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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ths wrapped around the body have been the basis of the dres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for centuries. This study is to research detailed modifiable fashion styling methods in history and 
to give ideas to people such as fashion professionals who are interested in fashion styling so that 
they can create modifiable fashion styling easily in fashion fields. The characteristics of modifiable 
fashion styling methods from ancient to middle ages are as follows. The first modifiable styling 
method is to expose the knots on the surface of the garments, and the knots were mainly lo-
cated on the upper part of the body. The second method is a wrapping type of the modifiable 
styling method, which shows a lot of variant simple shapes of cloths. This method helped develop 
many wrapping methods over time. The third way is the fixed type of the modifiable styling 
method, and it uses accessories such as fibulae, belts to fix cloths, to create many different styles. 
The accessories are located on around either the neck or waist. The fourth method is the com-
posite type of the modifiable styling methods mentioned above. This styling method is adapted in 
robe type clothes which makes the clothes look full of beautiful drapery. This study suggests that 
simple shapes of cloths can create enormous amount of styling which can be easily adapted and 
created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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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한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다른

상위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H. Maslow, Abraham은

욕구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Campbell, Collin

은 한 가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곧장 그것을 대신

하려는 대체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였으

며, 부유하더라도 다들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1) 이러한 욕구와 맞물려 현대 산업

화와 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은 다양한 소비제품을 생

산해내었고,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가져오며, 패션에

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아이템들을 생산, 회전시키는

SPA 브랜드들까지 등장하였다. 패션 산업에 대량생

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한 폐기물 누적 및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져 환경오염의 주범

에 패션산업2)이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패

스트 패션이 기승을 부린 만큼, 그 폐해에 대한 각성

도 늘었고, 따라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세력도 커져

왔다.3)

또한, Attali, Jacques는 21세기를 유목사회로 규정

하고, 불안정하므로 모든 것을 휴대화하려 할 것이

다4)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적응하기 위한 패션

의 변화는 착장자의 상황(TPO)에 따라 아이템을 변

형하여 착용 가능케하는 가변성 스타일링 패션상품

의 등장으로, 노마드(nomad)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가변성 스타일

링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디자이너로서는

Susanna Gioia5), John Ribbe6), 브랜드는 A. F. Van-

dervorst7)로서,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복식 스타일링의 가변, 즉 동일복식의 외

관과 기능을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다른 스타일의 패

션으로 연출 가능하도록 하는 스타일링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고차원적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소비와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가변성 복식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목적, 다변화,

다기능성, 트랜스포메이션 복식 등으로 명명되어,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가변성

디자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

는 디자인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복식사적

측면에서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단순 도형의 직물

을 고유한 착장방식을 통하여 가변적으로 적용하였

던 서양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변

성 및 가변성 스타일링의 개념을 바탕으로, 복식 전

체에 적용된 가변적인 스타일링을 유도하기 위한 기

술적인 측면의 착장 방식의 원류를 찾아, 복식사적으

로 존재하였던 가변성 스타일링이 현대 패션 스타일

링에서도 응용되어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재창출에

적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가변성에 관한 개념은 철학, 기초과

학, 공학,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었으

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의를 내리기가 힘

들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으로 디자인

에 적용 가능한 가변성, 즉 건축과 실내디자인 및 예

술작품, 산업디자인, 복식디자인 등에 적용된 가변성

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변성 스타일링에 관하여

정의를 내렸다. 가변성의 형태는 간단한 한 장 혹은

두 장의 직사각형 직물을 이용, 어떠한 정해진 형태

가 없이 인체에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복식 형태

등을 문헌 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문헌 자료는 복

식사 관련 서적과 드레이퍼리 복식 스타일의 사진이

실린 서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복식사를 연구

하는 학자들이 이 시기 복식의 착장 방식을 연구하

여 그린 모사도 및 패턴의 전개도를 참고하였다. 문

헌은 특히 가변성 착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체위

에 스타일링 되었는지를 기술한 문헌을 중심으로 사

용하였다.8)

서양복식에서 가변성 스타일링은 구조적인 복식이

등장하였던 중세 전기까지 광범위하게 스타일링 가

변성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범위는 고

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및 그리스, 로마

를 중심으로 기원전부터 비잔틴 시대, 즉 중세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한정한 시기의 복식들을 면

