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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takes an aim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ume and enlightenment 
ideology by studying the change of costume, and reviewing the portraiture of Queen Marie 
Antoinette.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to select the 29 pieces among the portraitures from 1770 
to 1793, and to analyze the headdress, shape of robes and orna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period(1770-1774): The costume in this period of Dauphin of France is described as vivid, 
and simple like her characters, and also represents her active lifestyle. The ideology of equality be-
tween the two sexes from the enlightenment slightly influence the costumes seen inside the portrait 
of Dauphin. The second period (1775-1779): This is the early period of the Queen's enthronement 
and also before her childbirth.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portraits showed her as an author-
itative figure because her skirts were expanded with huge panier, the waist were tightened with cor-
set, and her headdress was enlarged. Thus, this period could not be defined as the one of enlight-
enment philosophies in light of the persistent unsanitary construction of costumes distorting the 
body. The third period(1780-1789): There are many portraits depicting the Queen and her children. 
It is noteworthy that the English style picturesque garden was illustrated as a background while the 
costume was simple and sanitary, both being affected by the enlightenment. The last peri-
od(1789-1793): This is the period between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death of the Queen. The 
form of costumes was transformed into the neoclassic style, headdress was reduced in size, and was 
simplified as a result of complete change of costume for the enlightenment. This research is to be 
interpreted as a tool of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of costume, society and ideological streams and 
also be a means of elucidating the contemporary times in view of the past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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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성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은 18세기는 이성이

지배한 동시에 감성이 눈떠가는 시기였다. 이는 신,

이성, 자연, 인간 등의 개념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

합한 계몽주의(Enlightenment)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근간은 이성의 힘에 의해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었다.1) 이러한 이유로 유럽지성사에서 18세기는

계몽주의 혹은 보편적 이성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계몽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과 신세계를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으로, 계몽사상이

라고도 부른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

으며, 이성은 권위의 요소이자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

이라고 주장했다. ‘계몽주의’ 혹은 ‘계몽주의 사상’이

라는 용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서로 충돌된 주

장을 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

었는데, 이는 계몽주의가 어떤 사상의 집합체라기보

다는 가치의 집합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계몽주

의의 핵심이었고, 이것은 전 유럽과 신대륙 민중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더 나아가 시민혁명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2)

이 시기 프랑스는 루이 15세(Louis XV)와 16세

(Louis XVI) 치하의 절대군주체제였고, 특히 루이

15세 치하에는 화폐의 안정과 균형잡힌 국가예산, 교

통·통신 체계의 개선과 상업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정적 번영을 통해 프랑스가 새롭게 도약하던 시기

였다. 한편 종교적 측면에서 루이 15세는 신앙심이

깊었지만 혼외 연인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

내고, 성사(聖事)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는 등의 행

동으로 프랑스 국민들이 왕실의 신성을 의심하게 하

였으며, 이는 결국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

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도 루이 15세의 인기

와 권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감으로써 민심

을 잃었고, 1774년 그의 사망 이후 손자인 루이 16세

가 왕권을 이어받아서는 더욱 상황이 나빠졌다.3)

루이 16세는 화려한 궁정 생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의범절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젊은 궁정 인

사들은 이러한 예의범절을 고리타분하게 여겼고 공

식적인 행사에도 점차 불참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

(Marie Antoinette, 1755-1793) 왕비조차도 프티 트

리아농(Petit Trianon) 궁에 머물면서 자유스러운 생

활을 선호하였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당시에 유

행한 영국식 정원에 농가 마을을 지어서 점차 베르

사이유(Versailles) 궁을 멀리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왕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사건은 왕실

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겼다. 1788년에는 국고가 바

닥나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

은 명목의 세금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

제도의 변경은 프랑스 삼부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삼부회가 소집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주인

1789년 10월, 굶주림에 고통 받던 파리 군중들은 혁

명을 일으켜 국왕 일가를 유폐하고, 1792년 프랑스

공화정을 선포하였다.4)

이러한 과정 중에 복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

다. 계몽주의 사상이 대중의 사고를 바꾸면서 대중들

의 복식에 대한 사고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과

거의 아름다웠지만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며 거대했던

로코코 복식이 점차 보다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위생

적인 복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사회와 대중의 인

식이 변화하는 시점에 태어나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

이지 못하고 비운의 인생을 살다간 프랑스의 왕비이

자 18세기의 패션 리더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

화를 통해 18세기 프랑스 여성 복식의 세부적인 변

화를 살펴보는 것은 패션이 한 시대의 문화와 정신

을 반영하는 거울로써 얼마나 충실히 작용하는가 하

는 점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18세기 프랑스 여성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상

화에 표현된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 복식의 상징적 의

미를 다룬 것5)과 마리 앙투아네트를 중심인물로 제

작한 영화의 의상 및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6), 혹은

로코코 시대의 일반적인 복식 분석7)과 헤어스타일이

나 메이크업을 다룬 연구8), 패션 리더로써 마리 앙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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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세의 마리

