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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rmative and aesthetic char-

acteristics of wedding dresses that existed during the periods of Neo-Classicism and

Romanticism which appeared as a reaction toward Neo-Classicism. The method of the re-

search was mainly focused on precedent research data and general references.

Furthermore the data on wedding dresses was mainly collected from British, French, and

American library and museum web sit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The Neo-Classicism art, which appeared along with the enlightenment in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pursues beauty based on associations and imitations of ancient Greek

and Roman arts. In addition to aforementioned pursuits, the Neo-Classicism art also pur-

sued universal beauty and social usefulness through law and order. This aesthetic value

was also applied to the wedding dresses, so classical beauty, natural beauty and universal

beauty were expressed as follows: corsets of the previous era were removed from general

clothing and Empire style that imitated natural Greek style became predominant. Also,

muslin replaced high quality clothes which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s of the dressing

during the previous era. Empire style's wedding dress became popular and simple colors

and styles of the wedding dress expressed the beauty of the human body and emphasized

civilit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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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ism art and costumes opposed rationalism and pursued sentimentalism.

Moreover, it pursued diversity, exotic tastes and accepted diverse reactionism unlike

Neo-Classicism’s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These aesthetic characteristic were ap-

plied to the wedding dress of this period; wedding dress of romanticism pursued feminine

and elegant beauty with “X” silhouettes and various decorations, like general costumes.

And they were decorated with a variety of excessive accessories, details and trimmings to

express romantic sentimentalism.

Exotic tastes which included Chinese, Egyptian, Indian influence and other diverse tastes

were expressed through hair style, accessories and patterns of shawl.

However, the white color in the wedding dress revealed purity and sanctity which cannot

be found from general costumes regardless of whether the dress expressed Neo-classi-

cism or Romanticism. As a formal dress worn during wedding ceremonies, the wedding

dresses of the royalty revealed dignity and authorit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later wed-

ding dress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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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성미 이국취미beauty), (diversity aesthetic characteristics), (exotic

웨딩드레스tastes), (wedding dress)

서 론I.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는 드레스로,

신부의 청초함 순결함 순수한 사랑 신랑 신부가, , , 〮〮
하나임을 알리는 서약의 상징으로 그 어떤 드레스보

다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면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웨딩드레스에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본인의 미적 태도뿐만 아니라 당

시 사회의 결혼에 대한 관념과 미적 가치관이 반영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생 한번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어 웨딩드레스는 일상의 조건을 초월,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비,

교적 호화스러운 스타일로 그 시대의 패션 스타일

중 가장 아름다운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세기는 근대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한 시기로 프19

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 평등사상과 자본

주의 체계가 시작되면서 서양 복식 문화의 근대화와

시민 복식이 정착되어 가는 시대였다 또한 여성 복.

식에 이전 복식의 양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양식

모방의 세기 유행의 세기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시,

기로1) 초기 신고전주의 양식, (Empire style, Neo-

과 낭만주의 양식Classicism 1790~1830) (Romantic

style, 1830~1850)2)은 계몽사상이라는 시작의 뿌리

는 같으나 그 양식과 가치는 상이하였다 신고전주, .

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스타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인체의 전체적 비례를 중요시하였고 복,

식에서도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중요시 하

였다 이에 비해 낭만주의는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

함에 따라 귀족풍의 화려하고 낭만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한 시기로 귀족풍의 복식이 부활하였다 여성, .

복은 이전 세기의 다양한 디테일을 가져와 장식하였

으며 특히 프랑스는 로코코 풍을 택하였다, 3).

세기의 웨딩드레스는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을19

많이 주고 있는 스타일이며 이 시기에 흰색은 신부,

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웨딩드레스의 절대적인 색상

으로 자리 잡았으며 흰색 웨딩드레스가 내포하고,

있는 순결과 정절 그리고 순수한 이미지는 오늘날까

지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 김성복. , 4)은 뉴욕 메

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의 웨딩드레스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세기 말 웨딩드레스의 대한 역사적 고, 19

찰을 통해 일반 복식과의 유행관계를 고찰하였고, ,

이윤정5)은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천과정연구에서 로

코코 시대에 고급직물을 선택할 경제력이 없는 서민

들이 흰색을 웨딩드레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 말기에 고대 그리스 복식에 대한 향수로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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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부의 순결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처음 인식되었

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세기 말기의 웨딩. 19

드레스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한정되거나 색상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웨딩드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세기 신고전19

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드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로코코 말기부터 나타나

기 시작한 신고전주의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낭만주의 시기의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징 및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의 예술적 가치와 일반 복식 그리고

웨딩드레스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자료와

일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실제 웨딩드레,

스에 대한 자료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문헌과 박, ,

물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를 당시,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계하여 미적 가치와 조형적 특

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웨딩드레스에 영향.

을 주는 일반 복식과 당시대의 예술적 가치와의 관

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뿐 아니라 실제 웨딩드레스,

업계에서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II.

세기 유럽은 근대로의 이행을 위한 모든 정신19

행위의 원천과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계몽주의와 더

불어 시작되었다 계몽주의는 모든 이론과 행동의.

문제에 대해 이성을 궁극적 권위로 인정한 데카르트

의 합리주의 사상 뿐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여 모든

사건을 물리적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증명한 뉴턴의 자연관 모든 사회문제를 이성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칙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 로크의

사회관 등에 입각하였다.

계몽주의 사상은 프랑스 예술가와 문학가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스 로마의 고대문화에 대한 동

경의 풍조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 로마풍,

의 장엄한 분위기와 복고적인 취향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신고전주의라 불렀다6)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로마인의 영웅정신을 상기시키고 프랑스를 로마제,

국과 비교하였던 당시 정치적 목적에 가장 상응했던

예술관으로 이 때 부터 앙삐르 양식, (Empire Style)

로 부르게 되었으며7) 예술은 사회라는 구조의 단순,

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토대의 일부가 되어야 한

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8) 신고전주의는 조화와 균.

형의 고전적 양식을 모형으로 내용보다 형식을 감,

성보다 이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묘사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신고전주의의 기치를 내걸은 혁명과 계몽

주의는 예술에 있어 낭만주의에 반대되는 성향을 갖

고 있으면서 동시에 로맨티시즘을 창조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혁명에 의해 조.

성된 정신적 분위기에 의해 이미 태동되고 있었으

며 이는 볼테르, (François-Marie Arouet, Voltaire),

루소 등의 일부 계몽주의(Jean Jacques Rousseau)

자들은 감각주의의 경향이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

정 참된 자아의 실현과 같은 낭만적 성향을 갖기도,

하였다9)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우저.

가 말했듯이 혁명이 창조한 진정한(Arnold Hauser)

양식은 신고전주의가 아닌 낭만주의이며 신고전주,

의가 혁명에 의해 실제로 행해졌던 예술이라면 낭,

만주의는 혁명에 의해 준비되었던 예술이라 할 수

있다10) 따라서 낭만주의는 계몽주의 사상의 지나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일 뿐 수단만 다른 계몽주의,

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11).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추

구했던 미적 가치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 예술의 미적 가치관1.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의 모방과 연상에1) ․
의한 고전미 추구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하는 계몽주의 정치적 이념

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주의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인식하였고 당시의 예술가들과 미학,

자들은 고대의 작품을 모방하여 고대 사회의 이념

연상이 예술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에 프랑스.

혁명시대와 제정 시대에는 고대의 애국적 영웅적·

이상과 로마의 시민덕목에 따른 공화주의 시민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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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이 국가적으로 권장되었다 특.

