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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men and women's costumes in late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in view of its ideological streams by examining the portraits of 
the painter Jacques-Louis David. The method of investigation used was to select 29 pieces of por-
traits from 1766 to 1825, which showed the clear descriptions about the costumes and to analyze 
the costume's forms, ornaments and the headdress. The category was divided into 3 stages in 
terms of the changes in costume. The first stage, from 1766 until 1788, is the one of turnaround 
from the Rococo costume to the early neoclassical one. The typical Rococo costume was in-
crementally transformed into a simpler design without ornaments, and then natural silhouette in 
men and women's costumes started to appear from 1783 until 1788. This might be attributed to 
the neoclassical trend which was affected by the enlightenment ideology. The second stage, from 
1788 until 1795, is the period of change from the costume of the early neoclassic style to the 
typical neoclassic style and also the time from the 1793 to 1795 was regarded as the peak of ne-
oclassic style when the effect of enlightenment began to decrease while one of neoclassicism ex-
erted its strong influence on the costume. The third stage, from 1795 until 1825, similar to the 
previous neoclassical style was also notable in its turning into producing the empire dress of 
Empire style. From 1820 on, it was a period that showed signs of influence from romanticism 
while the effect of neoclassicism started to become more dim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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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Louis XIV)가 타계한

1715년부터 1815년까지의 한 세기는 명확한 근대사

적 특징을 갖는 혁명의 시대였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비단 두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각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1) 특

히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유럽을 풍미한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끈 세력이 자신들에

게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선택하면서 애국적, 영웅적

이상과 로마적 시민덕목, 공화주의적 자유이념 등 혁

명의 사회풍조를 표현하는데 이용되었다.2)

신고전주의는 명확한 윤곽선과 단순한 표현, 우아

함보다는 간결함을 표명하였다.3) 이러한 경향이 나

타난 배경에는 당시 고고학자들이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인 헤르쿨라네움(Herculaneum)에서 발굴 작업

을 펼치고, 1848년 화산폭발로 인해 사라졌던 고대

도시 폼페이(Pompeii)를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

동이 있었다. 이 결과 18세기 중반에 유럽에 처음으

로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고대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

는 이탈리아로의 여행이 유행하였으며, 고대에 관한

서적과 삽화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출간물과 삽화

들은 과거 번성했던 고대 문명에 대한 낭만적인 사

고를 불러일으켰고, 유럽 전체가 고대에 대한 향수에

빠져있을 때 신고전주의의 가장 중요한 화가로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가 등

장하였다.4)

다비드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프랑스 화단

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할 신고전주의 화가로 평가

된다. 신고전주의는 1750년에 시작되어 1830년까지

유럽에 널리 유행된 하나의 양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규범으로 삼아서 새롭게 미술을 시작하려고

했던 일련의 예술가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인이

추구한 이상과 이미지들을 부활시키려고 하였고, 이

는 회화, 조각, 건축뿐만 아니라 도자기, 가구, 텍스

타일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꽃피운

이 양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으며 1830년대 이후에

는 확고한 양식으로 미술사에 자리하였다.5)

그러나 다비드가 활약하던 시기에 신고전주의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미 선행연구6)에서 다루

어진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을 일으킨 시민의식의 변

화는 계몽주의로부터 싹튼 것이었다. 이 시기에 공존

한 두 양식 중 신고전주의 양식은 형식적인 면에 있

어서 새로운 예술양식이었고, 계몽주의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사상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식 문

화에 있어서 복식 스타일의 내용적 변화에 계몽주의

가 일조하였다면, 형식적 변화에는 신고전주의가 일

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 복식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18세

기를 중심으로 한 복식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7),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8), 18-19세기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9) 및 17-18세기 살롱 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10) 등이 있고 화가 다비드 및 신고전주의에 관

한 연구는 다비드 회화의 여성 이미지와 평등 이

상11), 다비드 예술과 권력의 상관성12) 및 당시의 시

대상을 반영한 그랜드 투어와 프랑스의 신고전주

의13), 현대 포스트모던 복식과 신고전주의 시대 복식

의 연계성을 다룬 연구14) 등 다양하나, 당대의 사회

적, 사상적 조류와 함께 복식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계몽주의 사상과 18세기 후기 여성복식의 변화에 대

해 다룬 연구15)를 제외하고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여타 선행연구에서도 동시대의 사회적 변화

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 아니었고, 그 범위가 여성복에 한정되어 있었

기 때문에 보다 큰 관점에서 복식 변화의 흐름을 이

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초상화를 통해

18세기 후기 및 19세기 초기 프랑스 남·여 복식의 변

화를 당시의 사상적 조류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시대정신과 복식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다비드가 화가의 길에 접어든 1766년

부터 사망한 1825년 사이에 제작된 초상화 중 복식

의 묘사가 분명하고 상반신 이상이 묘사된 초상화

29점을 선정하여 헤드드레스 및 의복의 형태와 장식

을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18, 19세기 회화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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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관련 서적, 복식사와 사상사 관련 논문, 서적, 인

터넷 등의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18세기 후기 프랑스의 사회적 배경
프랑스혁명으로 촉발된 18세기 후기 프랑스의 사

회 변화는 한마디로 계몽주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는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을 바탕으로 문화