밀히 연구하고, 복식의 착장 방식에 따른 가변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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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링을 분석하여, 스타일링의 유형을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별로 가변성 스타일링의 특성을 나타내는 복식을 선

정하고, 스타일링 방식을 연구하여 카테고리별로 분

류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가변성
가변(可變)이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음, 또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

거나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9)

김수암10)에 따르면 가변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형태

나 조직은 변경시키는 능력인 ‘다양성(variability)'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적용성(adapta-

bility)'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속성

이 가변성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변성의 개념은 때로는 융통성, 유연성, 다양성, 가동

성, 탄력성 등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도 한다.

가변성의 개념은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으며 건축

의 경우에 가변성은 같은 공간의 상이한 여러 가지

구성방식과 분할 방식, 조립과 조합으로 표출된다.

이정민, 이한나11)의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1968)에서 언급한 ‘노마드

(Nomad, 신유목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에

적용되는 가변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현대의 노마

디즘 사고 패러다임은 사용자의 공간 사용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며, 불확정적 유연성의 수용으로 가변

형 공간을 노마디즘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가

변형 공간은 “공간의 기능, 크기, 위치, 형태 등이 거

주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동된다”고

하였다.

독일 학자 Ehlers, Meyer는 가변성을 주택 시스템

의 적용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가변성을 세 가지 유

형, 즉 공급, 기능, 구조의 가변성으로 분류하여 설명

하였다.12) 공급의 가변성이란 다양한 거주자의 상이

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동일한 평면 내의 다양한

배치변화로, 기능적 가변성은 내부의 질적 가변성으

로 공실(空室)의 용도변경으로, 구조적 가변성은 요

구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일선13)에 따르면 가변성은 우선 다양성을 의미

하며, 사용자, 환경, 디자이너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환경과 사용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변성

으로 일컬었다. 또한 가변성을 내적인 가변성과 외적

인 가변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2009년 경희궁 내에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s)

에 의해 진행된 프로젝트인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건

축물 자체가 육각형, 십자가형,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이 영화상영, 콘서트, 전시회장, 패션쇼를 개최하

는데 각각의 이벤트에 따라 도형의 모듈이 재조합되

어 매우 다른 건축물을 창조해 내었다. 따라서 프라

다 트랜스포머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의 가

변 적용과 도형의 모듈의 조작으로 외형을 변형시키

는 외적 가변형이 모두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W. Rickey, George14)는 키네틱 아티스트 야코브

아감(Yaacov Agam)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의 작

품이 본질적으로 변형의 법칙에 근거하며, 그같은 효

과를 노리는 형식은 관객이 자신의 위치를 옮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일루전의 목격, 즉 작품과

관련하여 관객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감 작품에 적용된 가변성은 보는 이의 위치 변형

에서 오는 작품의 변형성을 설명하므로, 가변성의 특

성중 고정성과 반대되는 유동성과 유연성을 설명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 따라서 가변성이라 함

은 고유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능이 고정

되지 않고 유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며, 가변

성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2. 가변성 스타일링
위에서 살펴본 가변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유추할

때, 패션 영역에서 복식의 착장방식 측면에서의 가변

성이란 한 가지 이상으로 스타일링의 변형이 가능하

도록 열린 구조를 가진 복식으로, 착용자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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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나 착장 스타일링 방식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변형된 스타일링이 다시 원형으로 복

구 가능함을 내포한다.

따라서 가변성 착장 스타일링의 정의는 열린 구조

를 근간으로 한 형태의 의상을 착장자의 자유 의지

에 따라 안과 밖, 위와 아래, 길이의 변화를 주어 착

장방식을 달리하여 여러가지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

한 것으로, 그 원형이 보존되는 스타일링을 의미한다.

