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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the fashion and colors of exotic tastes used by Renoir with a view to 

re-evaluating his-attitude towards exotic tastes. The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visual data from Renoir’s 

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noir's exotic tastes 

originated from the material perspective appearing in the fashions and 

accessories of Algeria, Orient, Spain, and Japan. Parisienne Odalisque Lise 

in Harem-style, Jeanne Samari in parisienne fashion holding a Japanese 

fan, and Gabriel in oriental fashion were portrayed as major muses. The 

Algerian style consisted of white, yellow or red veils, thobes, loose pants 

worn in Haik, and burnous. The Oriental-style was composed of harem 

pants, turbans, hair accessories, ornate zouave jackets, and oriental 

ornaments. The Spanish-style showed gay ornaments, fitted red or yellow 

matador costume, red bandannas, black hats, and red dresses, plus 

Spanish guitars. The Japanese-style consisted of kimonos, accessories such 

as fans, and backgrounds with interior articles such as vases, wall picture 

frames, and folding screens. The exotic fashion colors were red, yellow 

and white. Renoir expressed the works with his delicate skills and sense 

of craftsmanship, and he even added creative design portrayals 

sometimes. He selected fashions and accessories of exotic tastes as 

objects and expressed the objects with materials and color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such, he can be regarded as an artist wed to 

who fashions of exotic t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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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르누아르 는 풍경화“ (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보다 인물화를 더 많이 제작한 유일한 인상주의 화가 였다” . 

그가 남긴 유화 작품 중 절반이 여성 인물화로 여성은 르

누아르 예술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영감이었다 그는 . 

근대적인 느낌과 여성적인 매력이 잘 살아있는 작품 이란 “ ”

평처럼 당대 여인의 표현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화려한 

인테리어 장식 고급스러운 의복 꽃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 , 

모델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줄 알았다 또한 . 

때로는 여인의 초상화가 세속적 작품 즉 의뢰된 작품이었‘ ’ 

기에 당대 부르주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Snollaerts, 2016). 

르누아르가 활동했던 세기는 파리 오트 쿠튀르  19 (Haute 

couture 가 시작되었고 세기말의 제국주의 전성기인 벨 에)

포크(Belle poqueÉ 라는 시기로 유럽인들이 전 세계에 영)   

향력을 떨친 시기였기에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당대

의 근대화된 파리의 모습은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였다. 

그중에서도 그가 그린 여성 초상화들은 당대의 패션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우아한 아름다움에는 다른 사람. 

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섬세한 감각이 있고 자상한 필의

가 깃들어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옷을 입은 모습이며 의. , 

상과 장신구의 화려한 효과까지 합쳐서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어 패션을 연구하기에는 좋은 자료가 된다(Jeong, 1997) . 

뿐만 아니라 그가 활동했던 세기 파리의 근대화된 모습19

의 이면에는 식민지 개척과 만국박람회의 열풍 오리엔트 , 

특급 기차 운행으로 다국적 이국취미가 (Orient Express) 

조성될 수 있는 중심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 

변화는 당대 예술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이국취미

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 

주었다 즉 세기 시누아즈리 와 (Lee, 2017). 17 (Chinoiserie)

세기 터키에 대한 열광 이후 세기 북아프리카와 중동18 19

에 대한 유럽인 관점의 오리엔탈리즘 을 주제(Orientalism)

로 한 작품 제작이 유행처럼 번졌고 인상파 화가들의 자포

니슴 에 근거한 작품은 여러 화가들에게 새로운 (Japonism)

돌파구로 여겨질 정도였다 또한 신흥 부르주아들은 이들. 

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거나 작품을 구매하는 소비층으로 등

장하였다.

이와 같은 열풍 속에서 르누아르만큼 당대 대중의 취향  

을 잘 알고 활동을 한 화가는 없었기에 그가 당대 이국취

미를 빗겨갈 수 있었을까 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일본미? . 

술이 세기 유럽 화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19

결과는 물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동안 예

외로 여겨졌던 르누아르에 대해서는 근래에 긍정적인 견해

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분야에서 이국취. 

미의 연구는 오리엔탈리즘 이나 자포니슴 으로 분류되는 ‘ ’ ‘ ’

작품이나 작가에 관한 내용이 보편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작가의 이국취미에 대한 태도나 오브제 선택의 접근방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미술 분야에서 색채연구는 . 

