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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anni Versace was a designer who established his unique fashion world by thinking creatively 
and using rich design 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signers a methodology 
for creative and characteristic design development by searching Gianni Versace’s idea source for 
fashion design. As a method of the study, visual and textual data were investigated for Versace's 
fashion and design source especially focusing on those elements that inspired him. Versace was 
born in the southern area of Italy in 1946. Ever since his childhood, he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clothes because his mother was a dressmaker. His first collection was made in 1978, and 
Versace became one of the most famous fashion designers in the world within 20 years. He used 
a wide range of design sources such as history, culture, and art and created his design world 
with it. He focused on four important epochs. They were classicism, Byzantium, the eighteenth 
century centering on Baroque, and the 1920s and 1930s centering on Madeleine Vionnet and 
Madame Gres. Among cultural elements, costume design for ballet and opera and rock ’n’ roll 
music inspired him greatly. Also, Pop art and various paintings such as Chagall’s and Delaunay’s 
had a huge effect on Versace. With these elements, he created a bold and unique coordination 
of style by mixing & matching history, genre, material, and style into his design. Thus he com-
pleted an extraordinary and original fashion style by emphasizing on decorative and glamorous 
points and changing a way of thinking.

Key words: baroque(바로크), Byzantium(비잔티움), classicism(고전주의), costume(무대의상), 
Gianni Versace(지아니 베르사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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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양한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21세기 패션의 패

러다임은 기존의 기능, 감성, 기술적 요소들을 자유

롭게 혼합, 변형, 재구성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복

합감성을 충족시키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

바야흐로 패션은 미니멀리즘의 시대에서 절충적이며

재미있고 개성적인 패션으로 진화하는 것이다.2) 실

제로 최근 패션 브랜드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독특한 구성과 패턴을 선보이거나 혹은 개성

적인 디테일 및 장식성을 살린 상품들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 마켓의 이러

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풍부한

디자인 소스(source)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사

고의 전환 및 새로운 발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

와 발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풍부한 디자인 소

스를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으로 성공한 디

자이너의 패션디자인 발상에 중점을 둔 연구가 필요

하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

르사체(Gianni Versace, 1946-1997)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화시켰고 공존하기 어려운 우

아함과 관능미를 조화롭게 표현하였으며 현란한 색

채와 예술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프린트 디자인, 고급

스러운 수공예적 이미지를 더하는 자수 기법으로 유

명하다. 특히 그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이질적인

소재 및 스타일의 조화, 역사적․문화적․예술적으로

폭넓은 분야로부터 풍부한 디자인 소스의 활용 및

요소들 간의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 의외성

의 구현 등 기발하고 혁신적인 발상의 패션으로 자

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완성하였다. 베르사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의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 프

리미티비즘, 그리스 신화적 이미지와 색채 특성 연

구3) 및 남성복 컬렉션에 대한 연구4)가 있으며 그

외에 이탈리아 패션에 대한 연구 중 일부로서 포함

된 경우들이 있었다. 이는 그의 전반적인 디자인 경

향을 다루거나 눈에 띄는 일부 특성에 대한 연구들

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디자인 소스로 하여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한 패션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아니 베

르사체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여러 분야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한 베르사체의 디자인 발상의 특징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차세대 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한 디자인 소

스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과 서적,

해외서적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시각자료를 살펴보

았고 특히 베르사체에게 영감을 주었던 다양한 요소

들을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그

만의 독특한 방식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

다. 연구 내용은 먼저 지아니 베르사체의 생애와 패

션을 다루었으며 그의 패션디자인 발상의 요소들을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들

은 다시 그의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시기

혹은 분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역사적 요소는 그

에게 중요했던 시기인 고전주의, 비잔티움, 바로크,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네시기로 나누었고 문화적

요소는 무대의상과 로큰롤 음악, 예술적 요소는 가장

크게 영감을 얻었던 팝아트와 회화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로부터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의 특징을 첫째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 및 접목,

둘째, 장식적, 관능적 요소의 강조, 셋째, 발상의 전

환 및 과장으로 정리하였고 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

였다.