히 독일의 미술사학자 빙켈만(Johann Joachim

은 그리스 작품의 모방에 대한 생Winckelmann) 『

각 에서 그리스 미술에 대하여 고귀한 단순과 고“』

요한 위대 로 설파하며 이를 추구해야한다고 신고전”

주의 예술의 기치를 세웠다12).

프랑스의 화가 다비드 의(Jacques Louis David)

호리띠우스 형제의 선서는 로마 시대의 영웅적 애‘ ’

국심을 소재로 하며 이전 시대의 회화적이고 감각적

인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화면 전체를 정확히 배

치하여 순수한 선의 예술로 표현하였다13) 그림.<

1>14) 조각가 카노바 는 헬레니즘(Antonio Canova)

시대의 조각을 모방하여 나폴레옹과 그의 누이의 나

체상 그림< 2>15)을 제작했는데 고전적 균형을 가진,

선구로 인정받았다 건축에서도 그리스 식 열주와.

로마의 돔 아치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실내에는, .

고전 양식을 모방한 화병이나 촛대 그리고 벽난로

등이 장식되었으며 종려 잎 연꽃 풍뎅이 독수리, , , ,

같은 이집트적인 요소와 아칸서스 잎 하프 폼페이, ,

의 당초문 큐피드의 화살 등 그리스적이 문양이 사,

용되었다16).

법칙과 질서를 통한 보편적 미의 추구2)

자연의 개념을 자연의 법칙으로 보는 계몽주의‘ ’ ‘ ’

의 관점을 바탕으로 신고전주의 예술은 자연을 있, ‘

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그’ ‘ ’

려내는 작품을 참되다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러한‘ ’

사상은 형식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호리띠우스 형제의 선서< 1>

-20,000 years of world painting, p.275.
그림 비너스모습의 파울리나 보르게제< 2>

미술의 역사- , p.558.

고상미를 제시한 화가 리놀즈‘ ’ (Sir Joshua

는 이러한 입장을 예술에 관한 담화Reynolds) 『 』

에서 화가의 눈은 사물의 우연한 결합 병적병태, ,

변형 등을 그 보편적 특징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화가는 그 사물의 형태에 대하여 그 어떤 원형보다

더 완벽한 추상적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

다17) 따라서 신고전주의 예술은 뉴튼의 자연법칙과.

같이 규칙에 의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객‘ ,

관적 법칙과 기하학적 형태를 근거로 한18) 이성적

진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였다.

사회적 유용성 적합성의 추구3) ,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 신고전주의 예술은 형태의,

미나 미학적인 미보다 도덕적인 미 사회적 유용성, ,

적합성 등을 목표로 하였다 철학자 흄. (David.

은 인성론 에서 수많은 인간적 산물들의Hume) 『 』

미는 그것들이 기여하는 목적에 대한 유용성과 적절

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19) 또한 호가트. (William

는 미의 분석 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은 로Hogarth) 『 』

코코의 디자인을 암시하고 있으며 반면에 단순성과

적합성은 새로운 경향의 전조라고 밝힘으로써 다가

오는 신고전주의의 양식을 규정하였다.20) 특히 이러

한 가치관은 합리주의적 태도의 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크 제르맹 수플로. (Jacques Germain

가 설계한 파리의 판테온 그림 은 고대Soufflot) < 3>

그리스의 팔라디오 양식을 모방했는데 장식이 억제,

된 부드러운 외관을 갖고 있으며 거대한 현관은 고

대 로마의 신전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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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판테온< 3> 미술의 역사- , p.526.

낭만주의 예술의 미적 가치관2.

감성주의 추구1)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술은 객관적이고,

전통적 가치기준을 따르는 사회적 예술이기를 중단

하고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고 또 이 기준에 의해 평

가받기를 원하는 표현예술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

에게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

다 즉 브로진스키 가. (Kazimierz Brozinski) 21) 고전주‘

의는 훌륭하게 완성된 취미를 필요로 하고 낭만주,

의는 훌륭하게 완성된 감수성을 요구한다고 감성주’

의적 배경을 설명하였듯이 낭만주의는 주관주의적

감성주의에 기반하며 따라서 낭만주의 예술은 강력,

한 감정과 열정의 미 상상력의 미 시적이며 서정, ,

적인 미를 추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 제리코(Theodore

는 메두사호의 뗏목 그림 에서 극적인Gericault) ‘ ’< 4>

운동감과 강렬한 색채의 명암으로 군상의 긴밀한 구

그림 메두사의 뗏목< 4>

미술의 역사- , p.552.
그림 눈보라 속의 증기선< 5>

서양미술사- , p.493.

성을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상상력과 해방된 감수성

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리코의 후예 들라크루아.

가 년 발표한 카오스섬의(Eugene Delacroix) 1824 ‘

학살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

사하기 보다는 시적인 진실의 표현을 궁극적인 목‘ ’

적으로 삼아 관능성과 잔인성을 표현하였다22).

다양성의 추구2)

낭만주의는 새로운 세계감정과 생활감정을 반영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술적 자유라는 새로운 해석

을 낳았으며 이는 예술가나 재능 있는 개인이면 누,

구나가 가질 수 있는 자기표현이었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 개성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

낭만적이라 함은 주관적이라는 말이라고 정의하듯

이 예술가들이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주장하지 않고 사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이다23) 따라서 낭만주의 예술은 형.

식보다 정신과 내용에 우위성을 부여하여 의식적인

무정형성을 추구하였으며 무정형성은 형식의 통일,

성과 조화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24) 인간적,

인 감정과 약동하는 생명감을 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당시 영국과 독일의 풍경화에서

잘 표현되었다 주제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를.

얻게 된 낭만주의 화가들은 그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풍경화를 새로운 권위로 끌어올리게

된다25) 특히 영국의 화가 터너. (Joseph Mallord

는 풍경화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숭고William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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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의 모습을 빛으로 가득차고 눈부신 환상적

세계 동적으로 현란하고 화려한 세계로 표현하였,

다 그림.< 5>26)

다양한 복고주의 추구3)

신고전주의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서 단지 하

나의 본보기만을 취하였다면 낭만주의는 이와 반대

로 항상 과거에 대하여 이미 경험했다 는 감정을“ "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을 마치 전생에,

이미 존재했던 시간처럼 회상하였고27) 이러한 회상,

은 예술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쉴러. (Johann

가 자신을 비롯한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낭만주의자들을 고향에 가고 싶어 노심초사하는 국“

외 추방자 로 표현하였듯이” 28) 낭만주의 예술은 회귀

본능에 의한 목마름으로 하나의 양식을 복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거 양식의 복고에 매력을 느끼게 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무시되었거나 비판되었.

던 형식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려 시도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 .

로맨티시즘의 이러한 복고적인 경향은 건축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고딕 양식.

의 부활을 시도하거나 한폭의 그림과 같은 중세적인

낭만을 추구하였다 영국의 월풀. (Horace Walpole)

은 자신의 스트로베리 힐을 완전한 고딕양식으로 증

축하였고 베리 와 퓨진(Charles Barry) (A.N. Welby

역시 런던의 국회 의사당 그림 의 건물Pugin) < 6>

전체를 고딕 복고에 입각해 반복적인 대칭성으로 표

현하는 반면 그 윤곽선은 회화적인 불규칙성으로 설

계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가르니에. (Charles Garnier)

그림 런던 국회의사당< 6>

미술의 역사- , p.530. 그림 오달리스크< 8> -미술의역사, p.542.

는 파리 오페라 극장 그림 을 신바로크적인 분위기< 7>

로 설계하여 루브르궁의 동쪽 정면을 인용하여 정면

기둥을 설치하고 화려한 조각과 장식물을 설치하였다.