일반적으로 색채기법이나 작가의 색채 특징 작품의 색채, 

도출 및 색채 이미지 분석 등의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에 세기 파리의 국제무대에서 이국취미를 소재로 한 작19

품에 사용된 색채의 소스 및 지역별 시대적 환경과 연계시

킨 색상 도출은 글로벌 환경에 필요한 색채 연구이기도 하

다.

지금까지 르누아르의 국내 연구는 인상주의에 기초를 둔   

연구가 대다수이고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분석이 많

은 편이다 패션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복식분석이 유일한 . 

실정이고 색채연구는 그의 대표기법인 글라(Jeong, 1997) 

시 기법 인상주의 색채감 연구가 있다(Glacis) , (Yang, 2016) . 

해외 연구동향을 보면 일본의 는 Fukai(1994) Japonisme 『

에서 르누아르의 작품에서 일본취미를 부각시in Fashion』

켜야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Naokazu AOKI, Daisuke 

OTANI, Hiroshi ARAI, Yuki MASUDA and Hiroyuki 

는 르누아르의 플레시 컬러의 테크닉에 KOBAYASH(2008)

초점을 맞추었다 르누아르와 알제리 를 주제로 한 전시 . ‘ ’

및 저서에 대한 평 은 (Bailey, 2003; House, 2003)

의 Benjamin and Prochaska (2003) Renoir and Algeri『

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였a』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통해 그가   

이국취미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했던 인물임을 밝히고 그

의 작품에 나타난 패션과 색채를 이국취미의 시대적 환경

과 연계시켜 고찰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그의 작. , 

품 속 이국취미의 소재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밝히고 둘

째 이국취미의 작품을 찾아 지역별로 분석해 보고 셋째, , 

그의 작품 속 뮤즈들을 통해 패션과 색채를 도출해 낸다. 

이로써 르누아르의 이국취미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그

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이국취미의 패션 및 소품들의 지역

별 특징을 살펴보고 당대의 파리패션과 차별화된 이국취미

의 주조색을 밝혀내고자한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에서 오. 

브제로 채택되거나 뮤즈에게 취한 패션을 통해 그의 패션

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로

써 학술적으로는 르누아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이국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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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 및 색채 사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는 이국 문화를 조화시킨 예술가의 이국취미의 지역별 작

품분석을 통해 글로벌 감각의 색채 디자인 및 디자인 영감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나아가 세기. 21 패션 예술교육에서 색채교육 내용의 시 

각을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이국취미와 같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르누아르가 활동했던 세기와 세기 초   19 20

유럽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패션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중, 

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르누아르의 작품 및 그에 관한 기

록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기사 그리고 동, , , 

영상 등의 웹 사이트에서 시각자료를 수집한 연구이다 그. 

리고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

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기에 년 카뉴1960

쉬르메르(Cagnes-sur-Mer 시에서 박물관으로 개조한 르누)

아르 집을 방문하였고 파리 런던 뉴욕 보스(Figure 1, 2) , , , 

턴의 미술관과 오리엔탈리즘 경향의 작품들이 많은 워싱톤 

내셔날 갤러리 에 전시된 작품들(National Gallery of Art)

을 직접 관찰하였다 위키 아트 에서 제공하는 그. (WikiArt)

의 작품은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자포니즘, , , , 

오리엔탈리즘으로 분류되어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1405

중 알제리 스페인 오달리스크 하렘 오리엔탈 코스튬 터, , , , , 

번 만다린 동양풍 부채 및 우산 등의 이국취미를 모티브, , 

로 한 작품 점을 추출하여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46 . 

초상화 점 중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당시 파리패션을 477

보여주는 작품들의 주조색을 고찰하였다.

Figure� 1.� � � � � � � � � � � � � � � � � � Figure� 2.
Renoir’s� House� &� Garden� in� Cagnes-sur-Mer,� 2015

(researcher’s photography)

이론적�배경 르누아르�인물의�특징� 및�작품세계.� :�Ⅱ

르누아르에�대한�평가�및� 이국취미�1.�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스타일을 주조로 한 화가로 삶에 대

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여 대중

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가 이국취미의 소재를 대상

으로 한 작품들을 제작한 것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알렉산더 아우프 데어 에. 