Ⅱ. 지아니 베르사체의 생애와 패션
1. 지아니 베르사체의 생애
1946년 12월 이탈리아 남부의 레지오 칼라브리아

(Reggio Calabria)에서 태어난 지아니 베르사체는 어

린 시절부터 의상실을 운영했던 어머니의 곁에서 많

은 것을 보고 자랐으며 후에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1972년 어머니의 아틀

리에에서 견습 기간을 거친 후 밀라노(Milan)로 이

주하여 제니(Genny), 콤플리체(Complice), 칼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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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ghan) 브랜드를 위해 일하였다.5) 1975년 콤플

리체를 위한 첫 가죽 컬렉션을 성공리에 마쳤고

1978년 밀라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컬렉

션을 열었으며 이듬해인 1979년 첫 번째 남성복 컬

렉션을 개최하였다.6) 같은 해에 미국인 사진작가인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과 이탈리안 르네상

스 컬렉션을 함께 하였는데 이는 베르사체라는 이름

을 일반인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

다.7) 이후 베르사체는 관능적이고 모던한 의상들로

인기를 얻으며 세계 곳곳에 부티크를 설립하고 오트

쿠튀르 라인인 ‘아틀리에(Atelier)’, ‘지아니 베르사체

(Gianni Versace)’, 대중을 위한 라인인 ‘이스탄테

(Istante)’, 남성복의 대중화 라인인 ‘브이 투 바이 베

르사체(V2 By Versace)’, 캐릭터 캐주얼 ‘베르수스

(Versus)’, 마담 사이즈 브랜드 ‘베르사틸(Versatile)’,

‘베르사체 진(Versace Jean)’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였다.8)

그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사진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982년 스칼라 드 밀란

(Scala de Milan) 공연 때 리차드 스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조제프 레장드(Joseph legende)’의 발레

의상을 디자인하였고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발레

나 오페라 공연 등 무대를 위한 의상을 꾸준히 제작

하였다.9) 1985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

관(Victoria & Albert Museum)에 그의 작품들이 전

시되었고 1986년에는 미국 시카고의 내셔널 필드 박

물관(National Field Museum)에서 베르사체 10주년

기념 회고전이 열렸다. 그해 10월 파리 복식 박물관

(Musee de la Mode)에서는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 어빙 펜(Irving Penn), 브루스 웨버(Bruce

Weber) 등 유명 사진작가들이 담은 그의 작품사진

80여 점이 전시되었다.10) 1987년 그의 무대의상에 관

한 서적인 ‘베르사체 테아트로(Versace Teatro)’가

출판되었고 그 후 베르사체와 관련된 책들이 지속적

으로 출간되었다.11) 1988년 6월 베르사체는 기술적인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의 가장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남성복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미국에서

주는 ‘커티 삭(Cutty Sark) 상’을 받았고 9월에는 진

보적인 기술의 응용과 현대적 감각의 셰이핑(shaping)

으로 미국 달라스로부터 ‘스탠리 상(Stanley Award)’

을 받았으며 1993년 미국 패션디자이너 협회에서 수

여하는 패션 분야의 오스카상(Fashion Oscar Award)

을 받았다.12) 이처럼 창의성, 상업성, 예술성 모두가

뛰어났던 그는 의류뿐 아니라 액세서리와 향수, 인테

리어 제품 및 라이센스 사업 등으로 성공가도를 달렸

으나 1997년 7월 미국 마이애미의 자택에서 그의 동

성애 애인이었던 앤드류 쿠나난(Andrew Cunanan)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13)

2.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
지아니 베르사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특별한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착용자의 관능미를 강

조하여 확연히 도발적인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

척했다.14) 그는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으로 유명한데15) 메두사를

자신의 브랜드 상징으로 선택하였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 및 조각을 디자인의 모티프로 다양하게 활용함

으로써 클래식한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고 파격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은 형태적인 면에서 입체

재단에 의한 자연스러운 드레이핑으로 우아함을 살

린 세련된 래핑(wrapping)과 인체의 곡선을 살린 피

트 앤 글래머(fit & glamour) 스타일을 조합하여 공

존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관능미를 함께 표현하였다.

그리고 화려한 색채와 프린트 및 자수 장식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선명하고 현란한 색채를 강

렬하게 대비시키거나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의 프린트는 금박을 입힌 신고전주의,

야생의 동물 프린트, 바로크 축제와 남부 해안의 과

장된 리조트 스타일, 풍부한 고전주의 조각상 및 라

벤나(Ravenna) 모자이크의 패턴들을 포함할 정도로

대담하고 광범위하였다.16) 또한 그는 전 세계 최고급

부티크에서 파는 값비싼 옷감 위에 퇴폐적인 프린트

를 넣어 특유의 관능적인 스타일을 소개하기도 하였

다.17)

지아니 베르사체의 또 다른 특징은 소재개발에 대

한 끊임없는 연구이다. 그는 벨벳, 실크, 가죽, 타프

타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정교한 패턴,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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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봉제로 완벽함을 추구하였으며 데님과 같은

대중적인 소재, 라이크라 같은 기능성 소재 및 금속,

플라스틱 등의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하였다.18)

베르사체의 디자인 특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초기 디자인 시기인 1980년대와 그의 개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주요 디자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1990년대