이국적 취향 추구4)

낭만주의는 자연으로의 회귀와 복고주의에 입각‘ ’

하여 서구문명 외에도 시간이나 공간을 아득히 초월

한 세계로서 아프리카 아시아 왕국 미국의 대륙, ,

삼림 지대 등 이국적인 공간을 찬미하였으며 이는,

예술에서 이국적인 취향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취.

향은 당시 식민제국으로 인한 이국문화의 역 진입으

로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천일야화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앵그르(Jean-

의 오달리스크 그림Auguste Domonique Ingres) ‘ ’<

들라크르와의 싸르다나빨의 죽음이 대표적인8>, ‘ ’

예이다 오달리스크는 하렘의 여자노예를 의미하는.

터어키 말로 나체에 표현된 냉랭함과 관능의 혼합,

슬픔을 띤 우아함은 고전주의와는 다른 이국적 취향

을 느낄 수 있다 색채감각이 탁월하게 표현되었으.

며 손과 발은 꽃잎처럼 매끄럽고 그림전체의 색조,

와 질감은 눈부실 정도이다29).

그림 파리 오페라극장< 7>

-미술의 역사, 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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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III.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

신고전주의 여성복식의 조형적 특징과1.

미적 특성

복식은 정치적 사건 경제적 발달 사회적 변화, , ,

예술의 미적 가치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생활 조형으

로 특별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시대정신 을 반영한다 그리스 로마 정신을(zeitgeist) .

추구한 정치적 사건인 혁명과 고전예술의 부할을 추

구했던 당시 문학가와 예술가들의 철학은 복식에도

반영되었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시.

민사회에 맞추어 이전 시대의 장식된 화려함보다는,

자연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겼고 고대 그리스 복식,

은 당시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고대 조각에서 표현.

된 그리스 시대 복식과 같은 의상은 프랑스 제 차1

제정시대를 일컫는 엠파이어 스타일의 로브로 정착

하게 되고 서유럽 문화는 적어도 상류층에 관한 한,

은 각국 의상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30) 그림.<

9>31)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년대부터 이미 로코코1790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파니에 코르셋은 모두,

사라졌으며 동시에 고급 소재들도 모두 사라졌다, .

대신 여성들은 속옷처럼 보이는 슈미즈 풍의 드레스

를 착용하였다 머슬린이나 캘리코로 만든 흰색의.

드레스로 길이는 발끝까지 왔으며 때때로 너무 투,

명해서 흰색이나 핑크색의 타이츠를 속에 입어야 했

다 특히 인도에서 수입된 다양한 종류의 머슬린은.

아주 얇고 투명하여 슈미즈 가운의 형태미를 아름답

게 표현하는 소재로 각광받았다32) 옷이 몸에 달라.

붙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소재가 늘어져 마치 주름,

처럼 보였으며 퍼프슬리브에 하이 웨이스트 라인이,

었다 뒷 굽이 없는 슬리퍼도 이러한 효과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

수 작은 프릴 등 장식이 더해졌고 머슬린은 새틴, ,

이나 비로드로 바뀌었다 소매도 단순한 퍼프 슬리.

브에서 퍼프슬리브가 연속해서 달린 것 같은 마미루

크 슬리브 로 변하였다 그림(mameluk sleeve) .< 10>

러프가 다시 유행하였고 숄도 애용되었다 숄은, .

패셔너블한 숙녀의 상징으로 단순한 스타일의 슈미,

즈 가운을 우아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외출 시

코트 같은 역할을 하였다 숄의 소유는 유행과 멋에.

대한 관심의 척도였으며 죠세핀 황후는 장, 300~400

의 숄을 소지하였다고 한다33) 머리장식으로는 타조.

털 장식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였고 주머니를 달 수,

없어 레티큘 리디큘 로 알려진 작(reticule), (ridicule)

은 핸드백을 들고 다녔다34).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으로 오리엔탈리즘이 들어

와 터번이 유행하였으며 이는 고전적인 외형을 추구

한 엠파이어 스타일에 변형을 일으켜 진정한 고전,

주의 양식은 년에서 년 까지만 유지되었고1800 1803

이후 이집트 터키 등 이국적인 취향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그림.< 11>35) 여기에 스페인 양식이 들어와

하이웨이스트 양식의 고전적인 모드에 많은 플라운

스가 달리기 시작하였고 스커트 라인이 치맛단에서

약간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신고전주의 복식은 당시 사회가 추구한 예

술 가치와 동일한 미적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는 고대 그리스 복.

식 스타일의 고전미를 추구하였고 색상의 단순함과,

디자인의 심플함으로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계급에.

따른 복식의 구별을 없앴으며 고급소재를 없애고,

면섬유를 사용하는 등 민주성에 근거하는 보편적 미

를 추구하였다 또한 코르셋을 제거하고 인체의 자. ,

연미를 추구하는 등 당시 예술이 추구한 유용성 적,

합성을 실현하였다 이 시기는 이전 시대처럼 어느.

한 개인이 유행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

였다 조세핀도 더 이상 유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

고 오히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왔어야만 했던 시,

대였다 더욱이 유행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은 기성복의 등장이었다 여성 시민을 위한 잡지.

마담 테이야르 를 통해 모든 사(Mme. Teillard)「 」

람의 욕구를 똑같이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36).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고대적 이상에서 멀

어지기 시작하였다 고풍스러운 것이라는 핑계아래.

벗는 패션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가‘ ’ .

장 최소한으로 입을 수 있는가를 경쟁하였고 사람,

들은 잘 차려입은 것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

벗은 것을 애기했으며 사교모임의 놀이로 숙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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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옷 무게를 재는 게임이 생겨났을 정도이다37) 또.

한 지나치게 얇은 소재를 열광적으로 선호했던 경

향은 겨울에도 없어지지 않아 를, “muslin disease"

확산시켰으며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기후와 맞물리,

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신체.

곡선을 드러내고 싶어 드레스를 의도적으로 물에 적

시었다는 기록도 있다38).

또한 선과 색상의 단순성에서 고대를 모방한 신고

전주의 복식은 장식을 필요로 했고 사람들은 실제,

로 장신구와 장식품을 좋아하였다 트레인은 지나치.

게 길어졌으며 비고대적인 장식도 중요시 여겨 이, ,

국적인 취향과 이전시기의 디테일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 결국 복식은 당 시대의 예술이 갖는 미적 가.

치와 동일한 가치에서 출발하여 같은 의미의 미적

특성을 지닐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복식은 복,

식을 입는 착용자와 유행이 갖는 속성으로 인해 예

술과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낭만주의 여성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2.

특성

낭만주의 예술이 강력한 감정과 열정의 미 상상,

력의 미 시적이며 서정적인 미를 추구하였다면 낭, ,

만주의 여성 복식은 이러한 미적가치를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로 표현하였다 로코코 복식의 영향을.

그림 엠파이어 스타일의< 9>

슈미즈 드레스, 1811

-20,000 years of Fashion, p.345.

그림 마미루크 슬리브의< 10>

머슬린 드레스, 1822

-20,000 years of Fashion, p.351.

그림 이국풍의 머슬린< 11>

드레스, 1821

-Fashion Plate, p.29.