이데 는 르누아르의 작품은 (Alexander auf der Heyde) “……

활짝 핀 꽃 무르익은 과일 같은 단순한 것들을 이용하여 ,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발전했다 고 언급했고, , .” , 르누아르의 

편지에서는 훌륭한 장인으로서의 작업 충실한 회화의 “ ”, “

제작 과 같은 말이 자주 반복된다” . 또한 비평가 카를로 루

도비코 라기안티(Carlo Ludovico Ragghianti 는 르누아르)

의 예술 세계에는 이지적인 요소가 없다 고 보았다“ ” (Heyde 

& Valva, 2005/2009, pp.8-9). 기욤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는 르누아르는 계속 위대하게 커“

가고 있다 항상 최근 작품이 가장 아름답다 또한 가장 젊. . 

기도 하다 고 평했다 년.” (Distel, 1995/1997, p. 121). 1913

에는 베른하임 죈 (Bernheim-Jeune 미술관에서 르누아르의 )

작품을 총망라한 최초의 카탈로그에서 미르보(Octave 

Mirbeau)가 쓴 서문에도 기쁨에 찬 수업 이라고 르누아르“ ”

의 삶과 작품을 표현했을 뿐이다(Heyde & Valva, 

이와 같이 어느 부분도 오리엔탈리즘 자포니2005/2009). , 

즘을 비롯하여 이국취미와 관계 지을 만한 단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이 살던 시대의 매력을 잘 알. 

고 있는 예술가도 없었기에 세기의 유럽화단의 환경을 19

고려해보면 그가 대유행의 오리엔탈리즘이나 자포니즘을 

비껴가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모네. 

드가 피사로(Claude Monet), (Edgar Degas), (Camille 

에 대해서는 일본미술의 영향에 대해 널리 알려졌Pissarro)

지만 르누아르에 대해서는 근래에는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

고 있다(Fukai, 2004). 

인상주의자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르누아르  

는 

우리는 우리민족의 것이 아닌 걸 착복해서는 안되“

네……진정한 개성을 갖지 못한 사생아 같은 예술밖

에 생산하지 못하게 되네. ……어떤 비평가들은 내가 

프랑스 화파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

네 내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이네 나는 내 나라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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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야하네.”(Heyde & Valva, 2005/2009, p. 303) 

라고 화상 볼라르에게 대답한 기록이 전해진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동양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릴 수 있  

는 유일한 인상주의 화가로 년과 년 북 아프리카1881 1882

의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의 여행에 대해서는 거의 집필

된 적이 없었지만 스털링 및 프랑스 클라크 미술관이 주최

하는 전시회와 함께 책이 출판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 

돌 사원의 이국적인 광경 카스바의 축제에서 군중들 식물, , 

원의 장관등과 같은 여개가 넘는 놀라운 작품들을 제작20

했고 그의 알제리 작품은 일관성을 지녔다고 서술되어 있

다 르누아르는 종종 그. (Benjamin & Prochaska, 2003). 

가 관찰할 수 있었던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문화를 소재로 

여러 작품을 그렸다(Crepaldi, 2006/2009). 

이와 같이 르누아르의 이국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 활동  

에 대해서는 엇갈린 자료들이 남아 있지만 춤추는 에스메<

랄다 로 살롱에 입선한> 년부터 극심한 류마치스 관절 1863

염 때문에 붓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년 죽음을 1919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작품제작에 몰두하여 오천 여점이라

는 다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이 풍속화로 여겨

질 정도로 당대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에 다각도로 검토

와 평가는 필요하다.

르누아르의�생애와�모습2.�

르누아르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즐길 정도로 음악에 관심

이 많았고 어린 시절 작곡가 샤를 구노(Charles-Fran ois ç
Gounod 가 전문 성악가가 될 것을 권할 정도로 음악적 재)

능을 갖고 있었지만 리모주 전통 예술인 도자기에 그림을 , 

그리는 화공이 되었다 년 탕플 가에 있는 레비의 도. 1854

자기 공방에 견습 화공으로 들어갔지만 년 레비의 공1858

방이 파산하자 이곳에서 나와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도피

네 거리에 있는 한 카페를 장식했다 년 그는 조각가 . 1854

칼루에트가 운영하는 데생 장식예술 학교의 야간과정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회화에 입

문했다 그는 년에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작. 1874

품에 대한 인정을 받아 성공가두에 들어섰고 같은 해에 , 

런던에서 처음으로 수상했다 년 르누아르는 세계 여. 1881

행을 시작했고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이탈, 

리아로 갔고 훗날 알제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 

그는 예술가 보다는 회화 장인 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  ‘ ’

다고 한다 명성에 좌우되지 않고 성실하며 높은 자부심을 . 