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는 그의 디자인 특성이 크

게 부각되지 않은 시기였으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시도들이 서서히 이루어졌던 초기 실험

적인 단계였다. 이 시기에 그는 1940년대 룩에서 영

향을 받아 어깨를 크게 부풀리고 비대칭적인 스타일

과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테일러 슈트, 1930년대의

드레이프와 스트라이프 등의 스포츠웨어 그래픽을

함께 사용한 원피스, 전혀 다른 종류의 소재들을 특

유의 수법으로 결합하여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이미

지를 살린 스포츠웨어 스타일 등을 전개하여 소재 자

체가 가지는 특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에 몰두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은 그가 개발한 가볍

고 광택이 있는 금속망사직물인 메탈 메시(metal

mesh)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유동적이며 관능적인 이

미지의 다양한 드레스들인데 그는 이 의상에 클림트

의 작품 일부를 패턴화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베르사체의 모든 디자인 특징들이 뚜

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팝아트와 옵아트 및 여러

회화작품 등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그리스

로마의 클래식함과 관능미를 조화시킨 드레스, 비잔

티움의 장식적인 자수를 넣은 화려한 스타일, 바로크

양식의 실루엣과 프린트 등 과거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 비오네와 마담 그레의 드레이핑 테크닉

을 이용한 기술적인 디자인, 로큰롤 음악과 뮤지션들

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의상 등

베르사체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Ⅲ.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디자인
발상의 요소

디자인 발상이란 작품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구

체화하는 과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19) 지아니 베르사체는 다양하고 폭넓은 분

야로부터 풍부한 디자인 소스를 얻어 활용하였으며

기발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각 요소들을 자유롭고

독특하게 혼합, 변형,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

한 패션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그의 디자인 발상의

원천이 되었던 요소들은 무궁무진하나 주요한 요소

들은 크게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예술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은 다시 그의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특정 시대 및 분야를 중심으

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역사적 요소
베르사체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역사는 일반

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로 여겨지지만 베르

사체는 역사를 현대적 삶 및 디자인과 불가분의 것

이라 생각하며20) 현대적 상상력을 위해 필요한 유산

으로 활용하였고 고리타분한 형태가 아니라 객관적

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멋지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그는 특히 고전주의, 비잔티움,

18세기,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네 시대에 중점을 두

었다.21) 그는 방대한 양의 역사 이미지들을 그렸는데

역사 속에서 이미지들을 끌어내어 현대인의 활기찬

감성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역사를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22)

1) 고전주의(classicism) 예술과 드레이퍼리(drapery)

베르사체는 어려서부터 살았던 남부 이탈리아가

과거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남아있는 유적과

정서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인 이미지와 분위

기를 몸소 체험하였다.23) 그는 그리스, 로마에서 영

감을 얻어 많은 디자인을 하였는데 그 시대의 복식

스타일과 예술, 신화에서 많은 모티프를 찾았으며 이

를 프린트나 자수 기법을 통한 문양의 형태로 디자

인을 제안하였다<그림 1>.24) 또한 그는 입체재단을

선호하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연한 드레이핑 효과

와 인체의 비례를 통한 복식의 미를 창출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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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체는 고전주의의 모티프를 통해 관능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

하는 매춘부는 복식사에서 다리와 허벅지를 드러낸

로마 시대의 노예 소녀로 간주되면서 마담 그레

(Madame Gres)의 우아함과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의 관능성을 조합하였다.26) <그림 2>27)는 베

르사체의 고전주의적인 드레이퍼리를 보여주는 예로

서 마담 그레의 조신한 예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로마 여간수의 양식으로 헴 라인(hem line)을 불규

칙하게 처리하고 일부는 바닥까지 닿았다. 이와 같이

베르사체는 로마식 드레스에서 로마 스타일을 그대

로 재현하지 않았으며, 현대적이고 선정적인 상상을

조합하여 이탈리아 문화가 내포한 자연스러운 섹슈

얼리티와 현란함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표현하였다.28)

2) 비잔티움(Byzantium)의 장식성과 종교성

베르사체가 비잔틴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밝은 색채와 풍부한 장식성이 종교와 결부된 독특한

양식으로 특히 섬세하게 세공한 금은 및 비즈, 보석

등을 사용한 다양하고 화려한 액세서리 및 자수의

활용은 그의 패션 특성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그림 3>.29) 비잔틴 문화는 그리스, 로마, 헬레니

즘 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동방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모자이크에 나타난 비

잔틴 미술은 그리스의 현세적 아름다움과 쾌락적인

것이 동방의 신비로움과 융합된 밝은 색채와 풍부한

장식성이 종교와 결부되어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며

특히 금은 세공기술과 유리 세공업이 발달하고 보석

이 풍부하여 액세서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화려

하였다.30) 베르사체의 비잔티움에 대한 해석은 문화

유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그가 유사한 것을 수

행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라벤

나의 모자이크들은 베르사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베르사체의 비잔틴 컬렉션들은 그의 작업의 일정한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