와 문명을 진보, 발달시키려는 사상 또는 그러한 행

동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16)

특히,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르네상스부터 싹

텄던 인간 중심의 사고가 그 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맞닿아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절정에 있는 프랑스

혁명은 고전과 근대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의 여파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

으로 확산되어 서구의 현대 문화를 형성시키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17) 즉, 근대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던 시기에 있어서 계몽주의는 현대적 문

화 요소들이 잉태될 수 있었던 사상적 밑거름이었

다.18) 반면에 이 시기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은

사상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예술적 양식이었으

므로, 정신적인 면에서는 계몽주의가 형식적인 면에

서는 신고전주의가 당시 유럽을 지배하였다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계몽주의는 민중들에게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는 강한 사회개혁 의지를 심어주었다. 민중들의 이러

한 사회적 의식 변화는 프랑스 혁명의 원천이 되었

으며, 이는 새로운 복식의 착용으로 대변되었다. 프

랑스 혁명기에 착용된 상 큐롯(sans-culotte)이나 장

식없이 단순하고 과장되지 않은 실루엣의 신고전주

의 스타일의 위생적이고 편안한 여성 복식은 변화된

민중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인간평등

사고의 확산과 더불어 남녀평등의 개념이 드러난 것

이었다.19)

이 시기 프랑스 왕실은 1783년부터 3년여에 걸친

프티 트리아농 궁 정원의 확장 공사, 1788년에 발생

한 흉년, 미국 독립전쟁(1775-83)의 재정 지원 등으

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

에 새로 부상한 중산계급과 귀족계급과의 마찰로 팽

팽한 긴장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시기 가장 큰 정치

적, 사회적 변수는 가난에 허덕이는 다수 시민들이었

다. 시민들은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혹사당하는 삶에

분노하면서 귀족들을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귀

족의 수는 50만 명 미만이었고 시민의 수는 2천 5백

만 명 가량이었으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계몽주의자들의 주장

은 시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자연히

혁명의 기운이 퍼져나갔다.20) 마침내 1789년 7월 프

랑스혁명이 발발하였다. 같은 해 8월 봉건제와 영주

제가 폐지되고, 9월 ‘인권선언문’을 채택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였다. 이때 다비드는 혁명의 기치

를 내걸고 인권선언문을 기념비적으로 장식하였고,

‘테니스 코트의 선서’라는 혁명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그림 1, 2참조>. 1791년 의회는

헌법을 완성하였고, 1792년 첫 국민공회가 열렸다.

국민공회는 왕권의 폐지를 선언하고, 프랑스 제1 공

화정을 선포하였다.

다비드는 혁명이 개혁과 자유를 가져오고, 비민주

적인 아카데미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다. 1789

년부터 1791년까지 다비드는 혁명을 지지했으며, 파

리 쟈코뱅당의 일원으로 혁명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면

서도 다비드는 동시에 상류층 귀족들의 의뢰를 받아

초상화를 자주 제작하였다. 초상화 작업은 그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초상화들은 이전 시

대의 초상화와는 달리 상류층 여인이라도 일상 속에

서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편안한 복장으로 묘

사되었다.21) <그림 6, 9, 10>에 제시된 것과 같은 편

지를 쓰고, 아이를 돌보고, 바느질을 하는 단순한 형

태의 복식을 착용한 귀족 여인의 모습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전파된 신고전주의 양식을 확연히 보여

준다. 이는 변화된 사회상이 초상화에 그대로 반영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체를 압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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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비드,

인권선언문, 1789

- http://en.wikipedia.org

<그림 2> 다비드, 테니스코트 선서, 1791

- http://en.wikipedia.org

위생적이고 장식이 없는 단순한 남·녀 복식 스타일은

내적으로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외적으로는 신고전주

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의 강력한 사회개혁

성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비드 회화의 중요성
다비드는 프랑스 파리(Paris)에서 출생하였고, 일

찍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여 다섯 번의

도전 끝에 1774년에 로마대상(Prix de Rome)22)을

받은 이듬해 로마(Rome)로 유학하여 고대 미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주로 역사화를 그려

1783년 왕립 미술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Painting

and Sculpture)23)의 회원이 되었고 신고전주의의 대

표적인 화가가 됨과 동시에 근대 회화의 시조가 되

었다. 이후 다비드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Maxi-

milien Robespierre, 1758-1794)의 친구이자 프랑스

혁명의 전폭적인 지지자로, 프랑스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예술가가 되었다.24)

다비드는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투옥되었으나,

석방된 이후 나폴레옹 1세의 정치 체제에 협력하였

다. 프랑스혁명 시에는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서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이전의 아카

데미를 폐지하는 대신 1816년 아카데미 데 보자르

(Academy des Beaux-Art)를 창설하였다.25) 나폴레

옹이 황제가 된 후 그는 궁정 화가가 되어 <나폴레

옹 대관식>을 그리는 등 최고 화가의 반열에 올랐으

나, 나폴레옹 몰락 후에 국외로 망명하여 벨기에 브

뤼셀(Brussels)에서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회화의 중요성은 18세기말 로코코의 가벼움,

경박함에서 고대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엄숙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신고전주의는 과거의 어떤 고전주의