앙투아네트, Jean-Etienne

Liotard, 1762

- http://en.wikipedia.org

<그림 2> 12세의 마리

앙투아네트, Martin van

Meytens, 1767

- http://en.wikipedia.org

<그림 3> 프랑스의

왕세자에게 보낸 초상화,

14세의 마리 앙투아네트,

Joseph Ducreux, 1769

- http://en.wikipedia.org

아네트의 복식 및 조형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9), 18세

기 조선과 프랑스의 복식 형태 비교와 더불어 이 형

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다룬 연구10),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11), 18-19세

기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12) 및 17-18세기 살

롱 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13) 등 매우 다양하

나, 당대의 사회적, 사상적 조류와 함께 복식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

구에서도 동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기

는 하지만 이것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

투아네트의 초상화를 통해 18세기 후기 프랑스 여성

복식의 세부적인 변화를 당시의 사상적 조류인 계몽

주의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시대정신과 복식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마리 앙

투아네트가 왕세자비가 된 1770년부터 폐위된 후 사

망한 1793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중 복식의 묘사

가 분명하고 상반신 이상이 묘사된 초상화 29점을

선정하여 헤드드레스 및 의복의 형태와 장식을 분석

하였다. 연구 자료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 및 18

세기 궁정회화 관련 서적, 복식사와 사상사 관련 논

문, 서적, 인터넷 등의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1)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1755-1770)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신성로마제국 프란츠 1세 황제 부부의 15명

의 자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태

어나자마자 궁정을 집으로 선물받았고, 성년이 채 되

기도 전에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간택되어 30여년 생

애의 대부분을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일관하

였다. 어린 나이에 고귀한 지위와 더불어 부와 아름

다움을 가졌으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영리하지도 어

리석지도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다.14)

어린 공주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 쇤부른

궁(Schloss Schonbrunn)에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

내면서 학업은 등한시 하였다. 천성적인 애교와 쾌활

한 말괄량이 기질로 공부시간을 마음대로 빼먹는 바

람에 명석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열세살이 될 때까지

독일어, 프랑스어, 역사, 일반교양 등에서 간단한 지

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15) 이러한 상황에서 1766

년 말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간택

되자 장래의 프랑스 왕비에게 걸맞는 교양있는 숙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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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기 위한 온갖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경박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녀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패권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의 부르봉가는 전쟁을 계속하

였으나, 이 결혼으로 동맹이 맺어지면 두 왕가는 보

다 견고하게 유럽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었다. 따라서 노련한 루이 15세는 자신의 손자의 왕

세자비 간택에 매우 신중하였고, 마리아 테레지아 여

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일단

결혼이 결정되자 양측 결혼식 축연의 리스트 작성에

만 1년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1770년 5월 7일 마리

앙투아네트는 라인강 위의 작은 섬에서 공식적으로

프랑스 사신에게 넘겨졌는데, 이 때 모든 오스트리아

의 의복을 벗고 프랑스 궁정에서 보내온 의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프랑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16) 이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인에서 이제 프랑스인

이 된다는 상징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1770년 5월 16일 베르사유 궁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와 루이 오귀스트 왕세자의 성대한 결혼식이 온 유

럽인의 관심 하에 거행되었다.

2) 프랑스의 왕세자비 마리 앙투아네트(1770-1775)

온 유럽의 관심을 받으며 거행된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결혼식은 성황리에 치러졌고, 새로운 왕

세자비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1773년 파리의 튈르

리 궁(Palais des Tuileries)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행

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마리 앙투아네트 왕세

자비를 보기위해 파리 시민 20만여명이 몰려들었다

는 기록17)은 그녀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그림

1>18), <그림 2>19), <그림 3>20)에 제시된 초상화에

묘사된 금발에 깊고 푸른 눈, 흰 피부, 날씬하고 우

아한 자태에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다. 왕세자비는 처음에는 이처럼 환대를 받았지만,

왕비가 된 뒤로 개인적인 행실, 나쁜 소문, 정적들의

비방 때문에 파리 시민들에게 ‘적자 부인’, ‘오스트리

아 계집’ 등으로 불리며 냉대를 받았다.21)

한편 루이 15세의 손자였던 루이 오귀스트는 1761

년 형이 사망하고, 1765년 아버지인 왕세자마저 사망

하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세자가 된 인

물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장간

놀이와 사냥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평범하고 우유

부단한 성격이었다. 더욱이 아름다운 왕세자비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결혼 후 7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

다. 이러한 와중에 1774년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

망하자 이 20대의 젊은 부부는 프랑스의 왕과 왕비

로 즉위하였고, 1775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정식으

로 대관식을 치렀다.