던 금속 자수의 두툼한 상감법은 라벤나의 컬러풀하

며 빛나는 모자이크 광택에 해당하는 것이다.31) 1997

년 베르사체의 비잔틴 드레스들은 자수의 딱딱한 표

면과 어울리기 어려운 외관을 가진 가죽이었다. 그는

가죽 위에 다양한 크기의 보석 및 비즈로 십자가 모

양의 자수를 하였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을 듯한 가

죽과 종교적 문양을 조합시킨 실험 정신의 결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그림 4>32). 또한 가죽에

진주 혹은 보석 장식을 하거나 체인을 연결하여 비

잔틴 벨트33)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라벤나

건축에 들어서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야기

를 담고 있는 표면과 번쩍이는 것의 존재감으로부터

신비롭게 만들어지는 독자적인 분야를 창조해 냈

다.34)

3) 바로크(baroque)의 곡선과 화려함

베르사체는 18세기 전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

코, 신고전주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17-18세기 바로크(baroque) 양식의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바로크 양식은 균형과 조화를 이상으로

한 르네상스 양식과 다르게 기묘하고 불규칙한 조형

을 나타냈으며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분출

하는 자유분방함이 율동감을 나타내는 곡선의 예술

적 표현으로 추구되었고 회화에서는 장식적이고 화

려한 화법이 주류를 이루었다.35) 이는 베르사체 패션

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 열정

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 장식적이고 화려한 기법의

추구 등의 특징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베르사체가

그의 디자인 전반에 걸쳐 바로크의 영향을 크게 받

았음을 보여준다<그림 5>.36) 그는 역사의 요소들을

의상에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새로운 환경에 재배치

하였다.37) 그는 목과 어깨를 깊이 파고 몸에 밀착된

상의와 벌룬(ballon) 실루엣의 스커트를 조합하여 패

션의 웅장한 실루엣과 예술적인 관능미를 동시에 표

현하였다. 그리고 로코코의 과잉장식을 선호하여 장

식으로 공백을 가득 메우는 등 18세기 전후의 다양

한 요소들을 탐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열망대로 배치

하여 자유롭고 열정적인 바로크풍의 패션을 보여 주

었다. 그의 대표적인 프린트로 바로크풍의 패턴을 들

수 있는데 이 패턴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화법 및 곡

선적 장식은 그의 디자인 성향을 잘 드러내준다38)

<그림 6>39). 또한 그는 찬란한 색채의 실크로 바로크

의 풍성한 디자인을 특색 있게 다루었는데 이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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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sk shirt, 1991

- Versace Signatures, p. 109.

<그림 2> Drapery, 1995

- Gianni Versace, p. 68.

<그림 3> Byzantine outfits, 1991

- Icons of Fashion, p. 142.

<그림 4>

Leather dress, 1997

- Gianni Versace, p. 77.

<그림 5>

Baroque outfit, 1992

- Versace, p. 37.

<그림 6>

Baroque ensemble, 1991

- Vanitas Designs, p. 179.

<그림 7>

Sexy Evening gown, 1997

- Gianni Versace, p. 98.

녀 패션 모두 적용하여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였다.40)

4)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

베르사체는 20세기 각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

데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들과 예술

가들을 존경하였으며 이들 중 디자이너 마들레느 비

오네(Madeleine Vionnet)와 마담 그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41) 그는 의상 디자인에 고도의 테크닉을

응용하는 것도 패션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

여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과 폴 푸아레(Paul

Poiret)의 작품을 통한 균형과 조화에 대한 감각과

정교한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량을 넓혀 나갔다.42) 또한 그는 모던한 성향과 함

께 드레이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사상

의 모든 디자이너들 중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디자이너로 마담 그레를 꼽았다. 자연스러운 드레이

프를 솜씨 있게 다룬 마담 그레의 원 숄더(one-

shoulder) 드레스들은 베르사체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단순한 신고전주의 라인을 자연스러운 드레이

프로 변형시키도록 하였다.43) 그러나 그는 이 프랑스

디자이너의 조신한 엘레강스를 그만의 요염한 글래

머 취향으로, 고전적이며 편안한 특성들을 그의 섹시

한 요부형으로 바꾸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

해 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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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요소
베르사체는 패션을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로 이해