받아 신고전주의에 비하여 머슬린이나 거즈 레이스, ,

실크 같은 우아하고 얇은 재료와 주름진 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옷감 등 고급스럽고 화려한 소

재를 사용하였으며 색상도 고운 청색이나 핑크 색,

등 밝고 신비한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

라 프릴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러플 끈 자수 등, , , , , ,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이 과잉장식 되어 로맨틱한,

감성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림.< 12>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존중하고 다양한 복고주,

의를 추구한 낭만주의 예술의 미적가치는 복식에서

도 그대로 적용되어 다양한 액세서리와 스타일로 표

출되었다 모자 캡이 커지고 더 이상 터번처럼 보. ,

이지 않을 정도로 터번이 극도로 넓어져 진짜 모자

처럼 보였다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색의 꽃 리본. ,

깃털이 장식되었으며 년 이러한 모자는 저녁, 1827

극장에서도 착용되어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대

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부.

채는 저녁 몸단장에 필수 요소였으며 파라솔은 패,

셔너블한 숙녀의 필수품이었으나 모자를 가리기 위,

해서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펼치는 일은 없었다 또한 부채는 저녁 몸단장에 필.

수적인 것이었으며 저녁 몸단장에 커다란 꽃다발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여성복식은 년이 전19 1822

환점이었다 드레스의 하이웨이스트 라인이 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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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왔고 코르셋이 다시 나타나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했다 가는 허리에 대한 신비감은 이 시기부.

터 다시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에게 말없는 고문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코르셋은 다시 한 번 여성복의

필수요소가 되었다.39) 타이트한 허리는 넓은 스커트

와 부풀린 소매에 의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요소가 모두 유행하였다40) 어깨를 덮.

은 폭넓은 칼라와 소매붙이는 곳에서 부풀린 양다리

형의 소매인 지고슬리브 가 나타났으(gigot sleeve)

며 스커트가 넓어지기 전 초기에는 플라운스나 프,

릴 같은 장식을 붙이거나 모피 단을 둘러 중량감을

주었다.

이브닝 드레스 그림 는 데콜테가 되어 어깨< 13>

를 드러냈고 가슴 선은 직선이거나 가운데 부분이

살짝 파여 있었다 코르사주 위에서 소매 반쯤까지.

오도록 깊게 떨어진 레이스와 프릴 혹은 리본으로

장식 된 버서 장식과 코르사주 위쪽을 가로지르는

수평주름은 이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이러한.

실루엣이 가져다 준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은 관능미
41) 혹은 자형 실루엣의 정형성을 가진 관능성, X 42)으

로 표현되었다 년경 스커트는 조금씩 짧아졌. 1828

고 소매는 계속해서 팽창해졌다, .

년경부터 낭만적이고 화려했던 양식이 변화1837

하기 시작하였다 소매는 더 이상 넓지 않았고 스. ,

커트는 다시 길어져서 걸을 때 여성의 발목을 가렸

다 코르사쥬는 몸에 밀착되었고 앞부분을 부채꼴의.

형태로 장식하였다 머리장식은 아주 작은 보닛으로.

변화했으며 정숙한 인상을 주었다 년대 패션과. 1830

비교해보면 년대의 패션은 정말 침착해졌다 밝1840 .

은 색조는 다크 그린과 브라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

으며 이 시기의 여성패션은 수수함과 고상함이 가,

장 숭배된 덕목이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은 천박한.

것으로 여겨져 루즈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흥미를,

끌 정도의 창백함이 숭배되었다43) 이 시기의 부유.

한 사업가들은 아내에게 모범적으로 정조를 지키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아내의 완벽한 무위가 남성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

는 표시였기 때문에 부인들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

었으며 따라서 옷으로 인한 몸에 대한 구속이 극히,

심하여졌다.

년 사회적 격변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1848

하고 여성들은 유순함과 순종으로 이러한 상황을,

수용했으며 얌전한 체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여, .

성들이 이토록 완벽하게 옷에 감싸였던 시기는 없었

다고 한다44) 몇 겹으로 착용한 이 시대의 페티코트.

는 여성들로 하여금 고역을 무릅쓰지 않고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술에 표현된 이국적 취향은 복식에도 그대로 나

타나 중국 인도 페르시아에서 유입되거나 영감을, , ,

얻은 문양과 소재 장신구 등이 사용되었다 신고전, .

주의 시대부터 사용된 인도의 머슬린은 드레스나 캡

의 소재로 사용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이전 시대부터 유행한 캐시미어 숄의 유행에 따라

페이즐리 문양이 유행하였으며 가장 자리에 프린지,

를 장식한 대형 숄도 있었다 터번 아 라 지라프. , (à

헤어스타일la giraffe) 45) 그림 러시아와 폴란< 14>,

드의 장신구 중국풍의 헤어 스타일 등 다양한 이국,

적인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

징은 왜소한 몸을 가진 빅토리아 여왕을 어느 정도

존중해 가능한 여성들을 작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 이에 굽이 없는 슬리퍼 형태,

의 신발이 유행하였으며 아주 작은 발이 고귀한 태,

생의 표시로 여겨졌다.

이상에서 낭만주의 예술이 추구했던 감성주의 다,

양성 다양한 복고주의 이국취미 등의 미적가치는, ,

낭만주의 복식에 화려한 색상과 소재 다양한 디테,

일과 트리밍의 과잉 장식 모자를 비롯한 다양한 액,

세서리로 표현된 여성적인 우아미 가는 허리 풍만, ,

한 가슴 노출된 어깨와 버서 장식 등 자형 실루엣, X

을 통한 관능미 이국적인 소재 문양 장신구들로, , ,

나타난 이국취미 등의 미적특성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속에서 남성들의 권.

위와 사회 제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여성

의 권리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미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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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양한 디테일의< 12>

드레스 -Fashion Plate, p.44.
그림 이브닝드레스< 13>

서양패션의 역사- , p.177.
그림 헤어스타일< 14> Giraffe

-Fashion Plate, p.49.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기의IV.

웨딩드레스

신고전주의 시대의 웨딩드레스1.

세기 초 웨딩드레스는 일반 여성복식과 같이 신19

고전주의 양식을 따라 엠파이어 스타일의 얇은 슈미

즈 드레스에 비치는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스타일

이었다 이미 나폴레옹 황제의 황비인 조세핀이 엠.

파이어 스타일의 흰색 웨딩드레스와 흰색 베일을 사

용하였다 이 시기에 흰색은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

하는 색상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신고전주의의 영향,

으로 시작된 흰색 웨딩드레스가 년대 시인과1820

소설가들에 의해 처녀성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더욱

부추겨졌기 때문이다46).

전체적으로 늘어진 실루엣을 보여주기 위해 하이

웨이스트라인에서 시작한 스커트 자락은 바닥에 끌

리었으며 네크라인은 사각형의 깊은 데콜타지로, ,

캡 소매나 타이트한 긴 소매가 달리었다 드레스 뒤.

자락에는 하이웨이스트에서 시작된 둥근 트레인이

장식되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위에는 스펜서 재킷.

이나 페를린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웨딩드레스와,

유사한 형태의 펠리스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펠리스는 길이가 긴 하이 웨이스트의 오버가운.

으로 몸에 꼭 맞았으며 안에 착용한 웨딩드레스를, ,

보여주기 위해 보통 앞이 바닥까지 오픈되어 있었

다 신부는 흰색 새틴에 브뤼셀 레이스가 장식된. ‘

로브를 착용하였고 두 개의 타조 깃털이 장식된 브,

뤼셀 레이스의 본넷을 썼고 레이스 베일을 두르고, ,

백조 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흰색 새틴 펠리스를

입었다고 기록한 당시 저널 의 기’ Ipswich Journal

록47)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그림< 15>48)는 웨일즈 왕자 조지 와 결혼(George)

하는 캐롤린 공주의 웨딩드레스로 년(Caroline) , 1790

경 부터 시작된 엠파이어 스타일의 하이웨이스트 라

인의 드레스이다 흰색 새틴 위에 레이스로 드레스.