양희영, 양숙희16)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

에 나타난 유동적 공간에 의한 공간적 연속성을 설

명하면서, 의복 구조에 있어 완성도 미완성도 아닌

구조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인 의

복, 즉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복식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2000년 F/W 사이먼 쏘로굿

(Simon Thorogood)의 컬렉션에서는 소매를 아예 없

애고 넥크리스와 같은 슬릿을 통하여 팔을 외부로

돌출시키는 스타일링은 기존의 착장 방식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기존의 구성된 것들의 관

념을 무너뜨리는 이질적인 형태로 창조되기도 한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현대패션이 봉제와 같은 영구적인 방

법으로 결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폐쇄적인 의복 공

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

서 열린 공간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

새롭게 응축된 공간을 구성한다고 설명17)하여, 착장

자의 의지에 따라 가변적으로 스타일링 가능한 현대

패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서승희, 김영인의 연구에서는 착장 유동(流動)에

의한 가변성을 설명하면서, 역사의 존재방식을 패션

의 디자인 측면에서의 존재방식으로 해석하여, 이는

“의복이란 착장 시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형태가 아

니라 움직임에 의해 가변성을 가진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18) 고 설명하였다.

복식의 역사적 측면에서 가변적 스타일링을 채택

한 복식의 유형은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Köhler, Carl19)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복식

인 칼라시리스로부터 가변성 스타일링의 원류를 찾

아 볼 수 있는데, 칼라시리스의 착장 방식을 둔부를

덮는 코트 형식으로 착장하는 방식과 한쪽 어깨를

너머 복부에 두르는 방식 등 다섯 가지의 스타일링

을 제시하였다.

Laver, James20)의 연구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에

그려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드로잉을 통하여 직사

각형의 직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착장한 인물도를

제시함으로써 가변성 스타일링이 채택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복식의 형태는 오랜 기간

에 걸쳐 어떤 정형화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인체 위에 직물의 어떠한 절개나 봉합없이 드

레이퍼리를 형성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직물

들의 조합으로 규정한다.

Tortora, Phyllis와 Eubank, Keith21)의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복식 아이템을 나열하고 각 복식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유사한 가변적 스타일링을 적용

하였던 다른 복식의 명칭을 언급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된 착장 방식을 비교하였다. 고대 복식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각형, 직사각형 혹은 반

원형 직물의 길이로, 드레이퍼리의 방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창작적

스타일링은 동시대적 문화권 내에서 혹은 특정 문화

를 구분 짓는 독창적인 스타일이다.22)

Houston, Mary23)의 연구에서는 고대 이집트, 메

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의

스타일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가변성을 보

이는 스타일링을 자세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패턴 전

개도를 함께 제시하여 스타일링 다양성 추구의 당위

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서 고찰한 가변성과 가변성 스타일링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양복식의 착장에 따른 스타일링 가변성

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Ⅲ. 서양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분류

서양복식에서 보이는 가변성 스타일링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가변성 스타일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술적 착장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유형이 구

분됨을 알 수 있었으며, 고대시대부터 중세까지 보인

의상의 착장 방식에 따른 가변적 스타일링은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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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유형 스타일링 연출방식의 특성

매듭형
- 착장 방식의 완성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매듭을 지어 복식의 외관에 매듭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는 스타일링

두르기형

- 두르는 방식에 가변적인 착장방식을 적용

-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변성이 연출되는 드레이퍼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허리

끈과 고정핀과 같은 고정용 악세서리가 사용되었더라도, 외관으로 보기에 고정용 악세서리가 육

안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스타일링의 마무리가 아무런 마무리 기법없이 직물 자체의 자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를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에 포함

고정형

- 스타일링의 마무리 단계에 외관으로 도드라지는 고정용 악세서리를 이용하여 드레이퍼리를 고정

하여 가변을 주는 스타일링

- 고정형 도구는 스타일링에 가변을 주기 위하여 드레이퍼리를 고정하는 기능적인 역할 뿐 아니라

외관으로 보이기에 아름답도록 미적인 기능을 지니는 이중적인 역할

혼합형

- 스타일링의 연출 기법에 있어서 위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법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되어

복합적인 스타일링으로 복식을 가변적으로 연출

- 단순 형태의 도형을 간단한 봉제로 고정한 것도 스타일링 기법의 하나로 포함

<표 1>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 구분

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다. 각 카테고리별 스타일

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착장 방식의 완

성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매듭을 지어 복식의 외관

에 매듭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스타일링으로 정의

하였다. 동일한 복식을 가변적으로 착용할 때, 매듭

의 위치 변경은 착장 방식의 순서 변경으로 인한 것

이다.