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냉철하며 계획적 이었고, 철저

하게 형식을 압축하여 직선적인 것과 구성적인 의미

를 지니는 것을 추구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형

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을 강조하였다.26) 특히 다비드

에 의해 추구된 신고전주의는 윤리적인 문제 혹은

단순성과 진실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순수하고 명확하며 단순한 선, 법칙성과 규율, 조화

와 평온에 대한 동경은 로코코의 불성실성과 세련성,

공허한 기교와 화려함에 대한 반항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독점하여 기세등등한 영국의 귀족, 엘리트들

에게 로코코 양식은 프랑스의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

화 혹은 철지난 유행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경향이

영국에서 단순한 형태와 색을 추구하면서 복잡한 구

성을 제거한 신고전주의를 낳았고, 유럽 각국에 전파

되었다. 더불어 당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고대 도시의 발굴이 이어졌고 이는 고대 문화에 대

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마침내 이탈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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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리 조제프

부롱의 초상, 1769

- 자크 루이 다비드, p. 22.

<그림 4> 마리 프랑수아즈

부롱의 초상, 1769

- 자크 루이 다비드, p. 27.

<그림 5> 프랑수아 부롱의

초상, 1769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40.

여행하는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호황으로 이어

졌다. 그랜드 투어는 유럽의 귀족 청년들이 6개월 이

상 이탈리아의 로마, 나폴리 등지를 견문하며 고대

문화를 답습하던 여행을 말한다.27)

나폴레옹 제1제정기(1804-14)에 이르러 다비드는

베네치아적인 색채사용으로 유명한 앙피르 양식

(Empire style)28)을 발전시켰다. 앙피르 양식이란 신

고전주의와 유사어로 사용되는데, 회화, 건축, 가구,

장식예술, 시각예술 분야에서 19세기 초반에 유행한

스타일이다.29) 실내장식은 단조로웠으나 가죽, 호두

나무, 청동 장식을 사용하여 무게와 힘을 강조하였고,

색채는 회색을 띈 주황과 암적색, 황갈색이 주를 이

루었다.30) 이러한 품위와 위엄을 갖추는 제국주의적

요소가 여성의 의상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슈미즈 드

레스(Chemise dress) 대신 등장한 것이 엠파이어 드

레스(Empire dress)로,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전히 직

선적이고 장식없이 단순하지만 옷감이 두꺼워 신체

선이 비치지 않았으며,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는 변화

가 일어나게 되었다.

Ⅲ. 다비드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의 변화

1. 초기 초상화: 1766-1774
이 시기는 다비드가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조제

프-마리 비엥(Joseph-Marie Vien, 1716-1809)을 스

승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국립미술학

교 학생들을 위해 제정된 로마대상을 수상할 때까지

의 기간이다. 최초의 신고전주의 화가인 비앵은 초기

다비드의 화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31)

초기에 다비드는 보통 화가 지망생이 그러하듯 주

변의 친척들을 모델로 습작하였다. 1769년 자신을 후

원한 외삼촌과 외숙모 부롱 부부 그리고 외사촌 마

리 프랑수아즈 부롱의 초상화를 각각 그렸다. 21세에

그린 그의 작품에서 모델의 심상을 얼굴표정에 정확

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한 흔적과 화려한 색을 사용한

점 등이 훗날 그가 초상화의 달인이 될 수 있었음을

알게 한다.32) <그림 3>33)에 묘사된 로코코 의복과

같은 직물로 제작된 헤드드레스(headdress), 검은 목

장식에는 로코코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고의로 테이

블 위의 책들이 정렬되지 않게 함으로써 회화적 진

실을 보여주려 한 점에서34) 복식의 묘사도 사실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35)도 마찬가지로 로로코 복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많은 리본과 레이스 소매, 리본 목장식, 레이스 헤드

드레스 등 전형적인 로코코 복식으로 신고전주의 복

식의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5>36)의 프랑수아 부롱은 다비드의 외삼촌으

로, 일찍 사망한 다비드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의

보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친구인 프랑수아 부셰

(Francois Boucher, 1703-70)에게 다비드를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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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크-프랑수아

드마이송의 초상, 1782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41.

<그림 7> 알폰스 르로이의 초상, 1783

- 자크 루이 다비드, p. 40.

<그림 8> 제네비브 자클린

페쿨 부인의 초상, 1784

- 자크 루이 다비드, p. 56.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매우 인자하고 친밀감 넘치는

표정으로 묘사되었다. 복식 역시 외숙모, 외사촌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로코코 취미로 묘사되었다. 흰 분

가루를 뿌린 가발과 레이스 장식된 셔츠, 금사 브레

이드로 가장자리를 두른 코트 모두 전형적인 로코코

복식임을 알 수 있다.