전체를 덮었으며 트레인 역시 같은 레이스로 웨이,

스트 라인에서 길게 늘어뜨려 뒤의 시녀가 잡고 있

다 머리에는 작은 크라운을 썼으며 웨이스트 라인. ,

아래부터는 주름이 잡혀 길게 내려와 당시 사회전체

가 추구했던 그리스 스타일의 고전미를 따르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년 영국의 샬롯 공< 16> 1816 (Charlotte)

주 조지 세와 캐롤린 공주의 무남독녀 가 벨기에의( 4 )

레오폴드 왕자와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Leopold)

레스로 당시 시가 루불의 가치가 있는 드레10,000

스라고 한다49) 언더 드레스는 흰색 새틴에 은 조각.

이 장식된 드레스였으며 이 위에 다시 은 조각으로,

장식된 투명한 은색 망을 덧 입혔다 트레인은 활짝.

핀 꽃들이 수 놓여진 레이스 장식이 선 장식으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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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 되었으며 네크라인과 소매에는 브뤼셀레이스,

로 장식하였다 그녀의 어머니인 캐롤린 공주는 딸.

의 결혼식에서 금조각이 장식된 두 줄의 실버 플라

운스가 달린 아름다운 금색 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가운은 금과 실버로 트리밍하였다 장엄하고 고귀. ,

했으며 웅장하였다고 표현된 샬롯공주의 결혼식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에 비길 만큼 호화로왔다

고 한다50).

그림< 17>51)은 컬렉션에 기증된 로브와Killerton

그림 캐롤린 공주의 결혼< 15> , 1795

-The Royal wedding dress, p.30.
그림 샤롯 공주의 웨딩드레스< 16> , 1816

-The Royal wedding dress, p.41.

그림 컬렉션에 나온< 17> Killerton

웨딩드레스 (1814)

-Marriage à la mode, p.26.

그림 그림 의 실물 디테일< 18> < 17>

웨딩드레스 위에 착용한 펠리스

-Marriage à la mode, p.26.

펠리스를 드로잉한 그림으로 실제 옷은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드레스 햄라.

인에 플라운스가 두 줄로 장식된 엠파이어 스타일의

로브 위에 버튼으로 장식한 리본 새시를 두른 하이

웨이스트의 펠리스를 착용하고 있다 소매는 튜더왕.

조의 슬래시 장식을 인위적으로 흉내 낸 것과 같이

부드럽게 주름잡은 실크 거즈를 새틴 안에 집어 넣

고 가장자리를 셔닐밴드로 장식한 개의 주름이 장3

식되어 있다 그림 햄 라인은 볼 프린징으로.< 18>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5 1

196

알려진 셔닐 털방울 장식이 달려있고 햄라인 네크, ,

라인에는 크림 색의 셔닐사로 꽃 문양을 수놓았고,

가운데에 망사로 채워 넣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망.

사 장식이 매우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이러한 펠리스는 년대에도 계속해서 인기 있1820

는 의상이었으며 결혼식에 착용한 그림, 1825 < 19>

는 앞 여밈이 다 오픈 된 것이 아니라 앞 중심의

에서 오픈되어 있다 능직의 실크에 새틴 리본으3/4 .

로 트리밍하였으며 퍼프 소매의 어깨부분에는 반다,

이크 포인츠로 커다란 소매를 강조하였(Van Dyck)

다 베일로 사용한 오리지널 브뤼셀 레이. (Brussels)

스 그림 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 베일< 20> ,

을 위해 루불을 지불하였으며 이는 오늘날500 ,

루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세기17,000 . 19

초 콘티넨탈 프렌치 블론드(Continental), (French

실크 브뤼셀 레이스는 가장 좋은 레이스였blond, ),

으며 알렉숑 레이스와 함께 왕족이나 귀, (Alençon)

족들의 웨딩드레스에 특별히 사용된 소재였다 세. 18

기부터 알려진 알랙숑 레이스는 혁명기간 동안 소멸

되었다가 전쟁 후 나폴레옹이 후원하면서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린넨 레이스로 새롭게 변화하였다.

년 월 일 메리 엘리자베스 윌리암스1823 12 2 (Mary

가 결혼한 모든 기록과 드레스가Elizabeth Williams)

남아 있는데 그녀는 포도와 포도 잎이 장식된 흰색,

새틴 드레스를 입었으며 퍼프 소매는 가장자리가,

그림 펠리스< 19> , 1825

-Marriage à la mode, p.28.
그림 브뤼셀 레이스< 20>

-Marriage à la mode, p.29.

파이핑 처리된 초승달 모양의 덮개로 덮어 이중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년 뒤 그녀는 자신의 드레.< 21> 60

스가 눈 같이 하얀 드레스였으며 베일은 아주 독특,

한 브뤼셀 레이스였다고 회상하였다52) 스노우 화이.

트로 회상한 그 드레스는 실제는 크림색의 화이트였

으며 아직도 보존 상태가 좋아 조형적인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튜더 왕조 스타일의 부풀린 소매는.

그림 의 펠리스를 연상시키지만 포도 잎과 포< 19> ,

도송이 장식은 년대 패셔너블한 드레스의 전형1820

적인 장식이었다53).

그림< 22>54)는 년 엠파이어스타일의 흰색1821

실크 웨딩드레스로 퍼프 소매에는 망사를 대어 겹으

로 하였으며 새틴으로 두 줄의 플라운스를 만들어,

장식한 평범한 웨딩드레스이다 스퀘어 네크라인에.

가슴부분에는 슬래쉬 장식을 한 당시 평범한 이브닝

드레스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웨딩드레스는.

년 미국의 웨딩드레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1824 .<

세기 말까지 미국은 결혼 식 후에도 입을 수23> 19

있는 색상 있는 드레스를 웨딩드레스로 착용한 것으

로 미루어 그림 은 당시 유행을 리드했던 신, < 23>

부가 입었던 드레스로 추측된다 하이 웨이스트라인.

과 롱 슬리브와 조화를 이룬 퍼프슬리브 입체감이,

나도록 장식된 나뭇잎 장식 입체감이 나도록 플라,

운스가 장식된 헴라인 등은 신고전주의 양식인 엠파

이어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보여주고 있으나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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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네크라인은 실용성을 추구했던 미국식의 스타일

이 아닌가 한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신부들은 세기 말에는 레이18

스를 늘어뜨려 장식한 보넷 스타일의 모자를 착용하

였으며 세기에 들어서 베일은 흰 드레스와 함께, 19

웨딩드레스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세기 초. 19

베일은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았으나 세기 중반19

부터는 엄청난 크기로 변화한다 그러나 형편이 어.

려운 신부들은 값비싼 레이스나 튤이 부담스러워 보

넷으로 대신하였다 머리에는 오렌지 꽃의 화관을.

썼는데 오렌지 꽃은 열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 ‘ ’

어 자녀의 출산을 희구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축,

일을 상징하였다 신고전주의 시대의 일반인들의 웨.

딩드레스는 흰색만 다를 뿐 매우 단순한 형태의 평

상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흰

색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렌지 꽃 장식은 아

주 중요한 상징이었다.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스2.

낭만주의 시대의 신부는 우아함의 상징이었다 이.

시대는 전통적인 흰색 크림색의 웨딩드레스의 형식,

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 결혼이 가문간의 이.

그림 신고전주의< 21>

웨딩드레스, 1823

-Marriage à la mode, p.30.

그림 흰색 실크< 22>

웨딩드레스, 1821

-Wedding Dress 1740-1970, p.9.