둘째,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착장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두르는 방식에 가변적인 방식을 적용하

여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가변성 착장 방식이다. 스

타일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변성이 연출되는 드

레이퍼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허리끈과 고정

핀과 같은 고정용 악세서리가 사용되었더라도, 외관

으로 보기에 고정용 악세서리가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스타일링의 마무리가 아무런 마무리 기법없

이 직물 자체의 자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

를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고정형 가변성 스타일링이란, 스타일링의 마

무리 단계에 외관으로 도드라지는 고정용 악세서리

를 이용하여 드레이퍼리를 고정하여 가변을 주는 스

타일링이다. 이 때 사용되는 고정형 도구는 스타일링

에 가변을 주기 위하여 드레이퍼리를 고정하는 기능

적인 역할 뿐 아니라 외관으로 보이기에 아름답도록

미적인 기능을 지니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이란, 스타일링의 연

출 기법에 있어서 위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법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되어 복합적인 스타일링으

로 복식을 가변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

형태의 도형을 간단한 봉제로 고정한 것도 스타일링

기법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가변성 스타일링의 유형별 특성

을 정리한 것이다.

1.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
고대 이집트의 하이크(haik)<그림 1>24)는 목 아랫

부분에 한번 묶어 쓰는 것이다.25) 그러나 한쪽 어깨

를 감싼 다음 엉덩이를 감고 다른쪽 어깨로 넘어오

도록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짧은 킬트, 플레어

소매달린 튜닉과 클록의 조합과 같은 인상을 준다.26)

남성들의 하이크는 양 어깨를 두르고 매듭을 묶어

밑의 갈라 스커트와 투피스로서 착용되는 형식으로

스타일링 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2>의 좌우에 있는 두 여성은 고대 이집트

노동계층 여성들로서 로브(robe) 의 매듭형 가변 스

타일링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가장자리의 술장식을

비롯하여 유사한 형태의 직사각형 숄을 두른 것으로

보인다. 좌측의 여성은 가슴부분에서 여밈이 있으며,

숄의 형태로 좌우 어깨를 모두 감싸고 가슴언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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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크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87.

<그림 2> 로브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63.

<그림 3> 클록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87.

<그림 4> 클록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87.

묶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은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있

다. 우측에 선 여성은 동일한 위치에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한 스타일링이나, 가슴을 노출시킨 채, 하이웨

이스트 스커트와 같은 형태로 매듭형 스타일링을 연

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집트 여성의 클록(cloak)

착장 스타일링 방식은 <그림 3>, <그림 4>의 모사도

와 같이 직사각형의 직물을 스커트로 둘러 양 끝 가

장자리를 매듭지어 기본으로 착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스커트 매듭과 교차하여 두 가지의 직

물을 동시에 이었는데, 다른 한 직물은 발목까지 오

는 긴 클록의 형태로 어깨를 감싸는 스타일링을 연

출하며, 완성된 매듭은 리본형태로 만들어 가슴부분

에서 마무리되는 스타일링이다. 따라서 착장 방식의

순서의 변경은 동일한 복식을 양 어깨를 감싸는 케

이프 형태로 착용하거나, 한쪽 어깨에 늘어뜨리는 숄

과 같은 형태로 가변적으로 스타일링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착장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로마 복식에서도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27) 착장

방식의 가변뿐만 아니라, 매듭짓는 방식에도 다양화

를 보이는데, 이러한 스타일링은 AD 200년경 로마의

복식에도 적용되었고, 이 스타일링은 소매가 없는 형

태인 로마 여성의 복식인 스톨라(stola)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일링 마무리는 양쪽 매듭 마무리

의 끝이 뾰족하지 않고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도록

묶은 매듭으로 윗부분은 동그랗게 만들어 가운데를

동여 매듯하여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매듭 마무리의

모양에서도 가변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2.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의 카우나케스(kaunakes)

<그림 5>28)는 양의 털을 결대로 빗질하여 층을 주어

착용한 랩(wrap) 스타일로, 초기에는 스커트로 착용

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숄(shawl)로 착장자 자

유 의지에 따라 두르기 방식으로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우나케스가 숄로 착용되었을 때는 양어깨