2. 중기 초상화: 1775-1789
이 시기는 로마대상 수상 이후, 로마에 소재한 프

랑스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부임하는 스승 비엥을 따

라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고대 유물의 매력에 빠진

시기부터 프랑스혁명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다비드는 로마에서 자신의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중요한 인물인 스코틀랜드 출신 화가 게빈 해밀

턴(Gavin Hamilton, 1723-1798)을 만나게 된다. 스승

비엥과 해밀턴은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화풍을 굳히

는 디딤돌이 되었다.37) 복식의 묘사에도 이 시기부터

신고전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 6>38)은 다비드의 이모부 초상화이고, <그림

7>39)은 다비드의 첫 아들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 알폰스 르로이의 초상화인데, 두 초상화는 1783

년 살롱전에 출품되었다. <그림 6>의 인물은 화려한

로코코 복식을 착용한 상태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그림 7>의 초상화는 장식없이 단순한 복식이 묘사

되어 있다. 그러나 옷감은 광택있는 고급 직물에 당

시 유행한 이국취미의 터번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로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초상화의 왼쪽에 묘사된

램프는 당시의 최신 발명품으로, 초를 열 개 이상 켜

놓은 것만큼이나 환한 빛을 발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40) 즉, 이 초상화에

는 당시의 최신 과학과 유행 복식이 묘사되어 있고,

처음으로 18세기 로코코풍의 화려한 복식이 아닌 새

로운 복식 스타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8>41)과 <그림 9>는 다비드의 장모와 장인의

초상화로, 1783년 결혼한 다음해에 제작된 초상화이

다. 다비드다운 정확한 데생과 엄격한 색채로 처리된

고전적인 초상화이다.42) 커다란 헤드드레스와 레이

스, 리본 장식, 앙가장 소매(engageant sleeve) 등은

전형적인 로코코 취향의 복식을 보여준다. 특히 <그

림 9>의 초상화는 1785년 살롱전에 출품되었는데 초

상화가인 다비드의 역량이 잘 나타난 수작으로, 모델

의 표정과 신체적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43) 동시

에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의복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단추의 자세한 묘사와 조끼

의 정교한 자수, 커프스의 잔주름까지 정확히 묘사되

어 이 복식이 로코코풍의 복식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으나, 그 세부 묘사에 있어서 <그림 7>과 마찬가지

로 화려한 장식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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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샤를 피에르

페쿨의 초상, 1785

- 자크 루이 다비드, p. 56.

<그림 10>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 부부의 초상, 1788

- 자크 루이 다비드, p. 52.

<그림 11>

드 쥐베르의 초상, 년대

미상

- 다비드, p. 25.

<그림 10>44)은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앙

투안 로랑 라부아지에 부부의 초상화로, 복식에 장식

이 사라져 매우 단순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

물의 진보적이고 지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 테이

블 중앙에 가스계량기와 기압기, 가스채취용 물통 등

이 묘사되어 있다.45) 남편에게 비스듬히 기댄 마리

앤 라부아지에의 복식은 <그림 8>의 페쿨 부인의 초

상화에 묘사된 복식과 달리 확연히 신고전주의적 경

향을 띄고 있고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46)은 서명과 연대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아있었던 작품으로, 배경의 거친 터치

가 생동감을 주고 있다. <그림 9>에 묘사된 인물의

앉은 자세와 손의 위치 등이 <그림 11>의 인물의 자

세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고, 복식의 묘사도 칼

라가 없고 넓은 커프스가 달린 코트, 길이가 긴 조끼,

단추의 사용 등에서 상당한 일치를 보여 아직 남성

복식에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도입되기 전인 1785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후기 초상화: 1790-1815
이 시기는 프랑스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집권기에

다비드가 황제의 화가로써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

을 하였던 시기이다. 기간이 길고 권력이 강력했던

만큼 초상화 도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초

상화에 묘사된 복식은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로 바

뀌어 있다.

<그림 12>47)에 묘사된 복식은 흰색 신고전주의 스

타일의 슈미즈 드레스에 자연스럽게 숄을 두른 모습

이고, <그림 13>48)과 <그림 14>49)의 초상화에도 역

시 단순하고 슬림하게 실루엣이 변화된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복식에 숄을 두른 모습이다. 특히 <그림

10>과 더불어 배경이 모두 단순하게 처리되었고, 화

려하지 않은 소박한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에 전념하는 여인의 미덕을 찬양하는 초상화가

일반적이다. 세 초상화 모두 여인의 허리에 파란색

새쉬 벨트를 매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림 15>50)는 다비드의 자화상으로, 프랑스혁명

을 주도하였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면서 다비드가

179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뤽상부르 감옥

에 구류되었을 동안 제작되었다. 감옥에 갇혀서인지

표정도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51) 이

자화상에 묘사된 복식은 크라바트가 대강 묶여있고,

장식없이 단순한 프록코트의 깃이 흐트러져 있어 그

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짐작하게 해준다. 크라바

트와 커프스의 레이스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의복

이 단순해져 있다.

다비드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워진 것은 1795년

8월이었다. 그해 12월부터 그는 파리 근교의 처제의

집에 머물면서 처제 부부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그림 16>52)은 처제인 에밀리 세리지아와 그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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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안느 마리

루이스 테루송의 초상 1790

- http://en.wikipedia.org

<그림 13> 루이스

트루다인의 초상, 1792

- 자크 루이 다비드, p. 54.

<그림 14> 아델라이드

파스토르의 초상, 1792

- 자크 루이 다비드, p. 62.

<그림 15> 자화상, 1794

- 다비드, p. 14.

<그림 16> 에밀리

세리지아와 아들의 초상,

1795

- 자크 루이 다비드, p. 56.

<그림 17> 피에르

세리지아의 초상, 1795

- 자크 루이 다비드, p. 56.

<그림 18> 야코부스

블로우의 초상, 1795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201.