하지 않고 더 넓은 문화적 에너지로 인식하여 거리

에 있는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변모

시켜서 설득력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냈다.44) 그는 채

색한 팝 아이콘에서 흑백에 이르기까지, 엘리트 문화

로부터 로큰롤까지, 베자르(Bejart)의 고전적 발레에

서부터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이패

션에서 아베돈이나 웨버 등의 사진작가의 렌즈를 통

한 재현 및 해석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일상의 가

장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통합시켰다.45) 이

처럼 그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수

용하여 디자인 발상의 원천으로 삼았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발레와 오페라 무대의상을 꾸준히 제작하

였으며 로큰롤 뮤지션들과의 교류 및 그들의 의상

디자인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

었다. 그의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각은 다

른 디자이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46)

1) 무대의상

오페라와 발레를 좋아하고 각종 문화 행사 및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중요시했던 그는

1987년 리차드 스트라우스의 살로메(Salome)의 무대

의상을 시작으로 몇 해 동안 라 스칼라 좌(Teatro

alla Scalla)의 여러 공연을 위한 의상 디자인을 하며

음악, 미술, 무용 등 폭넓은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더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혀 베르사체만

의 오리지널한 패션이미지를 만들어냈다47)<그림 8>.

특히 아르마니(Armani)가 사실적인 영화의상에 관

심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상적인 무대의상의

창작에 심취했던 1980년대의 베르사체는 무대의상

디자인을 위해 여러 다른 문화와 과거의 예술사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습득한

분석적 방식을 도입해 의상 자체 혹은 컬렉션 전체

를 특징짓는 과장법을 사용해 새로운 실루엣을 만들

어 냈다.48) 무대의상은 주로 오페라와 무용을 위한

것이었는데 베르사체에게 오페라 의상은 정적이고

장중한 것이며 무용 의상은 현대 생활과 활동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49) 일반적으로 일

상생활을 위한 의상 디자인과 특별한 경우를 위한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베르사체에게는 오페라와

무용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과 우리의 일상적 삶을

위한 디자인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50) 그의 일

상복 디자인이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것은

매일의 일상생활을 무대인 것처럼 여기는 그의 가치

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그는 발레로부터 영감을

얻어 의상에 적용했는데 발레리나의 모습이 프린트

되고 부분적으로 자수 처리된 재킷, 금색의 언더 스

커트가 달린 발레리나풍의 원피스, 이에 매치된 짧은

진 재킷, 띠 장식과 발레리나 스커트가 매치된 원피

스 디자인 등이 있다51)<그림 9>.

2) 로큰롤(rock’n’roll) 음악

팝은 패셔너블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

회학자 사이먼 프리드(Simon Frith)의 말처럼 팝 뮤

직과 패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52) 베르사체

는 현대인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그들이

열광하는 음악에 심취하여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 그

는 실제로 엘튼 존(Elton John), 스팅(Sting), 프린스

(Prince), 마돈나(Madonna) 등의 여러 뮤지션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며 그들을 위한 의상을 제작하

기도 하였는데 자유롭고 열정적인 그들의 성향이 서

로 잘 맞아 그들은 베르사체의 의상을 즐겨 입었

다53)<그림 10>54). 그의 의상은 인체를 구속하는 타

이트한 실루엣,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슬릿, 대담한

커팅에 의한 과감한 노출로 섹시함을 추구하는 무비

스타와 록 뮤지션 등에 의해 사랑받았다.55) 그는 특

히 가죽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고전적 검정 가죽은

그 자체로 유니섹스를 표현하나 남성적 혹은 여성적

터치를 주기 위해 기술적으로 스타일링 되었고 극단

적 실루엣, 대담한 형태와 공격적인 특성 등을 지닌

그의 디자인은 록 음악의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56) 그는 현대 음악의 요소들을 옵티컬 패턴으

로 처리하거나 레코드 판과 매치하여 디스플레이하

기도 하여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11>의 라인

스톤과 글래스로 자수 처리된 부분적인 술 장식이

들어간 초미니 원피스는 빠르고 강한 음악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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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heater dress, 1987

- Gianni Versace, p. 179.

<그림 9>

Ballerina dress, 1992

- Versace Signatures, p. 76.

<그림 10> Elton John, 1995

- The Naked & The Dressed,

p. 27.

<그림 11>

Rhythmical dress, 1987

- Versace Signatures, p. 172.