가지고 일하는 장인들을 존경했으며 그 자신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우수한 장인 이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졌

다 장인들의 모습에서 일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를 발견했다 하루라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 

그는 말년에 회상했다 년 월에 그는 (Sawachi, 2006). 1903 3

카뉴쉬르메르로 이사했으며 우체국 건물 이라고 불렸던 집‘ ’

에서 작고할 때까지 살았다 그해 말 그의 서명을 흉내 낸 . 

가짜 파스텔화가 파리에서 전시된 사건은 르누아르가 대중

적으로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Crepaldi, 

2006/2009). 

휠체어를 타고 수척해진 그는 년 레종 도뇌르 훈장  1919

을 받기위해 루브르 미술관에 나타났던 모습을 대중이 기

억한다 아들 장 르누아르. (Jean Renoir 는 나의 아버지는 )

아랍 노인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대개 목깃이 달린 말쑥한 

상의와 길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물방울무늬가 있. 

는 네이비블루의 라발리에르 넥타이는 플란넬 셔츠의 목깃 

둘레에 정성스레 매여 있었다(Figure 3). 

……야외에서는 화이트 린넨 모자로 햇빛을 가렸다. 

집 안에서는 세기 초에 새로운 고안품을 파는 상점20

에서 운전사 모자와 비슷한 귀덮개가 달린 천 모자‘ ’ 

를 애용했다 아버지는 우리 시대사람 같지 않고 이. 

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수도사를 떠올리게 했다

(Heyde, 2005/2009, p.211-212). 

이처럼 그는 음악적 재능을 갖은 도공에서 화가로 말년  , 

에는 우체국 건물의 르네상스 수도사처럼 보였지만 그를 

대표하는 의상과 모자가 기억될 정도로 패션은 그와 연관

이 있다.

Figure� 3.� Self-Portrait,� 1899�
(www.wiki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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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작품의�색채�3.�

알버트 앙드레 는 르느아르가 팔레트에 사용(Albert Andr )é
한 색상은 피이취 블랙 매더 레이크(Peach Black), 

레드 오커 코발트 블루(Madder Lake), (Red Ocher), 

비리디안 그린 어스(Cobalt Blue), (Viridian), (Green 

네이플스 옐로 옐로 오커Earth), (Naples Yellow), (Yellow 

로우 시엔나 아이보리 블랙Ocher), (Row Sienna), (Ivory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Black) (Art notebook, 1979). 

는 그를 색채의 마술사 로Heyde(2005/2009) ‘ ’ , Jacqueline 

는 영원한 여름의 화가 라고 비유한 것은 Loumaye(1996) ‘ ’

그의 색채의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그의 작품은 벽을 장식할 수 있도록 밝게 그려졌기에 

대중에게 사랑받았고 노년에는 지병인 류마티즘에도 자신

의 고통을 외면하고 색채들은 밝고 빛났다.

그는 샤를 글레르 의 아틀리에에 다니면  (Charles Gleyre)

서 바지유 와 모네(Jean Fr d ric Bazille) (Oscar-Claude é é
시슬리 를 만나 외광회화를 실험했Monet), (Alfred Sisley)

고 인상주의 전시회에 네 차례 참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 

주로 풍경화를 그렸지만 점차 인물을 그리는데 관심을 갖

게 되었고 년대 말에는 가장 인기 있는 초상화가가 1870

되었다 년 르누아르는 진주 (Engelmann, 2007/2008). 1888 ‘

모빛 표현이라고 일컬어지는 표현 방식을 통해 그는 작품’ 

에 유연성과 따뜻한 색감을 실현시켰다 그의 색채효과는 . 

세기 부셰18 (Fran oisç  Boucher 와 와토) (Jean-Antoine 

Watteau 처럼 화려하고 감미로우며 신비스러운 효과를 나)

타냈다.

르누아르는 여인들과 함께 장미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레드가 주가 되었고 아이들의 피부와 과일을 그릴 때에도 

레드를 사용했다 여인의 신체나 의상 위로 비친 빛을 표. 

현하기 위해 난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고 여인의 피부

도 장밋빛 색조에서부터 짙은 레드에 이르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오랑주리 뮤지엄. (Mus e de l'Orangerieé 에 전시된 )

작품 딸기 는 싱싱함과 레드의 강렬함으로 르누아< , 1905>

르의 정물을 대표하는 작품임을 느끼게 해 준다(Figure 4).

사랑을 상징하는 레드는 그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색조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Durand-Ruel, 2016). 마티스 같은 

화가들이 당시 많은 젊은 화가들에게 새로운 순례지가 되, 

어 있던 카뉴쉬르메르의 르누아르를 방문하면서 상기했던 

것은 그의 부드러운 화풍과 장밋빛 색조였다 그리고 그 . 