<그림 19> 가스파 메이어의

초상, 1795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201.

이 산보에서 돌아온 모습을 묘사한 초상화로, 다비드

는 자신의 재능이 여전함을 과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53) 정면으로 바라보

는 여인과 뒤돌아보는 남자아이의 모습에서 대소(大

小)에 따른 형태의 뛰어난 대위법이 강조되고, 자연

스러운 신고전주의 복식의 흐르는 듯한 주름은 마치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보는 듯하다. 색도 매우 절제

되어 흰색, 녹색, 빨강만이 사용되었다. <그림 17>은

에밀리 세리지아의 남편인 변호사 피에르 세리지아

의 초상화로, 실외의 넓은 장소를 배경으로 승마복을

착용한 활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바위 위에 자

신의 겉옷을 깔고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

고 상반신을 약간 굽힌 자세로 묘사된 생동감있는

구도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강한 대비는 화가의

훌륭한 조형감각을 보여준다.54) 의복색 역시 밝은 갈

색의 브리치스(breeches)와 흰색의 조끼, 검정색 프

록코트(frock coat)의 매치로 색대비가 분명하다. 더

블 브레스티드의 조끼는 장식이 완전히 사라졌고, 코

트 역시 장식없는 단순한 형태로, 여성복식과 마찬가

지로 신고전주의 복식으로 전환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1795년 살롱전에 출품되어 다

비드가 호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그림

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보여주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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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드 베르냐크

부인의 초상, 1799

- 다비드, p. 20.

<그림 21>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1800

- 다비드, p. 22.

<그림 22> 쿠퍼 펜로즈의

초상, 1802

- 자크 루이 다비드, p. 10.

<그림 23> 수잔 르

펠레티에의 초상, 1804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158.

<그림 24> 마거리트

샤로테의 초상, 1813

- 자크 루이 다비드,

p. 23.

이 시기에 초상화는 다비드의 재능을 보여줄 가장

이상적인 장르였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그

림 18>56)과 <그림 19> 두 점의 초상화가 있다. 두 인

물 모두 네덜란드의 새로운 혁명정부 바타비안 공화

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57) 두 초상화의 인물은

모두 책상에 앉아 한 손에 깃털 펜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매우 진지하고 열

의에 찬 모습이 인상적이다. 복식도 매우 유사한데,

깃이 넓고 커프스가 거의 없어진 단순한 프록코트와

조끼, 셔츠, 크라바트의 구성이고, 가스파 메이어의

초상에 묘사된 조끼는 <그림 17>에 묘사된 조끼와

형태는 거의 같고 색만 다르다. 즉, <그림 17, 18, 19>

에 묘사된 의복은 거의 같은 형태와 구성으로 이루

어져 있고 장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신

고전주의 남성복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림 20>58)에 묘사된 앙리트 드 베르냐크 부인은

다비드의 친 여동생으로, 다비드가 그린 부인 초상화

중에서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59) 여유 있고 자연스

러운 자세에 그리스의 키톤과 유사한 소매 없는 슈

미즈 드레스와 숄을 두른 모습은 마치 그리스의 여

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또한 배경색과 흰 슈미즈

드레스, 황갈색의 숄의 배색은 고전적인 우아함을 보

여준다. 특히 앞서 다룬 <그림 16>에 묘사된 에밀리

세리지아의 새쉬벨트 위치와 이 초상화에 묘사된 허

리 위치는 매우 차이가 크다. 즉, 1795년과 1799년

사이에 여성 복식에 있어서 신고전주의의 경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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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복식이 묘사된 초상화로 <그림 21>60)

의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화가 있다. 이 초상화는

1800년에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나 미완성인 채로 화

가의 아틀리에에 남아 있다가 다비드 사망 다음 해

에 샤를 10세의 콜렉션에 포함된 것이다.61) 이 초상

화에 묘사된 드러난 맨발과 팔, 곱슬거리는 헤어스타

일, 우아한 신체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슈미즈

드레스의 주름은 아름다운 신고전주의 여성 복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줄리엣 레카미에는 은행가로 딸로

태어나 16세에 43세의 은행가와 결혼하여 파리 사교

계를 주름잡았던 미인으로, 22세의 나이에 이 초상화

를 제작하였다. 장식이 없는 빈방에 오래된 램프62)

하나만을 소품으로 하여 비스듬히 카우치에 기댄 자

세로 제작된 이 초상화는 매우 거친 새로운 묘법(描

法)으로 배경이 처리되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배경이

처리된 작품이 년대 미상의 <그림 11>의 드 쥐베르

의 초상이다. 두 작품 모두 미완성이고 배경 처리가

거칠게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작 시기는 복

식변화 단계로 볼 때 <그림 11>이 훨씬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의뢰인의 불만으로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화가 미

완성으로 남게 되자 다비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

면하게 되었는데, 이때 파리를 방문한 아일랜드의 퀘

이커 교도인 쿠퍼 펜로즈의 초상화를 의뢰받았다. 그

는 <그림 22>63)에 제시된 것처럼 펜로즈의 모습을

퀘이커 교도 특유의 검소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묘사

하였다.64) 장식없이 단순한 흰색 조끼와 셔츠, 검정

색 테일코트(tail coat)와 브리치스(breeches)가 자아

내는 강한 흑백의 대조는 강직하고 겸손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23>65)은 혁명가 르 펠레티에의 딸인 수잔