3)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1775-1793)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된 이 두

사람은 권력의 사용방법과 의미 그리고 권력 이면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하였다. 이미 루이 14세 치세 말

기부터 시작된 프랑스 재정의 악화는 루이 15세 치

세 하에서도 호전되지 못하였고,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할 무렵에는 흉년이 연이어 오면서 다른 나라에

빚을 지는 처지가 되었으며, 더불어 국력도 약화되었

다.22)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우유부단한 왕이 나약

한 의지와 부족한 추진력으로 국가의 통솔력을 잃자

수많은 시민이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였다.23) 또한

이 시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풍미하던 시대로, 사람들

은 미신, 비과학적인 것 등으로부터 눈을 뜨고 이성

적이 되었으며, 왕권에 대한 도전과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왕과 왕비는 사회적 변화에는 무심한 채

과거의 관습에 젖어, 왕은 정치에 무관심하였고 왕비

는 화려한 머리모양, 복식, 무도회, 연극, 도박과 사

치를 일삼고 남편 대신 정치에 개입하여 왕을 조종

한다는 인상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24) 특

히 왕비의 전속 의상제작자였던 로즈 베르탱(Marie-

Jeanne Rose Bertin, 1747-1813)은 ‘왕비의 의상담당

대신’이라고 불리며 의상 한 벌당 6천 리브르(livr

e)25)라는 막대한 금액을 받아 챙김으로써 프랑스 재

정에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지출 때문에 왕비의 용

돈은 60만 리브르에서 200만, 300만, 400만 리브르로

해마다 상승되었으나, 왕비의 자선, 상여금, 연금, 장

신구, 의상, 보석, 노름 등으로 항상 부족함에 시달렸

다고 한다.26)

이러한 지출과 더불어 1783년부터 3년여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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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티 트리아농 궁 정원의 확장 공사, 때마침 발생한

흉년, 미국 독립전쟁 지원,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사

상의 확산 등은 더 이상 부르봉왕가가 존립하기 어

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졌다.

2. 계몽주의 사상
영어의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한자어 계몽

(啓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지니

고 있다. 이마누엘 칸트(Immannuel Kant, 1724-

1804)는 인간이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지도

없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완

성태로 나아가는 것을 계몽이라고 하였다.27)

계몽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몽에 참여한 여러 철학자들의 상반된 시각

이나 개인적인 편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흐

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편적 이성’이란 개념이

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성이 있으며, 이 보편적 이성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고 명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은 자아의

신체적, 역사적, 사회적인 삶을 뛰어 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모든 것은 이성의 판단에 종속된다. 이와 같

은 보편적 이성에 대한 믿음은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디드로(Denis Diderot, 1713-

17840, 볼테르(Voltaire, 1694-1778),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dt et Montesqu, 1689-1755) 등 많은 계몽

주의 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

게서 이성은 종교나 신을 대체하는 절대적인 것이었

다.28)

이처럼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일어

난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을 바탕

으로 문화와 문명을 진보, 발달시키려는 사상 또는

그러한 행동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29) 특히,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는

르네상스로부터 싹텄던 인간 중심의 사고가 그 절정

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절정에

있는 프랑스 혁명은 고전과 근대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의 여파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서구의 현대 문화를 형

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30) 즉, 근대시민사

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던 시기에 있어서 계몽주

의는 현대 문화의 요소들이 잉태될 수 있었던 밑거

름이었으며, 특히 복식 문화에 있어서는 복식 스타일

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하나의 전환점을 야기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는 민중들에게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 깨부수어야

한다는 강한 사회개혁 의지를 심어주었다. 민중들의

이러한 사회의식은 프랑스 혁명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복식의 착용으로 대변되었다. 프랑스 혁

명기에 착용된 상 큐롯(sans-culotte)이나 장식없이

단순하고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의 여성 복식은 변화

된 민중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인간

평등의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남녀평등의 개념이 드

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

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승마복 차림의

초상화를 제작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남성의 전유물

이었던 사냥과 승마를 여성도 함께 즐겼으며 이를

초상화로 제작하여 후대에 남겼다는 것은 여성들의

높아진 지위와 더불어 당대에 남녀평등 사상이 풍미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또한 계몽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명

언을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생활을 중시하

였다. 이 결과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 낙농하우스를

지어서 손수 낙농을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베르사유

의 프티 트리아농 궁 정원 안에 설치된 농가마을도

이러한 유행을 따른 것으로, 이것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루이 14세 때에 축조된 베르사유 궁은 1682년 프

랑스의 공식적인 왕궁이 되었다. 이때부터 루이 16세

까지 부르봉 왕가의 절정과 몰락을 함께한 베르사유

궁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긴 기간에 걸쳐

건축물과 정원이 형성되었다. 베르사유 궁의 정원과

대운하가 만나는 지점에 루이 14세가 지은 그랑 트

리아농(Grand Trianon)과 루이 15세가 마담 퐁파두

르(Madame Pompadour, 1721-1764)를 위해 지은 프

티 트리아농(Petit Trianon)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프티 트리아농이 완성되기 전에 마담 퐁파두르가 세

상을 떠나자 왕은 총희인 마담 뒤바리(Madam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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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티 트리아농 궁, 1768

- http://en.wikipedia.org

<그림 5> 프티 트리아농 정원에 있는

농가 마을

- http://en.wikipedia.org

Barry, 1743-1793)에게 하사하였고, 궁은 1768년에

완성되었다. <그림 4>31)에 제시된 것처럼 프티 트리

아농은 루이 15세의 왕실 수석 건축가였던 자크 앙

주 가브리엘(Jacque-Ange Gabriel, 1698-1782)에 의

해 건축된 간결하고 절제된 우아함을 지닌 신고전주

의 양식의 소규모 건축물이었다.32)