자신은 나는 레드 색이 울려 퍼지기를 종처럼 울려 “ , ……

퍼지기를 바란다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얻을 . , 

때까지 레드와 다른 색을 좀 더 추가하지”(Heyde & 

라고 할 정도로 레드의 매력에 Valva, 2005/2009, p. 198)

심취했다. 이와 같이 르누아르는 여인의 살결을 표현한 색

채와 장미를 표현한 레드는 말년의 그를 더욱 색채에 몰두

하게 하였고 감미로우면서도 밝고 빛나는 색채와 행복한 

결합을 이루어내어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르누아르의�뮤즈들과�이국취미4.�

르누아르의 작품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

였기에 작품 속 뮤즈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관심은 높다. 

그의 그림들을 통해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의 표상이 되었

던 코메디 프랑세즈의 배우 앙리오(Jane Henriot 는)  르노

아르를 위해 자주 포즈를 취해 주었다 비블리오테크 샤르. 

팡티에 출판사의 소유주 부인인 마르게리트 샤르팡티에

(Margu rite-Louise Charpentieré 는 르누아르에게 프라고)

나르(Jean-Honor Fragonard)é 가 그린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샤투 섬에 있는 식당 주인의 딸인 알폰신 . 

푸르네즈(Alphonsine Fournaise 는 차분하고 태평스러운 )

모습의 소녀로 작품 속에 등장하였다 빛을 발산시키는 피. 

부를 갖고 있었다고 기억되는 몽마르트 출신의 모델 마르

고(Margot), 말년의 작품에 등장한 레드 머리카락의 앙드

레 외쉴링(Andr e Madeleine Heuschlingé ), 그리고 아내가 

된 알린 샤리고(Aline Charigot 와 같은 여인들도 있었다) . 

그는 자신의 삶과 무관한 사람들이나 사물은 그리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기 작품들에서 그가 그린 많은 .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거나 친구들이다 그가 모델과 갖는 . 

친밀함 즉 신뢰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돈을 받고 자세를 , 

취하는 익명의 모델들이 대신해줄 수 없는 것 이었다

(Heyde & Valva, 2005/2009). 

르누아르의 주요 뮤즈들을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의 특징  

과 이국취미의 패션 및 소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에 르누아르가 가장 좋아했1866 1872

던 뮤즈인 리즈 트레오(Lise Tr hoté 는 그의 초기 작품에 )

많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발랄하고 청. 

순한 소녀의 얼굴이나 우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 집시의 여인으로도 그려지고 나체의 매혹적인 여인으. , 

로 오리엔탈 여인의 모습으로도 등장하였다 투명한 소매, . 

가 그녀의 통통한 팔을 드러낸 양산을 든 리즈 는 < > 1868

년 살롱전에서 그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이후 그녀는 . 

당시 유행하던 오리엔탈풍의 그림 알제리의 여인<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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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ill� Life� with� Strawberries,� c.1905
(www.musee-orangerie.fr)

Figure� 5.� Odalisque� (An� Algerian�Woman),� 1870
(www.wikiart.org)

Figure� 6.� Jeanne� Samary� in� a� Low-Necked� Dress,� 1877
(www.wikiart.org)

Figure� 7.� Dancer� with� Tambourne,� 1909
(www.wikiart.org)

에서 들라크루아의 알제리의 여인 에 비유되었다 워싱톤 < > . 

내셔날 갤러리 에 전시된 이 작품(National Gallery of Art)

은 대작으로 전체적으로 깊고 어두운 톤이지만 화려함과 

섬세할 정도의 문양과 재질감으로 이루어진 이국적인 배경

과 의상으로 그녀의 모습은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Figure 

또한 파리 여인의 특징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프랑스5). “

의 딸 이라는 찬사를 받은 알제” (Feist, 2000/2005, p. 18) <

리풍의 옷을 입은 파리 여인 에서 그녀는 고혹, 1871-72>

적이면서도 유혹하는 자세로 관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몽마르트르에 있는 하렘의 내부 는 그녀가 모델이 < , 1872>

되었던 거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으. 

로 인해 대중들은 그녀가 르누아르의 대표 뮤즈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작은 반점들의 옐로와 블루가 번갈아가며 병치되어 색  , 

과 빛이 진동하는 듯이 보이는 그네 의 모델은 잔 < , 1876>

사마리(L onie Paulineé  Jeanne Samary 이다 어린 나이에 ) . 