를 감추며 두르는 스타일링으로 착용되거나, 한쪽 어

깨를 노출시키는 스타일링 방식도 있었는데, 이 경우

에는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통과하여 왼쪽 어깨를

덮는 두르기 착장 방식이다. <그림 6>, <그림 7>은

고대 이집트 남성들이 착용하였던 킬트(kilt)로 착장

자의 의지로 가변적 스타일링을 적용하여 착장 방식

에 차이를 두었다. 주름을 형성하는 킬트의 두르는

스타일링은 폭이 넓은 삼각건을 앞쪽에 착용하는 형

태로 스타일링이 발전되기도 하였다. 두 장의 직물을

이용한 킬트는 한 장으로 뒷부분과 옆부분을 가리고

그보다는 작은 조각으로 앞치마 부분을 만들어 두르

는 형태로 착용된 형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앞치마 부분의 형태를 사각, 삼각, 둥근 형

등으로 모양을 변경하여 허리 주위에 둘러 착용하였

으므로 가변성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히마티온(himation)은 킬트에 쓰인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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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카우나케스

-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 29.

<그림 6> 킬트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3.

<그림 7> 킬트

-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 39.

<그림 8> 히마티온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10.

<그림 9> 토가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11.

보다 더 큰 크기의 직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두르기

스타일링을 볼 수 있는데 히마티온을 능란하게 두르

고 쉽게 다루는 것은 사회적 위치의 표시였다.29) 히

마티온을 두르는 방식은 착장자에 따라 달랐는데, 왼

쪽 앞에서 한쪽 끝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쪽 어깨

를 지나 등을 사선으로 가로질러 오른팔 아래로 해

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왼쪽 어깨에 다시 둘러진

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덮고 오른팔

을 싸고는 끝부분이 왼쪽 어깨에 걸쳐지기도 하였는

데, 그 외에도 많은 가짓수의 가변성 스타일링이 적

용된 것으로 보인다. 로마 토가(toga)의 두르는 방식

은 초기에는 가변성을 많이 보이지 않으며, 토가의

착장 방식이 유사한 방법으로 두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마 후기에 들어서면서

토가의 크기가 인체 크기 몇 배에 이를만큼 커다란

크기의 직물을 두르기 시작하면서, 토가를 두르는 스

타일링은 더욱 다양하여진 가변성을 적용하였던 사

례를 볼 수 있다. 토가는 두르는 스타일링의 차이에

의하여 착장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 표시할 수

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천을 머리까지 둘러쓰고 있는

착장 방식으로 토가를 스타일링 한 경우는 종교적

의식에 응하고 있거나 상중(喪中)이라는 표시로 받

아들여졌다.30)

가변성 스타일링을 적용한 토가의 착장 방식은 머

리를 포함한 전신을 감싸는 스타일링도 있으며, 목

아랫부분의 전신을 감싸는 착장방식도 있었으므로,

넉넉한 분량의 드레이퍼리를 형성하여, 위엄과 권위

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스타일링이다.

3. 고정형 가변성 스타일링
고대 이집트 시대의 로인클로스는 고정형 가변 스

타일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 10>의 모사도에서

볼 수 있듯 로인클로스의 형태는 끝이 앞 중앙에서

만나는 형태, 끝부분이 뒤로 트여 젖혀진 폭이 넓은

형태, 활동시 다리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31) 스타

일링으로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로인

클로스는 허리끈으로 한 장의 직물을 가변적 방식으

로 고정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왕국의 상류사회 복식에서 벨트는 중요한 장

신구로서, 뒤쪽에서 묶어서 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

는 특별히 갈라 스커트와 연결하여 사각 매듭으로

묶거나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고리가 허리띠 밖으로

나오게 하기도 하였다.32) 따라서 직물뿐만 아니라,

복식의 고정형 스타일링 연출을 돕기 위한 역할로서

허리띠는 허리띠 그 자체의 스타일링에서도 다양성

을 표출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수석사제나 예언가들, 또 신전에서

번제를 드리던 이들이 착용하였던 린넨 의복은 형태

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종종 사제

들은 타이트한 형태로 튜닉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또 단순한 로브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 한쪽 어깨 너

머로 고정하는 브레이스(brace)를 이용하여 린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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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로인클로스

- The history of Costume,

p. 21.