프티 트리아농은 1774년 즉위한 루이 16세에 의해

다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하사되었고, 그녀는 1783

년부터 프티 트리아농 궁의 정원을 기존의 기하학적

프랑스식 정원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골 마을 같은

영국식 픽쳐레스크 정원(picturesque garden)으로 확

장하기 시작하였다. 정자와 인공 바위, 인공 호수, 신

전, 농가 마을(Hameau de la Reine)이 있는 정원은

낭만적이면서도 단순함을 추구하는 고전적인 스타일

로 꾸며졌다. 특히 왕비의 농가 마을의 외관은 목가

적인 소박한 농가로 설계되었지만, 내부는 왕비의 거

처로서 의전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설계

되어야 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림 5>에 제

시된 것처럼 인공호수 주변에 지어진 12채의 오두막

중 중앙에 위치한 왕비의 집은 유일한 2층의 기와집

이었다.33) 왕비의 처소 맞은편에는 풍차 방앗간, 비

둘기 집, 경비 초소, 헛간, 탑 등이 배치되었고, 실제

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하우스도 탑의 1층과 연결

되어 있었다.34) 18세기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 시

대에는 우유가 건강에도 좋고 정신과 육체를 증진시

키는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프

티 트리아농에 낙농하우스가 있었고, 실제로 일꾼들

을 고용하여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였다.35) 이러한

영국식 정원은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순

수함을 그대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곡선

을, 대칭보다 비대칭을, 규칙성보다 불규칙성의 특징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픽쳐레스크 정원은 1760년에서

1770년 무렵에 프랑스에 도입되었는데, 이의 확산에

는 계몽주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영향이 컸다. 루

소는 영국식 픽처레스크 정원의 세부적인 특징을 형

식적인 프랑스 정원의 것과 대비시키며 프랑스식 정

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였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루소의 자연관은 영국의 픽

처레스크 미학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동시에 형식적인 고전주의에서 벗어나 감성에 호소

하는 낭만주의로의 이행을 시사하는 것이었다.36)

이러한 낭만적인 농가 마을 형성의 원래 취지는

왕비가 자녀들과 시골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으

나, 나중에는 그녀의 측근들과 모여서 사교생활을 하

는 장소로 탈바꿈되었고 왕조차도 왕비의 초대 없이

는 오지 못하였다.37) 또한 이 공사는 18세기 중반 이

후 이미 기울기 시작한 프랑스의 재정에도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운 결과를 초래하여 프랑스 혁명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크게는 사회적 혁명에서부터 작

게는 복식의 변화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服飾 第62卷 1號

- 126 -

<그림 6> 승마복을 착용한

마리 앙투아네트, Joseph

Krantzinger, 1771

- 마리 앙투아네트, 서문

<그림 7> 여신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작자 미상, 1773

- http://www.marie-

antoinette.org

<그림 8> 여신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작자

미상, 년도 미상

- http://www.marie-

antoinette.org

<그림 9> 궁정복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작자 미상,

1770-1774

- http://www.art.com

Ⅲ. 18세기 후기 프랑스
여성 복식의 변화

18세기 후기 프랑스 여성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

을 기준으로 시기를 4기(왕세자비, 출산 전의 왕비,

출산 후의 왕비, 프랑스 혁명 이후의 왕비)로 구분하

여 초상화를 분석하였다.

1. 1기(1770-1774)
1770년부터 1774년까지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오귀스트와 결혼하여 프랑스의 왕

세자비의 지위에 있던 시기로, 초상화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연구대상 초상화는 4점으로, 현존하

는 초상화에는 왕세자비가 비교적 발랄한 자세에 소

박한 복식을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림 6>38)에 제시된 1771년도의 초상화에는 장식

없고 단순한 승마복(robe à la caraco)과 트리콘 햇

(tricorn hat)을 착용한 왕세자비의 모습이 자연을 배

경으로 묘사되었으며, 일체의 장신구 없이 소박하고

활기 넘치는 젊은 여성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이

는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말타기와 사냥이 젊은 여자

들에게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하

겠지만39), 이미 전 유럽에 풍미하고 있던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여권이 신장되었기 때문으로도 해

석된다. 계몽주의가 더욱 확산된 후인 18세기 말에는

채찍을 들고 바지를 착용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

화도 등장한다.