그림 흰색 실크 드레스< 23> ,

1824,

-www.metmuseum.org

익을 위한 결합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전통에서 탈

피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한 로맨틱한 의미로 변화,

한 시대였다.

세기에 들어서면서 흰색 웨딩드레스가 자주 언18

급되었는데 실제 드레스는 밝은 흰색, (bright optical

이 아니라 크림색에 가까운 흰색이었다white) 55) 이.

시기부터 흰색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가되었는데 흰,

드레스는 가문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는 한번 입고 마는 웨.

딩드레스에 엄청난 정성을 쏟은 반면 어려운 집안,

에서는 예복의 상의 와 스커트를 분리되도록(bodice)

만들어 결혼식 이후에도 스커트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혹 어떤 지방에서는 축제 시즌에 입는 무.

도회복을 웨딩드레스처럼 입기도 했다56).

결혼개념의 변화를 주도한 사람은 영국의 빅토리

아 여왕이었다 권력유지를 주목적으로 결(Victoria) .

혼한 다른 왕족과는 달리 빅토리아 여왕은 사랑을

위한 결혼을 한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림. < 24>57)에

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년 결혼식에서 우아함1840

을 강조한 심플한 흰색 새틴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로 인해 흰색은 웨딩드레스의 색으로 공인되는 계기

가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의 일기에 호니톤.

레이스로 만든 플라운스를 장식한 흰색(Hon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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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며 터기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알버트 왕자가 선물한 터, (Albert)

키풍의 사파이어 브로치를 달았다고 기록하였다 빅.

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는 지 조차도The Times

언급할 정도로 당시 왕족의 결혼예복에 비해 심플,

하였다 크림 화이트의 실크 새틴은 깊게 파진 허. V

리라인과 넓고 낮게 파인 네크라인에 모든 심 라인,

을 파잉핑 처리했으며 짧고 풍성한 슬리브는 퍼프,

로 개더링되어 있었다 깊고 풍성한 플라운스와 러.

플 슬리브 버서 칼라 등은 세기 드레스의 장식을, 17

연상시킨다 약 에 달하는 새틴 트레인은 오렌지. 2m

꽃으로 장식하였으며 허리에서 연결하였다, .

머리에는 베일 대신 오렌지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썼으며 호니톤 레이스 그림 는 그녀만을 위해, < 25>

특별히 만든 것으로 매우 소중히 여겨 그녀의 레이,

스 플라운스는 년 딸 비키 의 결혼식과1858 (Vicky)

년 막내 딸인 베아트리스 의 결혼식에1885 (Beatrice)

서도 호니톤 레이스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의 플라운

스를 사용하게 하였다58)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후.

빅토리아 여왕은 백조 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오렌지 꽃으로 장식한 보넷을 썼,

다 그림.< 26>

그녀의 결혼식은 당대의 낭만적인 결혼관과 더불

그림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 24>

-Five Gold Rings, p.23.
그림 호니톤 레이스< 25>

-Five Gold Rings, p.20.

어 당시만 해도 다양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었던 신,

부들에게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순결을 상징하는 일

반적인 결혼 예복으로 입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의

비중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고 유럽 사회에서 웨,

딩드레스의 전형이 되었다 당시 결혼식은 여러 종.

류의 기념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결혼식 장면을 기념

품에 프린트한 그림 를 보면 깊고 풍성한 플< 27> ,

라운스와 러플 슬리브 버서 칼라 머리 장식 등은, ,

빅토리아 여왕과 유사하지만 흰색이 아닌 다양한 원

색의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머리.

에는 모두 깃털장식을 하고 있어 웨딩드레스에도,

영향을 준 이국적인 취미를 볼 수 있다.

이 무렵 서민층에서도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

하였다 이 당시 무늬가 있고 색상이 있는 직물로. ,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주목을 끄는 것 이었다 또한.

세기 초부터 사용된 흰색 베일은 흰색 드레스와19

함께 사용되어 오늘날 흰 베일은 신부 웨딩드레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림 은 인도 머슬린. < 28>

으로 만든 년의 웨딩드레스로 직선 네크라인1837 ,

에 소매는 드롭숄더의 풍성한 소매로 팔뚝 부분에,

서 꽃으로 장식하여 손목으로 오면서 좁아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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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전체에 흰색 꽃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그림. <

는 흰색 머슬린으로 만든 년 대의 펠리스29> 1830

로 소매는 드롭숄더로 풍성하게 시작되어 손목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고전주의 시,

기의 펠리스와는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앞 중심을 기준하여 양쪽으로 흰색 꽃문양이 수놓아

져 있고 어깨에는 레이스 숄을 두르고 있다, .

그림 은 소매는 더 이상 넓지 않았고 스커트< 30> ,

는 다시 길어져서 걸을 때 여성의 발목을 가리고,

코르사쥬는 몸에 밀착되었고 허리부분을 예각으로

연결한 낭만주의 후기 드레스형태이다 이에 비해.

그림 은 일자로 파진 네크라인에 지고슬리브가< 31>

달린 형태로 낭만주의 전반부 스타일의 드레스이다.

그림 빅토리아 여왕의 보넷< 26>

-Five Gold Rings, p.28.
그림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기념품< 27>

-Five Gold Rings, p.25.

그림 웨딩드레스< 28> , 1837

-www.metmuseum.org
그림 펠리스< 29> , 1830

-Wedding Dress 1740-1970, p.1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는< 32>, < 33>, < 34>, < 35>

네크라인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허리라인

이 예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수한 낭,

만주의 후반부의 드레스 형태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결혼은 외형적으로는 귀족과 서민

계층 모두에서 흰색 웨딩드레스와 베일이 정착되었

으며 내적으로는 결혼에서 순수한 사랑과 정절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결혼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가 일어났다 하지만 염료기술의 발달로 블루 마젠. ,

타 핑크 같은 밝은 칼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

웨딩드레스에도 이러한 칼라들이 등장하였다 빅토.

리아 시대에는 베일을 순수함의 상징으로 썼으며,

모녀가 대를 이어 쓰기도 했다59).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5 1

200

그림 웨딩드레스< 30> , 1832

-20000 Years of Fashion, p.352.
그림 웨딩드레스< 31> , 1835

-www.metmuseum.org
그림 웨딩드레스< 32> , 1841

-Wedding Dress 1740-1970, p.15.

그림 웨딩드레스< 33> , 1847

-www.metmuseum.org
그림 웨딩드레스< 34> , 1842

-www.metmuseum.org
그림 웨딩드레스< 35> , 1844

-www.metmuseum.org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3.

스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세기 중엽 기존의 사회질서와 종교제도에 반감18 ,

을 느낀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의 힘에 대한 신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주의적 태도를 갖거나 이

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

감성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해간다 세기 초반의 신. 19

고전주의가 합리주의에 기반 한다면 신고전주의의,

쇠퇴와 함께 등장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낭만주의

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예술이 가졌던 미적 가치관은 여성복식

의 미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복식과 유행이 갖는 고.

유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 추구하였던 이

상에서 멀어져 과장 확대되면서 또 다른 스타일을, ,

만들어내었다 웨딩드레스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모두 일반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과 거의 유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결혼,

식이라는 의례행사에 착용되었던 예복이었기 때문에

일반복식의 드레스만큼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으며,

생에 단 한번이라는 희귀성과 효율성으로 귀족들과

일반 시민의 웨딩드레스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여유가 있는 귀족들은 생에 단 한번이기 때문에 많

은 공을 들였고 일반 시민들은 단 한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용도를 고려해야만 했었다 이에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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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경우 결혼식 이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기, ,

존의 드레스에 화관이나 보넷 베일장식으로 코디하,

여 사용하거나 드레스의 상하를 분리하여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착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때로는.