르 펠레티에의 초상화로, 1804년 자신의 두 번째 결

혼을 기념하는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그림 22>와 마

찬가지로 하이웨이스트의 짧은 소매 슈미즈 드레스

와 숄의 흑백대비를 통한 간결한 표현은 신고전주의

복식의 특징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인물

의 직선적이고 강한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4>66)는 다비드의 아내인 마거리트 샤로테의 초상화

로, 짧은 퍼프소매와 하이웨이스트의 <그림 23>과 유

사한 복식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직물의 표현에

있어서 보다 광택있고 두꺼워 보이는 옷감이 묘사되

었고, 머리장식도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닌 성장(盛

裝)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된 것으로 볼 때 궁정복인

엠파이어 드레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4. 말기 초상화: 1816-1825
이 시기는 나폴레옹 실각 후 다비드가 브뤼셀로

망명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나폴레옹의 몰

락은 곧 다비드의 몰락이기도 하였다. 나폴레옹이 몰

락하자 다비드는 스스로 망명길에 올랐고, 망명지에

서 초상화와 역사화를 그리며 말년을 보냈다.

이 시기의 초상화는 7점이 있는데, 1816년에 제작

한 <그림 25>67)의 초상화는 당시 36세인 빌랭 14세

백작부인과 그 딸을 자연스러운 자세로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이다. 브뤼셀의 망명지에서 그린 다비드 초

상화의 특징은 인물을 캔버스에 꽉 차게 그려 관람

자 가까이 다가선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68) 이 때문

에 복식의 묘사도 더욱 자세하고 섬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백작부인이 착용한 드레스의 네크라인 가장자

리에 묘사된 정교한 두 겹의 레이스와 황갈색 숄 가

장자리의 꽃무늬 장식도 매우 자세하여 전형적인 신

고전주의 엠파이어 드레스의 예를 보여주며, 딸의 복

식에서도 어른의 축소판인 슈미즈 드레스를 착용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림 26>69)은 앙리-아메데 드 투렌 백작의 초상

화로, 오페라 햇의 안쪽이 보이도록 모자를 팔에 끼

고 곱슬거리는 양털이 가장자리에 장식된 부란덴부

르크(brandenburg)를 착용한 모습은 매우 역동적으

로 묘사되었다. 구렛나루까지 올라간 셔츠의 깃과 곱

슬거리는 헤어스타일, 양털의 조화가 묘한 통일감을

자아내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셔츠의 깃을 높게

세우는 하이칼라의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70)과 <그림 28>71)에도 셔츠의 하

이칼라가 관찰되며, 남성 복식이 현대의 양복과 유사

하게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7>에 묘사된 마리 알렉상드르 르느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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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빌랭 14세

백작부인과 딸, 1816

- 자크 루이 다비드,

p. 34.

<그림 26> 앙리-아메데 드

투렌 백작의 초상, 1816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465.

<그림 27> 알렉상드르

르느와르의 초상, 1817

- 다비드, p. 31.

<그림 28> 엠마누엘

조제프 시에예프의 초상,

1817

- 자크 루이 다비드,

p. 35.

<그림 29> 배우 볼프의

초상, 1819-23

- 다비드, p. 32.

<그림 30> 제나이드와 샬로트

보나파르트의 초상, 1822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466.

<그림 31> 줄리에트 드

비엔뉘브의 초상, 1824

- 다비드의 야심과

나폴레옹의 꿈, p. 467.

19세기 프랑스 고고학자로, 혁명기에 엄청난 미술품

을 수집하여 현대 고고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가슴과 목의 훈장이 그의 업적을 대변해 주는데, 다

른 초상화의 인물과 달리 정면을 보지 않고 약간 위

를 바라보는 모습과 숄칼라의 코트를 걸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이색적이다. <그림 28>의 엠마누엘 조제

프 시에예프는 저명한 정치가로, 나폴레옹과 더불어

왕정을 무너뜨린 인물이었다. 장식없는 단순한 남색

프록코트와 흰색 셔츠의 조화는 시에예프의 완고하고

뚜렷한 이념을 의복색에 반영한 초상화로 해석된다.

<그림 29>72)의 초상화는 일명 베르나르라는 이름

으로 불리던 배우로, 브뤼셀의 라 모네 극장의 지배

인이기도 하였다.73) 그의 초상화에 묘사된 풀어헤친

셔츠의 깃과 느슨한 갈색의 크라바트, 풀린 조끼의

단추 등에서 그의 자유스런 태도와 사고를 느낄 수

있다. 이 초상화에는 이례적으로 갈색의 크라바트와

벌어진 셔츠 깃 등 낭만주의 복식의 전조가 나타난

다. 이전의 초상화에는 흰색 이외의 크라바트가 보이

지 않고, 남성용 셔츠의 하이칼라 깃의 끝부분이 서

있는데 반하여 낭만주의 복식으로 전환되면서 칼라

끝이 접히고 화력한 색의 크라바트를 착용한 스타일

로 변화된 점으로 볼 때 이 초상화에 낭만주의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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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74)은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의 두 딸 제