<그림 11> 새시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83.

<그림 12> 클래미스

-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 30.

<그림 13> 팔루다멘툼

-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p. 21.

커트를 두른 듯한 스타일로 착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엉덩이를 둘러 넓은 새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부분을 둘러 끈을 매어 앞부분에 늘어진 앞치마와

같은 부분을 고정시키는 스타일링의 형태를 보이기

도 하였다.33)

<그림 11>은 단순한 로브(robe)위에 새시를 두른

복식 스타일링의 예시다. 좌측의 새시 스타일링은 두

꺼운 크기의 새시를 얇게 주름을 잡은 형태로 벨트

형으로 착장, 허리부분을 강조한 스타일링을 연출하

고 있다. 우측의 새시는 넓은 폭을 그대로 응용하여

허리부분에 두름으로써, 킽트를 덧입은 것과 같은 드

레이퍼리를 형성하는 스타일링으로 스커트를 이중으

로 착용한 것처럼 착장하였다. 따라서 같은 새시의

고정 스타일링에 따라 상이한 가변성 스타일링을 적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그리스의 클래미스(chlamys)로서 거

의 사각에 가까운 직물로 왼쪽 어깨에 둘러져 위 가

장자리를 피불라(fibula)로 오른쪽 어깨위에 고정한

스타일링이 일반적이나, 그리스의 아킬레스는 목에서

두 가장자리를 묶어34) 고정 위치 변경 스타일링을

제시하고 있다. 비잔틴의 팔루다멘툼(paludamentum)

<그림 13>은 클래미스의 스타일링이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착장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에서 보여지듯 팔루다멘툼의 착장방식은 한번만 둘러

오른쪽 어깨 위를 피불라로 고정시키는 스타일링과,

숄의 형태로 두르는 어깨 고정형을 기본으로 두르기

형 스타일링도 볼 수 있다. 오른쪽 어깨 위로 고정시

킨 팔루다멘툼의 착장 방식을 그 당시에는 좀 더 위

엄있으나 구식의 패션으로(old-fashioned) 여겼으며,

앞중심 여밈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어 착장

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일링은 10세기 중반에서 11

세기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35)

4.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
고대 이집트의 칼라시리스(kalasiris)는 착용자의

어깨에서 발목까지 길이의 약 두 배의 직사각형 천

을 절반을 접어 착용하는 스타일링을 연출한다. 목선

만 내고 양옆 솔기는 바느질을 하지 않은 채 모서리

를 둥그렇게 말아 앞뒤로 접어 올려서 입거나, 팔이

들어갈 구멍만 남기고 단에서 진동선까지 옆선을 바

느질 하여 착용하였는데, 이는 직물 그대로를 착장하

는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봉제를 통한 고정

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변성 스타일링을 나타낸다. 후

기에 들어서는 칼라시리스의 허리부분을 끈으로 매

거나 핀으로 고정하기도 하였다.36) 따라서 칼라시리

스의 착장 방식은 봉제를 통한 부분고정을 근간으로

악세서리를 이용한 고정 스타일링을 적용한 복합성

을 지닌다.

고대 앗시리아의 왕인 Ashur-Nasir-Pal의 복식 중

튜닉(<그림 15>,<그림 16>)의 착장 스타일링을 살펴

보면, 다양한 스타일링의 적용을 볼 수 있다. 이 복

식은 단순한 직사각형 직물에 한쪽은 팬던트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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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칼라시리스

- Costume & Fashion,

p. 20.

<그림 15> 튜닉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135.

<그림 16> 튜닉

- Ancient Egyptian,

Mesopotamian & Persian

Costume, p. 135.

<그림 17> 키톤

- Wrap & Drape fashion,

p. 17.