축제의상을 웨딩드레스 대용으로 입기도 했다 하지.

만 왕족이나 귀족의 경우에는 웨딩드레스에 상당한

공이 들어갔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다 특히 레이스는 값비싼 소재로 일반인들.

은 베일로도 사용하기 힘들어 튤로 대신하였다.

신고전주의 웨딩드레스는 당 시대의 예술과 일반

복식이 추구했던 미적 특성을 받아들여 그리스 로, ,

마의 고전미를 추구하였다 엠파이어 스타일로 신분.

에 구분 없이 머슬린으로 만든 흰색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오렌지 꽃장식의 화관을 모두가 사용,

하였는데 이는 당시 예술사상이 추구한 시민성과,

보편적인 미와 미적 가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 후 전 유럽에 유행한 신고전주의 영

향으로 웨딩드레스의 흰색의 전환은 그 시대에 유행

하는 일반적인 취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60) 또한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른 자연미를 추구하.

여 코르셋을 제거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착용하였,

다 그러나 복식이 갖는 특수성으로 시간이 흐르면.

서 점차 과장 확대되어 이국적인 취향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귀족들의 결혼식에는 브뤼셀레이스나 호니,

톤 레이스와 같은 특별한 레이스 베일이 사용되었

다.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스 역시 우아한 여성미

와 청순미로 감성주의를 추구하였으며 흰색이 자연,

스럽게 자리잡아갔다 염료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색상의 웨딩드레스와 헤어스타일로 개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복고주의를 추구하여 코르셋과,

이전시대의 여러 가지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다 보석.

이나 헤어스타일에 이국적인 취향이 나타나긴 했으

나 결혼식이 갖는 신성한 의미에서 연유 때문인지, ,

웨딩드레스에는 이국적이 취향이 강하지 않았으며,

일반 복식에 나타난 관능미도 표현되지 않았다.

년대 이전의 웨딩드레스는 낭만주의초기 스타1930

일과 유사하여 풍성한 자형 실루엣을 유지하여, X ,

소매도 풍성하였으며 이전시대의 클래식한 디테일,

장식이 사용되었다 년대 이 후의 웨딩드레스는. 1930

허리라인은 뾰족한 예각으로 연결되었으며 스커트,

의 길이는 이전보다 길어져 바닥에 끌리었다 낭만.

주의 초기드레스가 상대적으로 화려했다면 후반부,

는 전체적으로 침착하고 수수해졌으며 고상해보였,

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 흰색이라는

웨딩드레스의 색상이 가져가 주는 우의와 상징은 일

반 복식에서는 볼 수 없던 신성함과 순결함을 나타

내주었고 이 시기 이후 흰색은 웨딩드레스의 색상,

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두시기의 웨딩드레스의 미적특성을 당시대의 예술,

복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표 과 같다< 1> .

결 론V.

세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스19

는 현대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가장 많은 영향과 영

감을 주고 있는 스타일이다 본 연구는 신고전주의.

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낭만주의 시기의 웨

딩드레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웨딩드레스의 조형,

적 특징 및 미적 특성을 고찰하였고 이를 위해 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예술의 미적 가치관과 이러한

가치관이 반영된 일반복식의 조형적 특징 및 미적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세기 초 계몽주의와 더불어 나타난 신고전주의19

예술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예술모방과 연상에 의,

한 고전미를 추구하였고 법칙과 질서를 통한 보편,

적인 미와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이에 따라 복식도 이전 시대의 코르셋을 제.

거하고 자연스러운 슈미즈 풍의 드레스를 착용하여,

그리스 시대의 스타일을 모델로 한 엠파이어스타일

을 유행시켰다 복식에 따른 신분계층의 차별성이.

사라졌고 복식의 소재도 이전의 고급스러운 소재가,

아니라 머슬린을 주로 사용하였다 색상과 스타일의.

단순함으로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표현하였으며 동,

시에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적 가치는 웨.

딩드레스에도 반영되어 자연미를 추구한 엠파이어

스타일의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으며 신분에 구별,

없이 흰색이 웨딩드레스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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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웨딩드레스의 미적 특성< 1>

신고전주의 엠파이어 스타일( ) 낭만주의 로맨틱 스타일( )

예술 여성복식 웨딩드레스 예술 여성복식 웨딩드레스

고대

그리스 ․
로마 예술

모방과

연상에

의한

고전미

추구

슈미즈 풍의·

드레스로

그리스의

고전미 추구

→

엠파이어

스타일

고전미 추구 →

엠파이어 스타일의·

웨딩드레스 착용

귀족 레이스 실· ,→

크 금은사 등의,

소재와 디테일로

위엄성 과시

일반시민 일반· -

드레스 착용

감성

주의

추구

우아한 여성미

표현 화려한소 재와→

색상 디테일과,

트리밍의

과잉장식

우아한

여성미 청순미,

추구 →

귀족 시민 모 두,

자형 실루엣의X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나

과잉장식은 피함

관능미

자형 실루엣X ,→

가슴과 허리강조

법칙과

질서를 통한

보편적 미

추구

신분계층·

차별 제거

기성복 출현·

시민적인·

소재 사용

머슬린-

색상 디자· ,

인의 단순

함으로 시

민성 추구

보편적 미 추구

신분에 구별없이→

흰색 웨딩드레스

착용

흰색의 상징적 의·

미 정착 순결함-

보넷 오렌지 꽃· ,

장식 화관 사용

다양성

추구

소재의 다양성· →

머슬린 거즈 레이스, , ,

실크 비로 드, ,

브로케이드

색상의 다양성· →

고운 청색 핑 크색,

등 밝고 신 비한 색조

사용

디테일 트리밍의· ,

다양성 프릴,→

레이스 리본, ,

플라운스 러플, ,

끈 자수,

다양성 인정→

다양한 색상의·

웨딩드레스 흰색( ,

핑크, )

경제적 이유로·

바디스와 스커트를

분리사용하기도 함

축제 시즌에·

입는 무도회복으로

대용하기도 함

사회적

유용성,

적합성

추구

코르셋제거·

인체의 자·

연미 추구

유용성 적합성,

추구 →

코르셋 제거·

인체의 자연미 표 현·

다양한

복고주의

코르셋 복고·

이전 시대의·

화려함 복고

페티코트 복고·

다양한 장식기법· ,

디테일 복고

복고주의 추구

코르셋 복고·

페티코트 복고·

레이스 복고·

호니톤 레이스

베일은 대를

이어 사용

비고대적인·

요소 선호

러플 플라,

운스 모피,

장식

얇은 소재·

로 실루엣

과장

이국적인·

요소 선호

터번 숄 헤, ,

어스타일,

긴 트레인

관능미→

위엄성 구별성,

추구 →

레이스 베일은·

특권층에게만

가능 브뤼셀→

레이스 선호

비고대적인 장식·

요소 선호 →

러플 플라운스, ,

슬래쉬 프린징,

등

이국

취향

이국취미 중국 풍· ,→

이집트풍 인 도풍 등,

다양한 이국적인 요소

선호

소재 머슬린· ; ,

크레이프 드 신

헤어스타일 아 라· ;

지라프 중국 풍의,

땋은 머리 터번,

캐시미어 숄과·

페이즐리 문양

러시아 폴란드· ,

장신구

이국취향 추구

→

터기 스타일의·

보석 장식

깃털장식·

헤어스타일·

아 라 지라프,

중국풍의 땋은

머리

일반복식에 비해·

이국취향이 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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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갖게 되었고 오렌지 꽃 화관과 보넷은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는 머리장식이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의.

