 9>

와토 플리츠 년, 1720

-WATTEAU, p.82.

백 으로 칭하였고 이러한 가운을 색 가운이라고 하’ ‘ ’

였다48) 이와 다른 형태의 것으로 그림 에 표. < 15>

현된 플리츠는 네크라인에서 시작되었으며 앞 뒤, ·

네크라인에서 개더와 유사한 주름 형태로 제작되어

전체적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나타낸다 주름의 형태.

를 연대순으로 살펴 본 결과 년대로 갈수록 점, 1720

차 주름이 정형화되고 여러 가운과의 주름의 유사성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와토 가운의 실루엣에 관해 살펴보면 전체, ,

적으로 풍성한 실루엣과 앞판은 타이트하고 등 부분

은 풍성한 두 가지 실루엣이 나타난다 로코코 시대.

초기에 나타난 와토 가운은 앞뒤로 깊게 잡힌 주름

으로 인해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상 하의가 하. ㆍ

나로 연결된 원피스 구성으로써 로브 자체가 커다란,

와토 플리츠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와토 가운은.

그림 처럼 뒷 목둘레선 혹은 어깨선에서 큼< 15, 16>

직한 주름이 잡혀져 있어 밑단까지 넓게 퍼지는 텐트

형태의 실루엣을 가진 반면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그림 처럼 등 뒤에 잡힌 플리츠는 같으나 상< 8, 17> ,

체의 앞판은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로브의 안쪽에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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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과 같은 허리 조임 장치가 되어 있었다18> .

수집된 도판의 년대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풍

성한 실루엣의 와토 가운과 앞판이 타이트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년대 말과 년대 사이에1710 1720

서로 혼용되어 착용되다가 점차 풍성한 형태가 사라

지고 로브 아 라 프랑세즈와 같은 형태로 정착된 것

그림 와토 플리츠< 10> ,

년1718 -Antoine Watteau,
pp.14-15.

그림 뒷 네크라인의< 11>

와토 플리츠 년, 1716

-WATTEAU, p.53 .

그림 뒷 네크라인의< 12>

와토 플리츠 년, 1720

-WATTEAU, p.82.

그림 와토 플리츠< 13>

구성형태, - 세기17-18
판화에 나타난 프랑스
여성복식연구, p.52.

그림 와토 가운 패턴 년< 14> , 1755-1770

-Revolution in Fashion:1715~1815,
p.130.

그림< 15>

네크라인에서 시작된

와토 플리츠 년, 1717

-WATTEAU, p.23.

으로 보인다 이는 년대 이후 풍성한 로브 볼랑. 1730

트 형식의 가운은 거의 사라진 반면 세기 중반에, 18

는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주를 이루는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토 가운 혹은. (

로브 볼랑트 과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실루엣은 서)

로 다르지만 그 원류는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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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기 초반의< 16>18

로브 볼랑트

-COSTUME DESIGN, p.305.

그림 세기 중반의< 17> 18

로브 아 라 프랑세즈

-COSTUME DESIGN, p.305.

그림 와토 가운 내부< 18> ,

1745-1755

-Patterns of Fashion I, p.28.

와토 가운 명칭의 유래2.

와토 가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모두 와토 플리츠가 있는 경우 와토 가

운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

세기에 와토 플리츠가 있는 가운은 와토 가운 로‘ ’, ‘

브 볼랑트 로브 바탕트 색 가’, ‘ (robe battante)’, ‘

운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등으로 정리된다 앞의’, ‘ ’ .

네 가운은 형태적으로 같으면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로브 아 라 프랑세, ‘

즈 는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

서는 와토 플리츠가 있으면 모두 와토 가운이라는

전제 하에 와토 가운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로브 바탕트 혹은 로브 볼랑트 색 가운 로( , ) ,

앞부분은 타이트 하고 등 부분은 여유가 있으면 로

브 아 라 프랑세즈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가운.

의 정확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로브 볼랑트 (robe volante or robe battante)

풍성한 실루엣이 특징인 로브 볼랑트는 주로 양

어깨선과 동일선상에 있는 앞 뒤 목둘레에 커다란ㆍ

맞주름이 잡혀 있으며 이 주름의 볼륨이 스커트 단,

까지 넓게 퍼지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가운은 루.