<그림 7>40)과 <그림 8>41)에는 여신 차림의 왕세

자비가 묘사되어 있는데, 둘 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리스의 키톤(chiton)과 히메이숀(himation)을 두르

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림 7>은 18세기의 헤어스타일인 반면,

<그림 8>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이 두 초상화는 고대 그리스풍의 자연

스러운 스타일을 착용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19세기에 유행하게 될 신고전주의 양식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그리스 여신과 같은 신화속의 인물로 모델

을 표현하는 초상화는 17세기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

작하여 18세기 들어서는 크게 유행하였다. 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인물의 성품이나 개성과 비슷

한 특징을 가진 신의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

는데, 마담 퐁파두르나 루이 14, 15세의 공주, 왕자들

의 초상화도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 꽃의 여신 플로

라로 묘사된 초상화가 많았다. 모델을 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우의적인 의미를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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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마리 앙투아네트 오빠

Archduke Maximilian Franz의

방문, Josef Hauzinger, 1775

- http://en.wikipedia.org

<그림 11> 대관식 복장의 마리

앙투아네트, Jacques Fabien Gautier

d'Aagoty, 1775

- http://en.wikipedia.org

<그림 12> 궁정복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Lebrun, 1778

- http://en.wikipedia.org

포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인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42)

<그림 9>43)는 궁정복으로 성장을 한 전신 초상화

로, 초기 초상화 중에서는 드문 예를 보여준다. 헤어

스타일은 약간 커지기 시작하며, 의복 장식도 화려하

고 스커트의 볼륨도 점차 커져 가는 전형적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를 볼 수 있다.

특히 초상화의 배경이 왕궁의 집무실로 묘사되어, 마

치 미래의 왕비로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근엄한 면모

를 보여주는 듯한 초상화이다.

2. 2기(1775-1779)
1775년부터 1779년까지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

스의 왕비로 등극한 초반부로,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

의 시기이다. 연구대상 초상화는 5점으로,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프랑스의 여왕으로써 성장을 한 위엄있

는 초상화가 주로 제작된 시기이다. 복식의 규모에

있어서도 <그림 11>44), <그림 12>45)에서처럼 스커트

는 거대한 파니에로 부풀려졌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타이트하게 조였으며, 의복의 표면에는 다양한 리본,

레이스, 백합문양(프랑스 왕가의 상징), 자수 등이

장식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볼 수 있다. 특히 <그

림 11>의 초상화는 프랑스 왕비가 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 고티에

다코티(Jacques Fabien Gautier d'Aagoty)에게 주문

한 초상화46)로, 고티에는 이 초상화의 제작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왕비를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 13>47)의 과슈화로 제작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은

거대한 크기와 화려한 장식으로 당시 프랑스 왕비의

위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헤드드레스

도 복식의 크기와 비례하여 커져있으며, 의복에 사용

된 장식과 유사한 색과 소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10>48)과 <그림 13>은 궁정 내에서 착

용하기 편안한 복장인 로브 볼랑트(robe volante) 혹

은 로브 바탕트(robe batante)를 착용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성장이든 편안한 복장이든 모두 헤어스타

일은 상당한 높이에 볼륨감을 보여서 복식의 볼륨감

과 비례하여 헤어스타일도 점차 높아지고,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49)의 경우는 년도 미상의 초상화이지만

머리 모양과 복식을 보았을 때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 묘사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포즈와 복식 머리 모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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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베르사이유 궁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고티에 다코티,

Jacques Fabien Gautier d'Aagoty, 1777

- Versailles, p. 174.

<그림 14> 마리 앙투아네트, Francois

Dumont, 년도 미상

- http://www.art.com

유사하고, 이 세 초상화에 묘사된 앙가장 소매

(engagant sleeve)와 루시(rouch)가 장식된 로브 아

라 프랑세즈 그리고 이와 매치된 높은 머리 장식을

비교해 볼 때 이 초상화는 1775년부터 1779년 사이

에 제작된 초상화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들은 여전

히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이고 스커트를 과도하게 부

풀리는 등 왜곡된 신체와 비위생적인 구성을 보여주

고 있으므로 계몽주의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계몽주의의 사상적인 조류는 이미 프

랑스에 확산되어 있었으나 복식에의 영향은 다른 시

대에도 항상 그렇듯이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3. 3기(1780-1789)
1780년부터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789년까지는 여

왕 재위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마리 앙

투아네트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제작되어 자녀와

함께 초상화에 묘사된 경우가 많다<그림 15, 21, 22,

27참조>. 또한 이 시기는 프티 트리아농 궁의 정원을

증축하던 시기(1783-1786)로, 초상화의 배경에 자연

스러운 픽쳐레스크 정원이 묘사된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또한 복식에도 계몽주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초상화는 13점이 해당되는데,

1780년 이후에 제작된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에는 서

서히 의복의 크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그림

15>50), <그림 18>51), <그림 19>52)에 제시된 것처럼

스커트의 볼륨이 줄어들고 의복의 표면장식이 단순

해졌다. 대신 머리모양과 장식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승마복을 착용한 <그림 16>53)

과 <그림 17>54)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771년

도에 제작된 <그림 6>의 초상화의 트리콘 햇의 크기

와 장식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5>부터 <그림 25>55)까지 이 시기

에 제작된 거의 모든 초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단지 <그림 20>56)의 초상화는 전 시기와 같

이 거대한 스커트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이 초상화는

앞서 언급한 <그림 12>의 초상화의 것과 같은 의복

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제작 시기가 늦음에도 불구하

고 거대한 볼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헤드

드레스가 좀 더 납작하면서 볼륨이 크게 변화한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얼핏 보면 두 초상화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의 방향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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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왕세자 루이 조제프 자비에 프랑수아의 주변에

모여 있는 왕실 가족들, 작자 미상, 1782,

- Versailles, p. 145.