나이드와 샬로트 보나파르트의 초상화인데, 다비드는

두 인물의 의복과 자세를 통해 성격이 각각 달리 나

타나게 제작하였다.75) 좌측의 샬로트는 러프칼라에

긴 소매의 엠파이어 드레스를 착용하고 고개를 약간

기울여 다소곳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제나이드는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배치되었고

의복도 가슴과 팔을 드러낸 드레스를 착용케 하여

그녀의 당당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그

림 31>76)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교계 인물 줄리에트

드 뷔엔뉘브의 전신 초상화인데, 그녀의 성격을 드러

내는 소품의 배치와 의자에 늘어뜨린 숄과 본넷

(bonnet) 등에서 활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인물의 성

격을 짐작할 수 있다. 1820년대가 넘어서면서 의복에

도 낭만주의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초상

화에 묘사된 의복에도 확연히 낭만주의 복식 요소가

나타난다. 약간 낮아진 허리 위치와 스커트의 형태가

A-라인을 이루면서 부풀어 올라 전체적으로 X자형

실루엣을 이루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브뤼셀

에서 다비드가 그린 초상화는 이전과 달리 인물의

성격에 역점을 두고 그린 경우가 많았고77), 말기에는

의복에 낭만주의적 요소가 나타났다. 다비드가 비록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는 하여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복식의 변화는 당시의 사상적 조류와

더불어 여실히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복식 변화에 미친 사상적
조류의 영향

1. 여성복식
다비드의 초기 초상화에 묘사된 여성 복식은 <그

림 3>, <그림 4>에 제시된 것처럼 전형적인 로코코

취향의 복식이었다. 그러나 중기의 초상화에 접어들

어 점차 장식이 사라지고 의복의 실루엣이 단순해지

면서 인체 왜곡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내

적으로는 위생적인 측면이 강조된 계몽주의적 영향

과 외적으로는 그리스·로마의 고전 복식 형태의 영향

을 받은 신고전주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된다. 중기에서도 1784년에 제작된 <그림 8>에

묘사된 복식과 1788년에 제작된 <그림 10>에 묘사된

복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

에 의복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전주의는 1750년부터 1830년까지 대략 80년

동안 전 유럽을 풍미한 예술 양식78)이며 계몽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친 보편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개념이므로 이 두 사조가 겹치는 시점, 특히

18세기 후반에 복식의 내적, 외적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1780년대 후

반의 복식 변화는 상당히 극적인데, 이는 신고전주의

연구의 대가인 데이비드 어윈(David Irwin)이 구분

하고 있는 신고전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1750년부터

1790년까지의 그랜드투어 기간79)이 끝나는 것과 시

점이 일치한다.

어윈이 구분한 1790년 이후부터 1830년까지 신고

전주의 2단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더욱 강

하게 받으면서 신고전주의 양식이 보다 간소하게 변

화되었는데,80) 복식의 변화도 이와 궤적을 같이 한

다. 따라서 1790년대에 접어들어 다비드의 초상화 제

작 후기에 들어서면 완전히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로 변화된 것을 <그림 12>부터 <그림 24>까지의 여

성 초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와 19

세기의 초상화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림 20>의 드 베르냐크 부인의 초상 이전에 제작

된 초상화의 복식은 단순한 실루엣에 장식이 없고,

제 허리선에 넓은 새쉬벨트를 매었으며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인 반면, <그림 20>의 초상화부터는 의복

색이 흰색 혹은 검정색이 대부분이고 허리선이 가슴

바로 아래까지 높아지면서 벨트가 사라졌다. 그리고

긴 소매도 거의 관찰되지 않고 헤어스타일도 보다

그리스풍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793-95년을 기점으로 보다 그리스 복식에 가깝

게 의복이 변화되면서 신고전주의의 전형적인 복식

으로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리 앙투아네

트의 초상화에 나타난 복식변화에 대해 다룬 선행연

구의 결과8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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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년도 여성 복식 변화 남성 복식 변화 사상적 조류

1단계
1766-1783 로코코 복식 스타일 로코코 복식 스타일 계몽주의

1783-1788 초기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로 전환 초기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로 전환 계몽주의, 신고전주의

2단계

1788-1793

초기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장식

없는 단순한 실루엣, 넓은 새쉬 밸

트, 긴소매

초기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장식

없는 단순한 코트와 셔츠, 조끼, 크

라바트

계몽주의, 신고전주의

1793-1795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로 전환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로 전환
신고전주의

3단계
1795-1820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하이웨이스트, 짧은 소매길이, 가

슴이 드러난 넓은 네크라인, 엠파이

어 드레스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편안한 프록코트, 짧은 조끼, 장식

없는 셔츠와 크라바트

신고전주의(앙피르 양식)

1820 이후 낭만주의 복식 스타일로 전환 낭만주의 복식 스타일로 전환 낭만주의

<표 1> 다비드 초상화에 나타난 남·녀 복식 변화와 사상적 조류

말기에는 나폴레옹 제정기에 정착된 앙피르 양식

이 다비드의 회화에 강하게 표현되어 품위와 위엄을

갖춘 제국주의적 요소가 초상화에 반영되었다. 이는

초상화에 묘사된 여성 복식에도 나타났는데, 소재가

얇아서 신체선이 드러나는 슈미즈 드레스 대신 품위

있는 광택 소재의 엠파이어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이

는 <그림 25>, <그림 30>에 잘 나타나 있으며, 1824

년에 제작된 <그림 31>의 복식에는 소매와 스커트가

부풀려진 낭만주의 복식의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1820년대 초반에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이 낭만주

의 복식 스타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여타 문학이나 회화보다 다소 늦게82) 복

식에 낭만주의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성복식
다비드의 초기 초상화에 묘사된 남성복식 역시 여

성복식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로코코 취향의 복식

이었다. 이것은 중기인 1780년대 초까지 지속되다가

<그림 7>이 제작된 1783년을 기점으로 단순화가 시

작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그대로지만 장식이 사라

지고 의복색도 화려하지 않은 색으로 변화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그림 9>, <그림 10>에서도 관찰된다.