이 세 시절 프랑스 제일의 미인이었던 몽테스판14

부인 이 임신(Madame de Montespan; 1640-1707)

중에 입었던 넓은 실내복에서 유래한 것으로49) 당,

시의 향락을 추구하는 시대적 영향으로 임신한 사실

을 숨기고 싶어 한 여성들의 생활양식과 맞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50) 또한 프랑스의 여배우인 당쿠르.

부인이 테렌스(Madame de Dancourt; 1661-1725)

의 비극 에서 여주인공 아드리엔(Terence) ‘Andria’

느 의 역할을 맡으며 입었던 그림 와(Adrienne) < 19>

같은 복식에서 유래해 아드리엔느 가운으로 불리기

도 하였다51).

이 가운은 앞 뒤에 모두 와토 플리츠가 있어서ㆍ

전체적으로 풍성한 형태였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옷

자락이 율동적으로 너울거렸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볼랑트 너울거리다 와 바탕트 나(volante: ) (battante:

부끼다 라는 용어가 의복에 사용되었고 로브 볼랑) ,

트 또는 로브 바탕트(robe volante) (robe battante)

로 불리웠다.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고 편안한 로브 볼랑트는 주

로 일상복으로 애용되었고 외출복으로 착용 시 단,

정하지 못한 실내복같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

러나 복식 앞 뒤의 주름이 스커트 자락을 너울거리ㆍ

게 하여 그 모습이 매우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

내 당시에는 널리 유행한 복식이었다52) 또한 정기.

간행 판화 르 메르퀴르 년 월호(Le Mercure) 17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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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드리엔느 가운 년< 19> , 1729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295.
그림 로브 볼랑트< 20> ,

년1718 -Antoine Watteau,
p.116.

에는 로브 볼랑트가 주를 이루고 다른 로브들은“ ,

보이지 않는다 넓고 뒤가 길게 끌리며 아름답다... .”

라고 기록되어 있어53) 년대까지는 풍성한 실루, 1720

엣을 이루는 로브 볼랑트가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에서도 풍성한 가운의 실루엣을< 20>

볼 수 있는데 그림 에 제시된 가운과 달리 가, < 19>

운의 앞을 리본으로 느슨하게 여미고 있다 이처럼.

로브 볼랑트의 특징은 풍성한 와토 플리츠가 의복의

앞 뒤에 잡혀 전체적으로 라인의 실루엣을 이룬다· A

는 것이다 대부분 밝고 화사한 색의 문양이 거의.

없는 옷감을 사용하며 네크라인과 가슴에 리본 장식

이 있고 소매 끝단에 러플 장식이 있었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양 어깨부터 시작된 의복 전 후의ㆍ

와토 플리츠로 인해 전체적으로 자형 실루엣을 이A

루고 있으며 자형이나 가슴이 보일정도로 깊게 네U

크라인이 파여 있고 소매는 팔꿈치 길이의 여유 있,

는 넓이로 끝단에는 러플장식이 달려있는 스타일로

로브 볼랑트를 구분하였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2) (robe à la Française)

와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등 부분에 와토 플리츠가 있으나 상체는 타이트한

형태로 로브 볼랑트와는 다른 실루엣을 보인다 풍.

성한 실루엣으로 인해 신체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로브 볼랑트와는 달리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여성

스러운 곡선미가 드러나는 가운이었다.

그림 의 여성은 가운의 앞 중심에 스토마커< 21>

를 착용하였으나 스커트의 앞 중심이(stomacher)

트여있지 않은 형태이다 그러나 오른쪽 소매 뒤에.

등에서 내려온 와토 플리츠가 보이므로 로브 아 라

프랑세즈임을 알 수 있고 상체의 타이트함의 정도,

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형태이다 넉넉한 가운의.

소매 밑에 겹의 앙가장트 가 달려있2 (angageantes)

고 스커트는 풍성한 주름을 이루는 부드러운 곡선,

으로 묘사되어있다 그림 에 제시된 복식은 가. < 22>

슴이 보일 정도로 깊은 자형 혹은 스퀘어 네크라U

인에 타이트한 허리선을 보이고 있으며 앞가슴은 꽃

으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매의 앙가장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스커트 앞 중심이 닫혀 있,

는 것으로 보아 로브 아라 프랑세즈로 변화되는 과

도기적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와토의 회화작품에 묘사된 로브 아 라 프

랑세즈는 초기형태의 것으로써 밝은 색상의 옷감에,

꽃이나 리본으로 간단한 장식을 하였고 스커트 앞

중심은 닫혀있거나 간혹 트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네크라인 형태는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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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년< 21> , 1716

-WATTEAU, p.65.
그림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년< 22> , 1720

-WATTEAU, p.83.