(pendant bands), 즉 서양의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

인풀래(infulae)로 불리던 끈과 같은 것37)이 직사각

형의 왼편 1/3 지점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매듭 방식을 보면 <그림 15>는 펜던트 밴드가 겉

으로 노출되어 허리에서 묶인 매듭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스타일링이며, <그림 16>은 허리부분의 팬던트

밴드를 허리에서 천으로 돌려 감아 팬던트 밴드를

감추는 스타일링을 연출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형 스

타일링과 두르기형 스타일링 방식을 혼합한 스타일

링 양식이다.

그리스의 이오닉 키톤(ionic chiton)과 도릭 키톤

(doric chiton)은 어깨를 고정한 후 허리띠를 묶는 스

타일링으로 착장자의 의지에 따른 가변성을 보인다.

<그림 17>은 기본 이오닉 키톤의 스타일링인데, 어깨

를 여러개의 피불라로 고정시키고, 밑가슴둘레 아래

쪽을 묶어 드레이퍼리를 형성하고 있다. 도릭 키톤은

이오닉 키톤보다 더 긴 길이로서 도릭 키톤의 착장

방식을 보면 어깨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허리를 끈

으로 매어 허리부분에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스타

일링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허리끈을 매는

방식에 따라 키톤의 스타일링은 매우 많은 가짓수의

가변성을 보이는데, 남성과 여성은 다른 스타일링으

로 키톤을 착용하였고, 한 개의 허리끈이 아닌 보조

적인 다른 얇은 끈들이 쓰여져 더욱 다양한 드레이

퍼리를 형성하며, 착장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여러

방식으로 착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키톤의

경우는 고정형과 매듭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가

변성 스타일링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 2>에서는 가변성

스타일링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Ⅳ. 결론
가변의 특성이 상업적인 용도로 적용될 때, 가변

의 다양성, 유용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강점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도 응용되어 패션 디자인의 영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패션 영역에서 가변성의 적용은 패션

디자인에서 구성적으로 가변 요소를 적용한 현대 패

션 디자인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식사적으로 봉제를 최소화하며 단순 도형의 형태

를 보인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복식에서 가변성은 착

장 방식의 기술적인 측면에 적용되어, 비구조적 복식

의 스타일링에 적용될 수 있는 가변의 가짓수가 착

장자의 응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적용 가능함을 반영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물 한 장을 몸에 두르는 방식

으로 의복을 착용하여 가변성 스타일링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구조적인 봉제라

인으로 의상을 제작하여 가변성 스타일링이 소멸되

기 시작하는 시점인 중세시대까지의 서양복식을 중

심으로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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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가변유형
해당 복식 가변성 스타일링 특성

매듭형

* 이집트 하이크, 클록
* 스타일링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묶는 매듭이 겉으로 드러나는 착장 방식

* 양쪽 혹은 한쪽 어깨를 감싸는 스타일링, 즉 상반신에 포인트를 주는

가변성 스타일링이 응용

* 단순 묶기 매듭의 형태에서 다양화되는 진화의 양상을 보이며 가슴과

허리 사이에 매듭이 위치

두르기형

* 수메르 카우나케스

* 이집트 킬트

* 그리스 히마티온

* 로마 토가

* 초기에는 크지않은 직사각형의 직물로 허리 아래를 감싸거나 허리부분

을 접어 넣어 요의 형태의 스타일링

* 순차적으로 직물의 크기가 증가, 밑단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타원형이

나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려 드레이퍼리가 착용시 용이하도록 연출

하는 전신 스타일링

*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스타일링

고

정

형

허리

고정형

* 이집트 로인클로스
* 허리고정 가변형과 목둘레고정 가변형으로 양분.

* 허리둘레 가변형은 새시 및 허리 벨트와 같은 것으로 허리 및 둔부의

일부를 고정하여 스타일링.

목둘레

고정형

* 그리스 클래미스

* 로마, 비잔틴 팔루다멘툼

* 목둘레에 가변성을 보이는 스타일링은 오른쪽 목점 가까운 곳에 피불

라로 고정했던 방식과 가운데 목점에 고정했던 단순가변성 착장방식

혼합형

* 이집트 칼라시리스, 튜닉

* 그리스 키톤, 로브류

* 두 가지 이상의 착장 방식이 응용된 스타일링

* 신체의 길이보다 더 긴 직물로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풍성한 드레이퍼리의 부분 고정을 위한 악세서리 및 새시와 같은

벨트류가 사용.