이후 후기인 1790년대에 접어들면 여성복의 변화

가 가속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복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조끼의 자수 장식, 셔츠 및 크라바트의 레

이스 장식도 모두 사라지고 프록코트와 테일코트가

등장하는 등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변화된다. 의복색

도 더욱 절제되어 흑과 백의 단순하고 강렬한 조화

로 대체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28>의 초상화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비드의 가장 마지막

남성 초상화인 <그림 29>의 배우 볼프의 초상화에는

이례적으로 갈색의 크라바트가 묘사되고 셔츠의 깃

이 벌어져 있는 등 마치 베토벤의 복식을 연상시키

는 낭만주의 복식의 경향이 나타난다. 여성복식에서

와 마찬가지로 1820년을 전후하여 서서히 남성복식

에 낭만주의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화가의 초상화 작품 속에 묘사된 복식

에 계몽주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영향이 순차적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8세기말과 19세기

초반의 빠른 복식의 변화와 그 변화 요인에 계몽주

의로 인해 눈뜬 이성과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의 사상

적 조류가 근저에 깔려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Ⅴ. 결론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전환기는 계몽주의의 확산

으로 인해 시민의식이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어 이 혁명의 선전 수단으로 신고전주

의가 등장한 시기였다. 신고전주의는 초기에 정치선

전의 목적으로 나폴레옹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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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의 실각 이후에도 1830년까지 예술 양식 전반에

걸쳐 전 유럽을 지배하였고, 1820년 이후에는 점차

낭만주의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따라서 복식사

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짧은 시기동안 세 가지의 사상적 조류를 공유하면서

복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

이다.

연구의 결과 다비드가 활동하였던 1766년부터 1825

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그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었고, 그 근저에 내재

된 사상적 조류도 복식 변화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 단계는 1766년에서 1788년 사이로 로코

코 복식에서 초기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전환된 시기

이다. 1770-80년대의 복식은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X

자형 실루엣, 거대한 헤드드레스 등의 전형적인 로코

코 복식이었으나 점차 남성복식에서부터 장식이 배

제된 단순한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1783년에

서 1788년 사이에 남·녀 복식에 신체를 억압하지 않

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복식이 등장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거대한 헤어스타일도 사라지고 보다 단순하

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여

복식 변화와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근저에는 위생적인 복장의 착용과 남·녀 평

등한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자고 주장하는 계

몽주의의 정신과 함께 프랑스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정치 선전을 목적으로 추켜세웠던 신고전주의 양식

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1788년에서 1795년 사이로 초기

신고전주의 스타일에서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스타일

의 복식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남성

복식에 완전히 장식이 사라지고 프록코트, 테일코트,

짧은 조끼 등 보다 활동적이고 착용이 편한 의복이

등장하며, 여성복식에도 하이웨이스트와 짧은 소매,

넓은 데콜테 등의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

이 등장한다. 특히 1793년에서 1795년 사이에 신고전

주의 복식 스타일이 극에 달하면 이러한 복식 스타

일 등장의 단초를 제공했던 계몽주의 사상에서 벗어

나 겨울에도 얇은 슈미즈 드레스와 숄만을 두르고

외출하는 등 극단적인 신고전주의 복식 스타일이 등

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계몽주의의 조류가

서서히 약해지고 신고전주의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복식에 작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1795년 이후부터 다비드가 사망한

1825년까지로, 나폴레옹이 유행시킨 앙피르 양식이

풍미했던 시기이고 1820년을 전후하여 점차 낭만주

의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위엄과 격식을 부여

하게 되었고, 복식도 신체선이 비치지 않고 광택이

있으며 격식을 갖춘 엠파이어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복식 스타일은 이전 단계의 신고전주의 스타일과 유

사하나 직물이 두꺼워지고 네크라인에 장식이 가해

지는 등 차이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1820년경부터는

소매와 스커트 부분이 부풀려져 X자형 실루엣을 이

루는 낭만주의 복식 스타일의 전조를 보인다. 이 시

기는 신고전주의 양식이 나폴레옹의 영향력으로 앙

피르 양식으로 발전하면서 복식에도 이 영향이 강하

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낭만주의로 그 사상적 조류

가 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 다비드

의 초상화를 통해 18세기 후기 에서 19세기 초기의

프랑스 남·여 복식의 변화를 당시의 사상적 조류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시대정신과 복식과의 밀접한

관계를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이 시기의 모든 초

상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중요

한 복식 연구의 자료로써 초상화, 회화 및 여타 예술

양식과의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복식 연구의 지

평을 넓히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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