파여 있었고 소매 끝에는 앙가장트 소매의 초기 형,

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와토 가운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와토의 회화작품에 묘사된 여성복식 중 와토 플리츠

가 있는 가운을 살펴본 결과 로 상당히 높은70.6%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와토.

가운의 명칭이 화가인 와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와토와 동시대 화가

인 부셰와 프라고나르의 회화작품 중 여성복식이 묘

사된 주요작품을 추출하여 와토의 회화에 나타난 와

토 가운의 빈도와 비교해 보았다.

부셰는 루벤스와 와토의 회화적 영향을 받아 인,

물의 동작이나 복식을 세부적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에는 와토의 작품에서처럼 다수의 인물을 표현하기

보다 초상화로 개인적인 회화를 추구하였다 부셰, .

는 초상화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활동하여 주로

초상화와 궁정생활을 화폭에 담았다 본 분석을 위.

해 추출한 부셰의 작품은 점이고 총 점의 여성13 , 17

복식이 묘사되어 있었다 이 중 와토 플리츠가 있는.

와토 가운은 점이었으며 의 비율로 나타났4 , 23.5%

다 와토 플리츠가 달린 와토 가운은 다시 두 가지.

가운으로 나뉘는데 앞 뒤 모두 풍성한 로브 볼랑, ㆍ

트와 앞은 타이트하고 뒤는 풍성한 로브 아 라 프랑

세즈가 그것이다 부셰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은 측면과 뒷부분이 표현되어 로브 볼랑트인지,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인지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

나 묘사된 와토 플리츠의 형태가 풍성하지 않았으므

로 로브 볼랑트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셰의 회.

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은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뿐이었다고 파악되며 이는 부셰의 주된 활동시기가,

와토보다 늦은 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에 로브 볼랑18

트 보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더욱 유행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프라고나르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여성복식,

은 총 점이었다 이 중 와토 플리츠가 있는 와토13 .

가운은 점이었으며 플리츠의 형태는 등 부분에 부1 ,

드럽게 잡혀 잔주름을 형성하였고 로브 볼랑트의,

깊게 잡힌 맞주름과는 다른 형태로 로브 아 라 프랑

세즈로 분류된다.

와토 부셰 프라고나르 이 세 명의 화가들은 앞, ,

서 언급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하

였고 왕립미술아카데미의 영향을 받았으며 회화적, ,

표현기법이나 추구하는 양식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표 에 제시된 것처럼 와토의 회화에는 와토 플< 2>

리츠가 있는 가운이 부셰는 프라고70.6%, 23.5%,

나르는 로 와토 가운 묘사의 빈도에 있어 확7.6% ,

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비율로 볼.

때 와토 가운의 명칭이 이러한 유형의 가운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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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와토 부셰 프라고나르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 빈도< 2> , ,

화 가 복식구성 이미지 빈도 비율

와 토
와토

가운

로브

볼랑트

48

70.6%

로브 아 라

프랑세즈
27

부 세
와토

가운

로브

볼랑트
없 음 0

23.5%
로브 아 라

프랑세즈
4

프라고나르
와토

가운

로브

볼랑트
없음 0

7.6%
로브 아 라

프랑세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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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에 빈번히 묘사한 화가의 명칭에서 유래하였

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와토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와토 가운이 등장하기 시

작한 세기 초반이었고 이는 당시대인 들에게는 매18

우 새롭고 특징적인 의복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므로,

더욱 이를 자주 묘사한 화가의 이름을 의복 명칭으

로 사용하였다는데 설득력이 있게 된다.

결 론V.

로코코 시대 프랑스의 여성 복식은 다양한 형태와

장식으로 매우 아름다운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복식

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18

걸쳐 주로 착용된 와토 가운은 매우 아름다운 가운

으로 현대 패션에서도 디자인에 많이 응용되고 있,

으나 그 형태 및 명칭에 대해서 복식사가들의 의견,

이 분분하였다 당시 활동했던 화가인 장 앙투완 와.