배우가 되어 프랑스 연극계의 버릇없는 아이‘ (enfant 

g t eâ é 였지만 그녀의 인기는 당대 최고 여배우 사라 베른)'

하르트(Sarah Bernhardt 에 겨룰 정도였다 작품 속에서 그) . 

녀는 남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밀 졸라( mile douard Charles Antoine ZolaÉ É 의 작품)

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년 살롱전에 전시된 잔 사마. 1879 <

리의 초상 은 뮤즈의 감미롭고 꿈꾸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

몽상 으로도 알려졌고 그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 > “

사마리의 얼굴 완전한 금발머리와 미소이다 라고 할 정도, .”

로 뮤즈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매우 쾌(Figure 6). 

활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발랄하면서도 지적 매력이 넘치, 

는 미인이었다고 한다 이에 매혹된 르누아르는 그녀의 전. 

신상도 그렸다 꽃다발이 있는 정물 에(Kim, 1989). < , 1871>

서 일본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긴 했지만 그녀의 

환한 얼굴과 배경의 함빡 피어난 꽃들로 인해 강한 이국취

미를 보여주진 못했다. 

둘째 아들 장이 태어나면서 아내 알린을 도와주기 위해   

집에 들인 가브리엘 르나르(Gabrielle Renard 는 블랙 눈의 )

매력적인 브라운 머리카락을 지닌 세 소녀였다 그녀는 16 . 

이후 여 년 동안 르누아르의 작품의 모델이 되었고 그가 20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되었다 특히 년과 년경 . 1907 1910

사이에 일련의 작품들에 등장했다 장미꽃을 꽂은 가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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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처럼 장미는 그녀의 몸과 창백한 피부의 관능성, 1910>

을 강조하여 가브리엘의 젊음을 상징했다 신화를 소재로 . 

하는 작품에서 프리지아 모자를 쓰고 등장하기도 했다 성. 

품이 온화하고 음악과 춤을 좋아했던 그는 모델의 조화로

운 움직임을 적절하게 포착해냈다 년 여름 그는 가브. 1909

리엘에게 탬버린을 든 무용수의 포즈를 취하게 했다(Figure 

이 그림은 파리의 미술품 수집가 모리느 가냐의 집 식7). 

당 벽을 장식했지만 현재 런던 내셔날 (Feist, 2000/2005) 

갤러리에서는 캐스터네츠를 들고 있는 무용수 와 < , 1909>

나란히 전시되어있다 세기 근대화된 모습의 전시작품들 . 20

속에서 오리엔탈 의상을 착용한 실물보다 큰 크기의 작품

은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음악적 취미를 갖고 있었던 . 

르누아르였기에 작품 제작 당시 악기도 들게 했던 게 분명

하다 이와 같이 르누아르의 뮤즈들은 시기마다 다른 특징. 

을 보일 정도로 그에게 작품의 영감을 주는 중요한 존재였

을 뿐만 아니라 이국취미도 다르게 표현되었다. 

르누아르의�작품에�나타난�패션과�색상.�Ⅲ

르누아르와�패션1.�

세기 후반 패션 소비가 차츰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근대19

화된 공간에서 여인상은 대체로 시대적 배경의 사물들과 

함께 여인이 입고 있는 화려한 의복과 장식적 소품에 초점

을 맞춘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 

면 그가 일생동안 여성의 세계에 매혹되었던 것으로 보이

기에 그의 작품을 통해 당시의 패션을 보는 것을 즐겁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의뢰했던 당대 부르주아의 

취향에 의해서 이국적인 패션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특. 

히 여성의 초상화와 당대 풍속화에 가까운 그의 작품 속 

Figure� 8.� Women�with� Guitar� 1896-1897
(www.wikiart.org)

Figure� 9.� The� Box,� 1874
(www.wikiart.org)

패션과 소품 등은 세밀하게 묘사되어있어 많은 정보를 제

공한다. 

년과 년 사이 그가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1890 1900

중 하나는 바로 현대식 패션을 한 초상화였다 그 중에서. 