에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57)

3. 예술적 요소
베르사체는 평범함을 거부하였고 새로운 패션이란

혁신을 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전위 예술가

들인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구스타브 클림

트(Gustav Klimt), 앤디 워홀(Andy Warhol) 같은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아 패션을 진일보시키고 끊임

없이 새로움과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도전했

다.58) 특히 고대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그의 애착

과 취향으로 이어진 수집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창

작생활에 영감과 모티프를 주는 원천으로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59) 이와 같이 예술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관심 및 예술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그의

디자인 발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 팝아트(pop art)

베르사체는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독특

한 팝 아트 의상들을 디자인하였다. 그는 앤디 워홀

과의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서 워홀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았는데 그의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드레스와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에게

서 영감을 받은 “웸(Whaam)!” 드레스는 키치(kitsch)

와 역설(irony)과 아름다움(beauty)이라는 팝아트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장 잘 표현했다.60) 그는 또한

마릴린 먼로와 제임스 딘(James Dean)을 이브닝드

레스에 함께 사용하며 크기와 색채에 변화를 주면서

빈 공간이 없이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고 자

수 처리하여 방향을 변화시켜 보기도 하였으며 팬츠

에 띄엄띄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다61)<그

림 12>62). 리즈 테일러의 실제 모습과 영화 속 모습

을 함께 프린트나 자수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보그

의 잡지 표지를 이용한 점프 슈트를 제시하기도 하

였다. 또한 옵아트(op art)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있는데 흑백의 패턴을 통해 시각적인 흐름에 중점을

둔 팬츠 디자인과 드레스 디자인이 있다<그림 13>.

2) 회화작품

베르사체는 자신의 예술적 작품세계를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의상은 프린트와 색상

에 의해 좌우된다며 텍스타일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

설하고 예술작품에 바탕을 둔 그의 의상에서 주로

프린트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로는 정열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63)

그의 의상에 자주 인용된 작품으로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 구스타브 클림트, 소니아 들로네의

회화가 있다. 그는 샤갈의 1914년 작품인 곡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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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op art dress, 1991

- Versace, p. 46.

<그림 13>

Optical pants, 1992

- Versace Signatures, p. 84.

<그림 14>

Chagall dress, 1991

- Vanitas Designs, p. 121.

<그림 15>

Embroidered dress, 1989

- Gianni Versace, p. 57.

(L’acrobate)와 1911-1914년까지 발표한 바이올린 연

주자(Le Violinist), 1931년 작품인 여곡미사(L’ecuyere)

등에서 영감을 얻어 재창조한 프린트들을 그의 작품

에 활용하면서 샤갈이 가지고 있는 유희적이고 환상

적인 느낌의 화풍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였

다64)<그림 14>. 그는 또한 표면 재질감이 살아있고

컬러풀하며 모던한 소니아 들로네의 작품에서 자극

을 받아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작

품으로 <그림 15>는 폴리크롬 비즈와 자수로 장식한

이브닝드레스이다.

Ⅳ.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의 특징

지아니 베르사체는 평범한 것을 생명력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끊임없이 새롭고 모험적인 혁신을 추

구하였다. 그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그의 작품들

은 풍요롭고 화려하며 디자인 발상은 고대 그리스의

우아함으로부터 매우 현대적인 대도시의 세련됨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

다.65)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한 배경에

는 특유의 디자인 발상 과정이 있었는데 그는 다양

한 요소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혼합, 변형, 재구성

하여 창의적인 조합을 만들었고 디자인 과정에서 장

식적, 관능적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발상의 전환 및

과장을 통해 기발하고 독특한 그만의 작품세계를 완

성했다.

1.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 및 접목
베르사체는 고향인 칼라브리아의 다문화적인 성향

을 창조의 바탕으로 삼아 1980년대의 아방가르드하

고 모던한 시대적 조류를 역사적인 예술과 접목시킨

실험적인 태도로 관능적이고 표현적인 자신만의 스

타일을 창조할 수 있었다.66) 그는 여러 문화권으로의

여행, 어느 시간대로의 여행, 다른 장르로의 여행 등

여행에 대한 동경이 컸고 실제로 즐겼으며 이런 자

유로움이 새로운 문화의 결합체를 만들어내고 시간

의 혼합체를 만들어내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

게 하였다.67) 그는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경우 각기 다른 요소들을 절묘하게 조절하여 통합함

으로써 개개의 요소가 가진 특성이 두드러지기 보다

는 새로운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으며 특별하

고 돋보이는 옷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였다.68)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을 혼합하고 접목시키는 과정 중에

스타일과 소재에 대한 혁신이 부각되고 색채와 프린

트를 통한 변화가 시도되면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확립시켜 나갔다. 그는 이질적인 소

재나 프린트의 믹스 앤 매치를 즐겼는데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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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애니멀 프린트들을, 혹은 애니멀 프린트와 바

로크 패턴을 절묘하게 조합시킨 이브닝드레스, 바로

크 패턴이 프린트된 실크 트윌 스커트와 데님 셔츠

의 조화 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와 프린트들을

접목시켰다<그림 16>. 또한 그는 종종 오페라 의상과

로큰롤 의상을 조합했는데 진으로 된 상의에 새틴으

로 만든 크리놀린(crinoline) 디바(diva) 스커트를 함

께 입는 식이다69)<그림 17>. 그의 패션에서는 오페라

와 로큰롤이 공존한다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또한 그는 입체 재단에 의한 자연스러운 드레이핑