<그림 16> 사냥에 나선 마리 앙투아네트,

Brun de Versoix, 1783

- 마리 앙투아네트, 서문.

<그림 17> 마상의 마리 앙투아네트,

Louis-Auguest Brun, 1783

- Versailles, p. 133.

<그림 18> 장미를 들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 Lebrun, 1783

- http://en.wikipedia.org

<그림 19> 머슬린 드레스를 착용한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Lebrun, 1783

- http://ko.wikipedia.org

고 헤드드레스가 납작해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림 20>의 초상화가 더 후대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초상화를 왕비의 어머니에

게 보내지 못하고 다시 제작한 것이 바로 이 <그림

20>의 초상화이다. 이 작품은 왕비의 공식 초상화로

내세우기에 충분히 위엄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룅(Élizabeth Vigée-Lebrun)은

이 이후 왕비의 공식 초상화가로 임명되었다. 실제로

이 초상화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던 마리 앙투아네

트는 비로소 1779년 2월에 어머니에게 이 작품을 보

냈다.57)

<그림 17>의 경우는 왕비가 남자들처럼 다리를 벌

리고 앉아 채찍을 든 채 말을 타는 역동적이고 자연

스러운 자세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당시의 여성들

이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걸터앉은 자세에서 말을

타는 <그림 16>의 포즈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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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궁정복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 Lebrun, 1785

- Versailles, p. 148.

<그림 21> 프티 트리아농

정원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녀들, Adolf Ulrik

Wertmüller, 1785

- Versailles, p. 167.

<그림 22>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녀들,

Élizabeth Vigée-

Lebrun, 1786-7

- The Art of Dress, p. 77.

<그림 23>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

Lebrun, 년도 미상

- http://www.marie-

antoinette.org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바지라는 간편한 복

장의 착용 외에도 성별을 넘어선 개방적이고 진취적

인 왕비의 성격과 계몽주의로 인해 변화된 당시의

사회상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의 크기와 머리모양의 크기가 반비례한 것은

당시에 프랑스인들이 왕비의 커다란 머리모양을 비

난했다는 데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59)

1783년에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룅이 제작한 <그림

19>의 초상화에 묘사된 머슬린 소재의 슈미즈 드레

스(chemise dress)와 커다란 헤드드레스(headdress)

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당시 영국식으로 개조

하기 시작한 프티 트리아농 궁 정원의 농가 마을 형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 마을

에서 양치는 처녀와 같은 차림새를 하기 위해 왕비

가 착용한 의복이 바로 슈미즈 드레스이고, 여기에

어울리는 커다란 밀짚모자를 착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슈미즈 드레스가 여왕의 로브(Robe a la

Reine, Queen's gown)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점은 같은 해에 제작된 <그림

18>과 <그림 19>의 초상화의 포즈가 완벽하게 같다

는 것이다. 당시 왕실 일가의 초상화들을 여러 점 복

제하여 널리 보급하는 일을 맡았던 왕실 화가들은

복제화를 만들 때 이미 제작된 여러 점의 그림에서

각각 서로 다른 요소들을 취한 후 접목하여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다.60) 이러한 현상은 <그림 22>61),

<그림 23>62), <그림 24>63), <그림 25>64)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의 유사한 포즈에 복식만 바꾸어 초상

화를 그리는 관습은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Queen Elizabeth I, 1533-1603)의 초상화에서도 자

주 나타난다.65) 특히 다른 초상화의 경우 앉아있기

때문에 스커트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우나 <그림

24>의 경우는 서있는 자세여서 확연히 스커트의 볼

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66)의 초상화는 왕비 역시 한 가정의 다

정한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민중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제작된 초상화이다. 스웨덴 출신의 화가가

제작한 이 초상화가 살롱에 전시되었을 때 많은 이

들은 왕비의 공식 초상화로 부적절하다는 평을 하였

다. 거의 평민과 같은 단순한 복장을 한 평범한 여성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묘

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67) 이러한 평가는 이미 당

시 여성의 복식이 단순화 되어가고 있었음을 유추하

게 해준다. 그러나 왕비의 헤드드레스는 여전히 거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식 변화 현상은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사고의 근거를

이성에 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교육, 위생, 과학적

근거 등을 주장하였고, 복식도 인체를 압박하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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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 Lebrun, 1786

- http://www.marie-

antoinette.org

<그림 25> 마리

앙투아네트, Élizabeth

Vigée- Lebrun, 1788

- http://en.wikipedia.org

<그림 26> 여신 차림의

마리 앙투아네트, Ludwig

Guttenbrunn, 1788

- http://en.wikipedia.org

<그림 27>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녀들, 작자

미상, 년도 미상

- http://www.marie-

antoinette.org

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슈미즈

드레스와 같은 신체를 압박하지 않는 의복의 등장은

왕비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산

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

기에는 우유가 건강에도 좋고 정신과 육체를 증진시

키는 좋은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많은 귀

족들이 픽쳐레스크 정원 안에 지어진 자신의 농가에

서 낙농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왕비 또한 농가마

을을 형성한 후 10년 동안 260일을 프티 트리아농

정원에서 보냈다는 기록68)은 왕비의 개인적인 애착

과 관심을 넘어서서 당시의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한

귀족들 간의 큰 유행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복장의 유행 또한 하

나의 사회적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19세기에 들어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정착되게

된다.