도 특히 화려한 모자로 멋을 낸 소녀와 아가씨의 상반신이

나 전신을 즐겨 그렸다 그가.  화상 폴 뒤랑 뤼엘- (Paul 

Durant-Ruel 을 통해 단골 고객들을 여럿이나 확보할 수 )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 덕분이었다

한 예로 부지발의 춤 의 모델을 (Snollaerts, 2016). < , 1883>

섰던 쉬잔(Suzanne 은 르누아르의 모자에 대한 애착과 그) , 

가 자신과 함께 의상실에 가서 모델이 착용할 옷을 신중히 

골랐다고 회상했다 반면 그의 작품 기타를 치는 여인. < , 

에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의상을 지나치게 고집1896-1897>

하는 그의 기질이 잘 드러나고 있다 는 (Distel, 1995/1997)

평도 있다(Figure 8).

현대를 그린 가장 행복한 그림 인 특별관람석  “ ” < , 1874> 

은 직물 디테일 그리고 인물들을 비물질적으로 (Figure 9) , , 

표현한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패션(Heyde, 2005/2009). 

을 묘사할 때 직물의 다양한 재질감과 드레이프 표현에 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틴과 같은 매끄러움과 광택 쉬폰과. , 

도 같은 얇고 비치는 소재의 표현은 물론 자연스럽게 늘어

지면서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드레이프성은 디자인의 일부

로 때로는 모델의 포즈에 의해 의상 전체 또는 디테일로 

작용하고 있다 좁은 주름이 레이어를 이룰 수 있을 정도. 

의 빳빳함 프릴 등과 같이 다양한 디테일의 표현에도 능, 

숙했다 섬세한 레이스로 네크라인 소매단 장갑 그리고 . , , 

모자 끝단을 처리하였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리본으로 

헤드밴드 머리 모자 칼라 넥밴드 넥 스카프는 물론 장, , , , , 

갑 양산 등을 장식하였다, . 특히 이와 같은 장식들이 아주 

섬세한 색조로 표현되었기에 그의 작품 속 디테일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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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인다. 패션 소품으로는 모자 두건 리본 코사쥬, , , , 

넥밴드 스카프 장갑 넥타이와 같은 아이템들이 많이 등, , , 

장하였다 모자의 형태도 밀짚모자 두건 보넷 프리지아 . , , , 

등으로 다양했고 꽃으로 만들어진 크라운도 있었다 장미. 

를 유독 좋아한 그였기에 다양한 모양의 코사지도 묘사되

었다 그는 형형색색의 꽃과 레이스 리본 장식을 그리며 . , 

즐거워했지만 그의 화상인 폴 뒤랑 뤼엘은 지나치게 개성, -

이 두드러지고 복잡한 디테일의 모자를 그리면 작품 판매

에 누가 되진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 모자의 유행은 너. 

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르(Snollaerts, 2016). 

누아르는 오브제로 패션을 선택하거나 뮤즈에게 착용하게 

할 때 까다롭고 신중하였으며 작품 제작에서는 의상은 물

론 디테일까지도 장인정신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창의적인 묘사를 곁들이기도 하였다.

르누아르의�레드와�옐로�패션2.�

르누아르는 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폼페이에 있는 고1881

대 로마 벽화의 풍부한 색채에 매료되었다 폼페이 레드라. 

고 불리는 약간의 옐로를 포함하는 레드였다 이 벽화에는 . 

여러 가지 다양한 안료가 사용되지 않아 색 종류의 폭은 

상당히 좁았다 이처럼 적은 색 종류로 풍부한 색조를 나. 

타내고 있음에 놀란 그는 레드에 심취하였고 그의 말년에 

회화의 주조색으로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누드화 장미. , 

꽃 복숭아 등을 그릴 때 주조색으로 잘 활용되었다, . 패션

에서도 르누아르의 여성미의 상징인 장미는 레드 톤으로 

그림에 자주 등장했다. 자신이 살던 시대의 매력과 삶의 

기쁨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중 하나인 부지발의 춤< , 

에서도 의상과 모자가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다1883>

Figure� 10.� Dance� at� Bougival� (part)1883
(www.wikiart.org)

Figure� 11.�Marie� Therese� Durand� Rruel� Sewing,� 1882
(www.wikiart.org)

(Figure 10) 여자는 얼굴을 둘러싼 레드 모자와 브라운 앞. 

머리로 인해 더욱 젊게 느껴진다(Heyde & Valva, 

2005/2009). 현재 보스톤 뮤지엄 (Museum of Fine Art in 

에 전시된 이작품은 당대의 흥겨운 무도회의 분위Boston)

기가 잘 전달되고 있고 실물보다 큰 크기의 그림 덕에 의

상의 디테일과 움직임도 살아있는 듯 보인다 바느질 하. <

는 마리 테레즈 뒤랑 뤼엔 의 모자- - , 1882> (Figure 11)와 

테라스에서 에서 다를로가 쓰고 있는 모자도 레드< , 1881>

이다 편지 의 두 여인도 레드 드레스와 옐. < , 1895-1900>

로 모자에 레드 꽃 장식을 하고 있다. 데데의 아름다운 레‘

드헤어 는 르누아르의 마지막 작품들을 그리게 할 만큼 충’

분히 자극적이었다고 한다 레드를 고집한 그는 이 작품에. 