기술과 인체의 곡선을 살린 스타일을 조합하여 공존

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관능성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도 유명하다. 하나의 의상에서 발견되는 여러 시대의

특징들, 다양하게 혼합된 장르의 문양과 스타일, 이

질적인 소재와 프린트의 조합, 의외성의 추구 등 실

험 정신에 바탕을 둔 그의 창조적 활동은 그의 작품

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새로움의 추구야말로

그의 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제라고 할 수 있

다.70)

2. 장식적, 관능적 요소의 강조
장식적, 관능적 요소를 중요시한 것은 베르사체

디자인 발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는 디자인할 때

평범한 것을 거부하여 그의 의상이 눈에 띄고 돋보

이기를 원했으며 성적 매력의 발산을 인간 본연의

욕구로 여기며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신체

(body)와 성(sex & gender)의 이슈는 현대패션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문

제였는데71) 베르사체는 그의 디자인에서 성적 본능

에 대하여 정직하고 육체의 힘을 자유롭게 발현시켰

다. 그는 각선미를 예찬하는 보디 컨셔스(body con-

scious)와 마이크로 미니, 컬러풀한 팝 풍의 프린트

등으로 관능미를 표현하였으며 예술적이고 섹시한

패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72)<그림 18>. 베르사체

는 1990년대 동안 남녀 모두를 위한 관능적인 의상

을 디자인한 대표적 인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대담한 여자 모델로서 매춘부를 선택하여 미디

어 스타로 변모시켰으며73) 밝은 색상, 성적인 표현,

유명인사의 상품광고 등 할리우드 글래머(Hollywood

glamour)의 요소를 패션에 도입하였다.74) 번쩍거리

며 빛나는 금빛의 메두사 로고는 베르사체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화려한 색채의 프린트와 신체의

선을 드러내는 관능적인 실루엣, 다양한 액세서리가

매치된 럭셔리 룩은 전형적인 베르사체 스타일이다

<그림 19>. 그만큼 베르사체는 의상을 디자인 할 때

다양한 디테일과 액세서리를 활용하고 인체의 관능

적 매력을 의식하여 장식적이며 관능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3. 발상의 전환 및 과장
베르사체의 창작활동에서 호기심은 새로운 디자인

창조의 원동력이었다.75) 그는 언제나 호기심을 가지

고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방식의 사고로 신화나 우화, 동화 속에서도

그만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패러디 기법을 통

해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디자인한 새롭고 독특한 사례들

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림 20>이 있다. 이 이브닝드레스는 검정 실크 크

레이프로 만든 것으로 금색 버클이 달린 벨트를 허

리에 맨 것이 아니라 착용 방법을 변경하여 상체를

장식함으로써 베르사체 특유의 기발함과 관능미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황금색 안전핀과 브로치로 드

레스의 절개 부분을 연결하기도 하고 지퍼를 네크라

인과 슬릿에 활용하였으며 멀티컬러의 액세서리가

옷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합시키는 등 끊임

없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였다<그림 21>. 그는 또한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과장법을 자주 사용하

였다. 그는 1980년대부터 환상적인 무대의상의 창작

에 심취하였는데 이때 무대의상 디자인의 과정에서

습득한 분석적 방식을 도입해 의상 자체 혹은 컬렉

션 전체를 특징짓는 과장법을 사용해 새로운 실루엣

을 만들어냈다.76) 이 방법은 1980년대에 유행했던 과

감한 빅 스타일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베르사체

의 패션이미지를 보다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 격상

시킬 수 있었다.77) <그림 22>의 드레스는 리차드 스

트라우스의 오페라 의상으로 무대 전체를 휩쓸고 다

닐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스커트와 과장된 크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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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ixed print 1992

- Gianni Versace, p. 18.

<그림 17> Mixed style &

material, 1992

- Versace, p. 49.

<그림 18> Colorful mini dresses, 1994

- The Naked & The Dressed, p. 163.

<그림 19>

Luxury outfit, 1991

- Versace Signatures, p. 65.

<그림 20>

Belt dress, 1992

- Versace Signatures,

p. 29.

<그림 21>

Safety-pin dress, 1994

- Gianni Versace, p. 31.

<그림 22>

Theater dress, 1989

- Gianni Versace, p. 183.