* 착장 시작부터 직물을 부분으로 접어 스타일링 하기도 하였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가변성 스타일링이 적용

* 계급에 따라 가변성 스타일링 적용

<표 2> 가변성 스타일링 특성구분

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간단 도형의 직

물을 인체에 둘러 스타일링의 마무리에 매듭이 겉으

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 복식

중 하이크, 숄, 클록의 형태에 적용되었으며, 양쪽 혹

은 한쪽 어깨를 감싸는 스타일링, 즉 상반신에 포인

트를 주는 가변성 스타일링이 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 묶기 매듭의 형태에서 다양화되는 진화의

양상을 보이며 가슴과 허리 사이에 매듭이 위치한다.

둘째,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인체에 직물을

두르는 방식에 가변을 적용하여 드레이퍼리를 형성

하는 스타일링이며, 수메르의 카우나케스, 고대 이집

트의 킬트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의 히마티온, 로

마의 토가로 이어진다. 두르기형 스타일링을 적용하

는 직물의 형태는 가장 초기에는 크지않은 직사각형

직물로 허리 아래를 감싸거나 허리부분을 접어 넣어

연출하는 요의 형태의 스타일링이나, 순차적으로 인

체 위에 드레이퍼리되는 직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두르는 스타일링도 여러 가지로 진화되며 스타일링

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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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변성 스타일링 중 가장 광범위한 가변성 적용

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고정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스타일링에 직물

외에 고정을 위한 악세서리류를 이용하는 스타일링

인데, 허리고정 가변형과 목둘레고정 가변형으로 나

뉠 수 있다. 허리고정 가변형은 새시 및 허리 벨트와

같은 것으로 허리 및 둔부의 일부를 고정하는 것으

로 고대 이집트의 로인클로스 및 하의에 새시를 두

르는 방식에 따라 가변성을 적용한 스타일링이다. 목

둘레 가변형은 상의에 걸치는 클록 종류인 클래미스

와 팔루다멘툼에 적용되어 오른쪽 목점에 가까운 곳

에 피불라로 고정했던 방식과 가운데 목점에 고정했

던 단순 가변성 스타일링이다.

넷째,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스타일링을 완성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착장 방식이 응용되어 복합적

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가변성을 보이는 착장 방식이

며, 가장 큰 특징은 로브형, 즉 원피스형의 복식에

많이 적용된 것이다. 원피스 스타일인 칼라시리스나

튜닉과 이오닉 키톤은 가벼운 직물로 착용되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풍성한 주름을 형

성하는 드레이퍼리의 형성을 유도하는 다양한 스타

일링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옆솔기

에 봉제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신체의 길이보다

더 긴 직물로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드레이퍼리를 부분 고정해 줄 수 있는 피불라

와 같은 브로치류의 악세서리와 새시와 같은 벨트류

가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복식에서의 가변성 스타일링은 직사각형 직물

을 허리에 두르는 요의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더 큰 직사각형의 직물을 이용하고, 착장의

편의에 따라 혹은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직사

각형이 아닌 반원형, 원추형을 비롯한 다각형의 형태

로 비정형화된 직물을 이용한 가변성 착장 양상을

보였다. 고대 이집트 복식 중 하이크와 칼라시리스에

서 보였던 가변성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은 인체의 곡

선미를 드러내는 비교적 인체밀착형이었으나, 로마에

이르러서는 인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직

물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는

인체왜곡성이 짙은 스타일링을 가변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지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링을

적용한 가변성을 보였다.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직물

의 발달은 단순 실루엣 복식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가변성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복식은 소강상태에 이

르렀다.

가변성 스타일링을 유도하는 악세서리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 패션에서는 스타

일링에 사용가능한 다양한 부자재가 존재하고,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복식의 착장 방식에서 더

욱 많은 가짓수의 가변의 경우를 출현시켜 가변성

스타일링의 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매듭을 짓거나, 두

르는 착장 방식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다수

의 가변성 스타일링을 유도할 수 있는 패턴의 개발

이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 본 연구가 새로운 패러다임

의 패션 스타일링의 영감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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