의복의 부피가 줄어든 대신 헤드드레스의 크기가

커진 것은 의복의 크기가 줄어들고 장식이 단순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복이 간소화해 질수록 헤드드레스의 장

식은 화려하고 볼륨이 커져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18세기 풍자화69) 및 기록70)에 나타난 거대하고

높은 머리장식은 본 연구대상 초상화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이 크기도 줄어들어 보다 자연스러

운 형태로 바뀌게 되고, 19세기의 신고전주의 스타일

로 바뀌지만 이 시기의 초상화 상으로 볼 때는 슈미

즈 드레스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헤드드

레스가 화려하고 볼륨이 컸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스

타일로 변화되기 전의 과도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림 26>71)과 <그림 27>72)에

서는 거대한 머리 장식도 사라지고 의복도 단순해진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림 26>의 경우는

앞서 1기에서 다룬 여신의 복장을 하고 있는 왕비의

모습이지만, 다른 점은 전 시기의 추상적인 의복의

형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

음에 다가올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의 유행을 예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4기(1789-1793)
1789년 10월부터 1793년까지는 프랑스 혁명 이후

왕과 왕비의 가족이 궁 안에 유폐된 시기로, 처음에

는 파리의 튈르리 궁에 유폐되어 있다가 오스트리아

로의 도주가 발각된 이후에는 탕플 탑(Tour du

Temple)에 감금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초상화

는 7점이 해당되는데, <그림 29>73), <그림 31>74),

<그림 32>75), <그림 33>76), <그림 34>77)에 제시된

것처럼 검정 혹은 흰색 의복이 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림 28>78)과 <그림 30>79)에 제시된 로브 아 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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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이별, Charles

Benazech, 1792

- http://www.art.com

<그림 29>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녀들, 시누이 Madame

Élizabeth, 작자 미상, 1792

- http://en.wikipedia.org

<그림 30>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루이 16세, Charles

Benazech, 1793

- Versailles, p. 155.

<그림 31> 탕플 탑에 유폐된

마리 앙투아네트, Alexander

Kucharski, 1793

- http://www.art.com

<그림 32> 탕플 탑에 유폐된

마리 앙투아네트, Marquis

De Brehan, 1793

- http://www.art.com

<그림 33> 재판정에서

호소하는 마리 앙투아네트,

작자 미상, 1793

- 마리 앙투아네트, 서문.

<그림 34> 처형장으로 가는

마리 앙투아네트, William

Hamilton, 1794

- Versailles, p. 133.

레즈(robe à l'anglaise)를 착용한 모습의 초상화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프랑스 왕비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의복의 형태도 거의 하이 웨이스트의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단순하게 변화되어 불과 3-4년

사이에 3기에서 다룬 의복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남편의 상을 당해 홀로된 왕비의 신분(미망인 카페,

Widow Capet)80)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의복을 입을

수 없었겠지만, 의복의 스타일은 당시의 것을 고수하

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스타일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에 묘사된 카메오

장식은 장녀 마리 테레즈(Marie-Thérèse Charlotte,

1778-1851)와 아들(Louis Joseph, 1785-1795 사후 루

이 17세)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픈 마리 앙투아

네트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81)

<그림 28>과 <그림 30>에 묘사된 로브 아 랑글레

즈도 의복의 장식과 스커트 볼륨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유폐된 왕비가 화려한 의복을

착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초상화는 어디까지나 역사

의 기록이자 예술작품으로써 당시에 착용되던 의복

을 충실히 묘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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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리 앙투아네트의

신분
복식의 변화 계몽주의의 영향

1기

(1770-1774)
왕세자비

-단순하고 장식없는 복식(robe à la caraco)

-활동적, 발랄한 복식(공식적인 robe à la

française)

-남녀평등

2기

(1775-1779)
왕비(출산 전)

-화려하고 공식적인 복식(coronation robe)

-왕비의 위엄을 나타내는 복식(robe à la

française)

-없음

3기

(1780-1789)
왕비(출산 후)

-왕비의 위엄을 나타내는 복식(robe à la

française)

-아이들과 함께한 어머니로서의 편안한

복식(robe à l'a nglaise)

-장식없이 단순한 농가마을에 어울리는

복식(chemise à la reine)

-남녀평등

-위생적이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은 편안한 복식

-자연스러운 영국식 정원 및

건축물의 유행

4기

(1789-1793)

폐위된 왕비

(프랑스혁명 후)

-장식없이 단순한 복식(robe à l'anglaise)

-신고전주의 스타일 복식(Chemise dress)