토의 거의 모든 작품에 이 가운이 등장하여 그의 이

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한,

편으로 이 가운은 화가인 와토와는 전혀 관계가 없

이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명

칭과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와토 가운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

된 점은 모두 와토 플리츠가 있는 경우 와토 가운으

로 정의한다는 점이었다 세기에 와토 플리츠가. 18

있는 가운은 와토 가운 로브 볼랑트 로브 바탕‘ ’, ‘ ’, ‘

트 색 가운 로브 아 라 프랑세(robe battante)’, ‘ ’, ‘

즈 등이 있었는데 와토 가운 로브 볼랑트 로’ , ‘ ’, ‘ ’, ‘

브 바탕트 색 가운은 형태적으로(robe battante)’, ‘ ’

같으면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로브, ‘

아 라 프랑세즈는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

연구에서 가운의 형태에 따라 로브 볼랑트와 로브

아 라 프랑세즈로 대별하여 형태적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와토 가운의 형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은,

견해 와토 플리츠의 시작점과 와토 플리츠의 구성- ,

가운의 실루엣 차이 를 분석하였다 와토의 회화작- .

품에 표현된 와토 플리츠는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와토 가운의 특성상 헐렁.

하고 여유 있는 구성으로 앞으로 당겨 입거나 뒤로,

넘겨 입는 정도에 따라 와토 플리츠의 시작 위치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분석된다 세기 가운의 패. 18

턴도 어깨와 네크라인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었으므

로 이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와, .

토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플리츠는 같은 주름의

시작점에 대한 다른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음은 와토 플리츠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와토 가운,

에 속하는 로브들은 다양하게 구성 제작된 와토 플·

리츠를 보였다 주로 세기 초기의 로브 볼랑트의. 18

주름은 깊은 굴곡을 형성하며 불규칙한 주름이 잡혀

있었던 반면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뒷 중심을 기,

준으로 등 부분에 개의 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2, 3

잡혀 있었다 이러한 주름의 형태적 차이로 실루엣. ,

의 변화로까지 논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로브.

볼랑트 혹은 로브 바탕트 색 가운 는 인체의 앞 뒤( , ) ,

에 커다랗게 잡힌 와토 플리츠로 인해 풍성한 실루

엣을 이루는 커다란 텐트 형태의 원피스 구성인 반

면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등 부분의 와토 플리츠,

는 같지만 상체의 앞판이 몸에 꼭 맞고 스커트도 로

브 볼랑트에 비해 좌 우로 훨씬 퍼지는 납작한 형태·

였다 또한 와토의 회화작품 중 년대 말과. 1710

년대 초부터 로브 볼랑트의 앞 중심이 벌어지1720

면서 안에 받쳐 입은 페티코트가 보이게 변화되었으

므로 로브 볼랑트가 변화 발전하여 로브 아 라 프,

랑세즈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와토 가운.

이라는 하나의 원류에서 파생된 두 가지 가운이므로

크게는 이 두 가운을 모두 와토 가운이라고 분류하

고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와토 가운이라 불리는 명칭의 유래를 확인,

하고자 비슷한 회화기법을 추구한 프랑스의 동시대,

화가 부셰와 프라고나르의 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

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와토가 부. , 70.6%,

셰가 프라고나르가 로 확연한 차이를23.5%, 7.6%

보였다 또한 와토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와토 가운.

이 등장하기 시작한 세기 초반으로 당시대의 여18 ,

성들에게는 와토 가운이 매우 새롭고 특징적인 의복

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와토 가운이 화가.

인 와토의 이름에서 명명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근거

가 있다고 분석되며 단지 견해에 따라 와토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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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커다란 자루처럼 보인다하여 색 가운이라고‘ ’

부르는 경우도 형태적 특성상 분명한 와토 가운의

정의와 일치되므로 이 역시 와토 가운의 또 다른 명

칭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기 프랑스의 화가인 와토의 회화작18

품을 중심으로 와토 가운의 형태와 명칭의 유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회화라는 시각자료의 한,

계로 복식의 정확한 색이나 소재 등을 관찰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현대 패션은 빠른 속.

도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복,

식이 과거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 속의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로코코 시대.

의 여성복식에 나타난 아름다운 와토 가운 와토 플,

리츠 등의 다양한 시대복식의 요소가 보다 정확히

연구되어져서 훌륭한 현대패션 영감의 원천으로 활

용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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