례때문에 귀족들은 레이스 실크 금은사 등의 소재, ,

와 디테일로 위엄성을 과시하였으며 특히 레이스는,

너무 고가여서 귀족들만이 사용하였다.

낭만주의 예술은 이성적 판단에 반대하여 감성주

의를 추구하고 신고전주의의 단순화 표준화에 반, ,

대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고 다양한 복고주의를 받,

아들였고 이국적인 취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미, .

적 특성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낭만주의 복식은 여,

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를 추구하였고 다양한 액세,

서리 디테일 그리고 트리밍으로 로맨틱한 감성주의,

를 표현하였다 과장된 자 실루엣은 관능미를 나타. X

내었으며 중국풍 이집트풍 인도풍 등 다양한 이국, , ,

적인 취향이 어우러졌다 이러한 미적 가치는 웨딩.

드레스에도 반영되어 우아한 여성미와 청순미를 추

구하였으며 다양한 복고풍의 추구로 코르셋과 이전,

시대의 장식기법의 복고와 더불어 가는 허리의 X

실루엣의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하지만 일반복.

식이 추구했던 과잉장식과 관능미는 표현되지 않았

다 이는 특히 빅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에서 잘.

표현되었다 깊고 풍성한 플라운스 러플 버서칼라. , , ,

오렌지꽃 화관의 머리장식 레이스 베일 등으로 낭,

만적인 결혼관과 더불어 이전의 다른 왕족들의 웨딩

드레스에 비해 여성적이고 우아했으며 이 후 유럽,

사회에서 웨딩드레스의 전형이 되었다 웨딩드레스.

에서 이국적인 취향은 머리의 깃털장식 보석 헤어, ,

스타일 등과 같은 디테일부분에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세기 이후 웨딩드레스에 가장 큰 영20

향을 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스

는 당 시대의 예술문화가 갖는 미적 특성 속에 융화

되어 일반 복식의 미적가치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

는 동시에 새로운 형식과 미를 창조해 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웨딩드레

스가 세기 이후 웨딩드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20

는지를 스타일의 변화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조규화 이희승1) , (2004) 패션미학 수학사, , p.184.

낭만주의 시대를 구분하는 연대는 학자에 따라2)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식사의 실루엣의 변

화가 보이는 년에서 년까지를 낭만주1820 1850

의 복식시대라고 한 블랑쉬페인의 연도를 기준

으로 하였다.

조규화 이희승3) , , op. cit., p.186.

김성복 세기 서구웨딩드레스의 역사4) (1995), "19

적 고찰", 한성대학교 논문집, p.505.

이윤정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천과정 연5) (2003), "

구", 복식문화연구, 11(5), pp.668-669.

박우찬6) (1998), 서양미술사 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 재원, , pp.143-144.

7) Arnold Hauser(1999),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염무웅 반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 ), , p.197.

8) lbid., p.195.

9) Stering Power Lamprecht(2008), 서양철학사,

김태길 역 을유문화사( ), , p.482.

10) Arnold Hauser, op. cit., p.201.

11) Duncan Heath(2002), 낭만주의 이수명 역, ( ),

김영사, p.15.

12) Tartarkiewicz. W. Wladyslaw(2006), 미학의 기

본 개념사 손효주 역 미술문화, ( ), , p.222.

13) Arnold Hauser, op. cit., p.193.

14) Hans L. C. Jaffe edt.(1967), 20,000 years of

world painting, New York: Greenwich House,

p.275

잰슨15) H. W. (1978), 미술의 역사 김윤주 역 삼, ( ),

성출판사, p.558.

배만실16) (1994), 장식미술사, 기문당, p.230.

17) Wladyslaw Tartarkiewicz(1990), 여섯가지 개념

의 역사 이용대 역 이론과 실천, ( ), , p.343.

김혜숙 김혜련18) , (2003),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

학교 출판부, p.175.

19) Tartarkiewicz. W. Wladyslaw, op. cit., p.201.

함연자 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20) (2005), "18~19

전주의 양식의 미적가치", 복식, 55(6), p.128.

재인용 De Zurko(1988),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 윤재희 역 세진사, ( ), , p.87.

21) Tartarkiewicz. W. Wladyslaw, op. cit., p.23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5 1

204

잰슨22) H. W. , op. cit., p.409.

23) Tartarkiewicz. W. Wladyslaw, op. cit., p.236.

24) lbid., p.235.

곰브리치25) E.H. (1966), 서양미술사, 백승길 이종,

승 역 예경( ), , p.490.

26) lbid., p.493.

27) Arnold Hauser, op. cit., p.219.

28) lbid., p.227.

잰슨29) H. W. , op. cit., p.528.

30) James Laver(1982), 서양패션의 역사 정인희,

역 시공아트( ), , pp.165-166.

31)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p.345.

박형애 정흥숙 프랑스 신고전주의 복식32) , (2000), "

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50(4), p.27.

33) Kax Wilson(1979), A History of Textile, New

York: Westview press, p.167.

34) Max von Boehm(2000), 패션의 역사 세기18

로코코시대부터 년까지1914 천미수 역 한길, ( ),

아트, p.167.

35) (1983),石山 淳 編 Fashion Plate, :東京 文化出

, p.29.版局

36) Max von Boehm, op. cit., p.155.

37) lbid., p.156.

38) Philip Delamore(2006), The Perfect Wedding

Dress, New York: Firefly Books, p.55.

39) Philippe Perrot(1981), 부르주아 사회와 패션;

세기 부르주아 사회와 복식의 역사19 , 이재한

역 현실문화연구( ), , p.302.

40) James Laver, op. cit., p.178.

박신영 조규화 로맨틱 복식 양식 연구41) , (2007), "

세기 전후 여성복식을 중심으로-21 -", 패션비

즈니스, 11(1), p.52.

김정미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성과42) (2010), "

미적가치", 패션비즈니스, 14(2), pp.100-105.

43) James Laver, op. cit., p.186.

44) lbid., p.188.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샤를르 세에게 준 기린45) 10

선물에서 유래하여 유행한 헤어스타일

46) Doreen Yarwood(198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York: Bonanza Books,

p.438.

47) Shelly Tobin, Sarah Pepper, Margaret

Wills(2003), Marriage à la mode Three

Centuries of Wedding Dress, London: The

National Trust, p.26.

48) Nigel Arch, Joanna Marschner(1990), The

Royal wedding dresses, London: sidgwick &

jackson, p.30.

49) lbid., p.40.

50) lbid.,, p.43.

51) Shelly Tobin, Sarah Pepper, Margaret Wills,

op. cit., p.26.

52) lbid., p.30.

53) lbid., p.31.

54) Madeleine Ginsburg(1981), Victoria and

Albert Museum Wedding Dress 1740-1970,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p.9.

55) Shelly Tobin, Sarah Pepper, Margaret Willes,

op. cit., p.20.

56) Christina Probert(1894), Bride in Vogue,

London: Thames and Hudson, p.17.

57) Royal collection enterprises(2007), Five Gold

Rings from Queen victoria to Queen

Elizabeth II, London; Royal Collection

Enterprises Ltd, p.23.

58) lbid., p.20.

59) Letitia Baldrige(2000), Legendary Brides,

New york: Madison Press Book, p.92.

이윤정 재인용60) (2003), op. cit., p.664. A von,

Rohr and A. Fahl(1994), Lebenslauf

-Lebens feste; Geburt, Heirat, Tod,

Hannover; Historisches Museum, p.86.

접수일 년 월 일(2010 11 30 )

수정일 차 년 월 일(1 : 2011 1 10 )

게재확정일 년 월 일(2011 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