-남녀평등

-신체를 압박하지 않은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복식과

작고 단순한 헤드드레스

<표 1> 18세기 후기 복식의 변화에 미친 계몽주의 영향

는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프랑스

혁명으로 복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유폐된 왕비도

초상화 상에 변화된 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었

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Ⅳ. 결론
대중들이 인간, 자연, 이성, 과학에 눈을 뜬 18세기

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였다. 이 시기

프랑스의 왕비이자 패션 리더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식의 미묘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18세기 후기 여

성 복식의 변화와 계몽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밀

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1770년부터 1774년까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왕세자비의 지위에 있던 시기에 제작된 초

상화에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묘사된 승마복장 혹은

고대 그리스의 여신 복장, 궁정복을 착용한 예에서

소박하고 활기 넘치는 왕세자비의 성격과 활동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었으며, 남성의 전유물인 승마복

차림으로 왕세자비가 초상화를 제작한 점에 있어서

미미하나마 계몽주의의 남녀평등 사상이 복식에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된다.

다음으로 1775년부터 1779년까지는 마리 앙투아네

트가 프랑스의 왕비로 등극한 초반부이자 출산 전의

시기이다. 연구대상 초상화는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프랑스의 왕비로써 성장을 한 위엄있는 초상화가 주

로 제작된 시기이다. 복식의 규모에 있어서도 스커트

는 거대한 파니에로 부풀려졌고, 허리는 코르셋으로

타이트하게 조였으며, 의복의 표면에는 다양한 리본,

레이스,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백합문양, 담비털, 자

수 등이 장식된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단연 많이

나타났다. 또한 헤드드레스도 복식의 크기와 비례하

여 커졌으며, 의복에 사용된 장식과 유사한 색과 소

재로 화려하게 장식됨으로써 신체를 왜곡하는 비위

생적인 구성이 여전하여 계몽주의의 영향은 크게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에 프랑스 왕비로서

의 상징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계

몽주의의 사상적인 조류는 이미 프랑스에 확산되어

있었으나 복식에의 영향은 다른 시대에도 항상 그렇

듯이 약간 늦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780년부터 1789년까지는 여왕 재위 후반부인데,

이 시기의 초상화는 왕비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服飾 第62卷 1號

- 134 -

제작되어 자녀와 함께 초상화에 묘사된 경우가 여러

점 있었다. 특히 초상화의 배경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국식의 자연스러운 픽쳐레스크 정원이 묘사

된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복식에도 계몽주의 영

향을 받은 간편하고 위생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스커트의 볼륨이 줄어들고 의복의 표면장식이 단순

해지는 로브 아 랑글레즈가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헤어스타일 및 헤드드레스가 이 시기에는 납작하게

변하면서 옆으로 퍼지는 볼륨감을 보여준다. 특히 왕

비가 남자들의 전유물인 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벌

리고 앉아 말을 타는 모습이 묘사된 초상화는 당시

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바지라는 간편한 복장의 착용

외에도 성별을 넘어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왕비의

성격과 계몽주의로 인해 변화된 남녀평등에 대한 당

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시 귀족들 간에 유행한 영국식 정원과 농

가 마을 형성 역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데, 농가 마을에 어울리는 차림새를 하기 위해 머슬

린으로 제작된 슈미즈 드레스와 커다란 밀짚모자가

등장하였다. 당시의 유행을 선도하던 왕비가 착용하

고 초상화를 제작함으로써 부적절한 왕비의 복장이

라는 비난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게 된 슈미즈 드레

스가 ‘왕비의 로브’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이다. 모든 사고의 근거를 이성에 둔 계몽주의 사상

가들은 교육, 위생, 과학에 근거한 일상생활과 판단

등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복식도 인체를 압박하는 불

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슈미즈

드레스와 같은 신체를 압박하지 않는 의복의 등장은

당시의 사회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기

에 가서는 부피가 커졌던 헤드드레스의 볼륨도 줄어

들면서 다음에 다가올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에 매

우 근접한 스타일을 보이게 된다. 결국 이 시기는 계

몽주의의 영향이 일상생활 곳곳에 나타난 시기로 복

식에도 강하게 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793년

까지는 왕과 왕비의 가족이 궁 안에 유폐된 시기로,

몇 점의 로브 아 랑글레즈를 착용한 모습의 왕비의

초상화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프랑스 왕비다운 면

모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의복의 형태도 거의 하

이 웨이스트의 단순한 장식의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변화되고 헤어스타일과 헤드드레스도 크기가 작고,

단순하게 변화되어 불과 3-4년 이라는 짧은 사이에

복식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유폐된 왕비가 화려

한 의복을 착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왕비의 초상화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기록이자 예술작품으로써 당시에

착용되던 의복을 충실히 묘사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시기는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해 촉

발된 프랑스 혁명으로 복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유

폐된 왕비도 초상화 상에 변화된 복식을 착용한 것

으로 묘사되었다고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복식의 유행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았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

비였지만,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는 무지했던

탓에 혁명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미 그녀의 복식을 통해 이러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

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복식과

사회, 사상적 조류와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하고, 과

거를 현재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복식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

는 거울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

한 사상적 조류를 배경으로 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복식 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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