양으로 무대 위에서의 주목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이상의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 요소

와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Ⅴ. 결론
21세기 패션이 다양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혼합,

변형, 재구성하는 크로스오버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풍부한 디자인 소스를 개발하

고 끊임없는 혁신과 사고의 전환 노력이 요구된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

체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특별하게 돋보이는 의상

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질적인 소재 및 스타일의 조

화, 역사적․문화적․예술적으로 폭넓은 분야로부터

풍부한 디자인 소스의 활용 및 요소들 간의 믹스 앤

매치, 의외성의 구현 등 기발하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세계를 완성하였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46년 이탈리아 남부 지방에

서 태어나 관능적이고 모던한 의상으로 인기를 얻으

면서 전 세계에 부티크를 설립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하였다. 그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 연구

- 29 -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디자인 발상의 요소
특징

역사적

요소

고전주의

예술과 드레이퍼리

그리스, 로마의 복식 스타일, 예술, 신화로부터 모티프를 찾아 프 린트나 자

수의 문양으로 디자인

입체재단으로 관능적인 드레이퍼리의 복식미 표현

비잔티움의

장식성과 종교성

밝은 색채와 풍부한 장식성이 종교와 결부된 독특한 양식으로 금은, 비즈,

보석 등을 사용한 다양하고 화려한 액세서리 및 자수의 활용

바로크의

곡선과 화려함

장식적이고 화려한 기법 및 곡선적 장식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

비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로부터 영향

마들레느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법

마담 그레의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를 솜씨있게 다룬 테크닉

문화적

요소

무대의상
오페라와 발레 의상을 디자인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히고 베르사체만의

오리지널한 패션이미지 구축

로큰롤 음악
엘튼 존 등의 뮤지션들과 교류 및 그들을 위한 의상 제작

극단적인 실루엣, 대담한 형태와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디자인

예술적

요소

팝 아트
앤디 워홀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독특한 팝아트 의상들을 디자인

키치와 역설과 아름다움이라는 팝아트의 복합적인 요소들 표현

회화작품
예술작품을 프린트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

마르크 샤갈, 구스타브 클림트, 소니아 들로네의 회화 자주 인용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의 특징
내용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 및 접목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 접목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소재나 프린트를 믹스

앤 매치 시키는 등 스타일과 소재를 혁신하고 색채와 프린트를 통한 변화

를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

장식적, 관능적 요소의 강조

보디 컨셔스 스타일과 마이크로 미니, 컬러풀한 팝 풍의 프린트, 다양한 금

은, 비즈, 보석 등을 이용한 자수기법 및 액세서리 활용 등으로 관능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강조

발상의 전환 및 과장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방식의 사고로 신화나 동화 등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패러디 기법을 통해 재치와 유머가 넘치

는 디자인을 하고 과장법을 자주 사용

<표 1> 지아니 베르사체 패션디자인 발상의 요소 및 특징

사진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방면에 걸친 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데뷔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였다. 그의 패션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미를 현대화시켰고 공존하기 어

려운 우아함과 관능미를 조화롭게 표현하였으며 현

란한 색채와 예술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프린트 디자

인, 고급스러운 수공예적 이미지를 더하는 자수 기법

으로 유명하다.

베르사체에게 디자인 영감을 준 요소들은 크게 역

사적, 문화적, 예술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자

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복식

스타일과 예술, 신화에서 많은 모티프를 찾았으며 이

를 프린트나 자수 기법을 통한 문양과 입체재단에

의한 드레이핑의 형태로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베르

사체는 비잔틴 시대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섬세하게 세공한 금은 및 비즈, 보석 등을 이용한 다

양하고 화려한 액세서리 및 자수를 활용한 패션으로

밝은 색채와 풍부한 장식성이 종교와 결부된 독특한

양식을 절묘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바로크 양식은 비

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특성,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 장식적이고 화려한 기법의 추구 등 베르사체만

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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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세기의 각 시대 중에서는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디자이너 마들레느 비오네와 마담 그레

의 영향을 받아 고도의 테크닉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하

여 디자인 발상의 원천으로 삼았는데 1980년대 초반

부터 발레와 오페라 무대의상을 꾸준히 제작하였으며

로큰롤 뮤지션들과의 교류 및 그들의 의상 디자인 경

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움과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예술가

들을 귀감으로 삼았는데 그는 앤디 워홀과 친분이 두

터운 사이로서 워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키

치, 역설, 아름다움 등 팝아트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작품세계를 텍스

타일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의상에서 주로 프

린트나 자수 기법을 활용하여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

로는 정열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의 특징은 다양한 시

대, 장르, 이질적인 소재 등을 절묘하게 혼합, 접목하

여 새로운 조화를 창조하였고 의상의 장식적이며 관

능적인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발상의 전환으로 기발

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과장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던 지아니 베르사체의 패션디자인 발상에 관

한 연구는 21세기 패션이 디자이너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움과 개성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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