서 꽃으로 장식된 모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모자의 색상은 마치 미묘한 변화가 풍부한 핑크색조 전체

와 통하는 듯 보인다(Snollaerts, 2016).

시슬리 커플의 초상화 에서 레드와 옐로 줄무늬  < , 1863>

와 드레이프가 충분히 잡힌 로브아라 폴로네이즈 위에 착

용한 레드 주아브 재켓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Figure 12). <

의 가슴 은 옐로 드레스 란 작품명으로도 알려, c. 1883> < >

질 정도로 옐로 의상에 네크라인 커프스 리본 코사지는 , , , 

레드로 꾸며졌다(Figure 13). 밀짚모자를 쓴 소녀< , 1884>

의 모자는 옐로가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Figure 

14) 이 작품은 그가 색채의 마술사 였다는 점을 잘 부각. ‘ ’

시켜준다.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게 하는 난색조와 한색조

의 미묘한 농도변화 그리고 넓게 퍼지는 빛과 투명한 그림

자에 의해 이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Heyde & Valva, 

2005/2009). 배 위의 점심 에서 알린 샤리고가 레 < 1881>

드 꽃장식이 달린 옐로 모자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 

에서 장미와 태양의 레드와 옐로가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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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누아르의�파리지엔�블루패션3.�

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화학과 기술의 진보 덕분에 염료19

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자연염료. 

보다 더 오래가는 모브 년 이후 와 알리자린레드(1856 ) (1868

년 이후 같은 합성염료가 시장에 넘쳐났다 섬유와 의복은 ) . 

더욱 화려해지고 대량생산 되면서 더 싸지고 결과적으로 ,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Grimme, 

이와 같은 합성염료2007/2010).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패 

션에서 색채의 혁명은 르누아르에게 파리의 여인< , 1874>

이란 작품을 제작하게 했다(Figure 15) 두 가지 톤의 블루. 

를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여성들이 꿈꾸던 패션의 모습이

었다 이국취미의 패션이 아닌 엉덩이를 강조해 뒤를 부풀. 

린 버슬 스타일로 풍부한 드레이프와 주름으로 블루의 양

과 색감을 더욱 풍부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톤의 변화로 블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또한 . 

작품의 모델이 배우 앙리오 이었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가 한때 인상주의에 몰두하였을 때 가까이 지낸 모네의 

Figure� 12.� Portrait� of� the� Couple� Sisley,� 1868
(www.wikiart.org)

Figure� 13.� Yellow� Dress,� 1883
(www.wikiart.org)

Figure� 14.� Girl� with� a� Straw� Hat,� 1884
(www.wikiart.org)�

Figure� 15.� The� Blue� Lady,� 1874
(www.wikiart.org)

Figure� 16.� Sleeping� Girl� with� a� Cat,� 1880
(www.wikiart.org)

Figure� 17.� Girl� with� a�Watering� Can.� 1876
(www.wikiart.org)

부인을 그린 일련의 작품에서도 빛과 색채 효과로 밝고 아

름다운 무늬가 그려진 블루 의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리 사교계로 모습을 드러낸 첫 외출 에서 소녀가 < , 1876>

착용한 데뷔의상도 블루이다 도시 서민층의 여인을 묘사. 

한 고양이와 잠든 여인 에서 스커트는 물론 모자< , 1880> , 

신발 고양이 털 그리고 배경이 모두 블루이다, , (Figure 16). 

줄넘기를 하는 소녀 와< , 1876> 르클레르 집안의 딸을 그린  

물뿌리개를 든 소녀< , 1876>처럼 어린이 의상을 묘사한 작

품들에서도 블루는 많이 보여지고 있다(Figure 17). 와르<

주몽 아이들의 오후 에서도 세일러복과 체크무늬 스, 1884>

커트의 의상은 물론 소파까지도 온통 블루이다. 이와 같은 

부르주아의 가정과 인물들을 묘사한 귀부인과 배우는 물론 

평범한 도시 노동자와 어린아이들 의상에서도 블루가 사용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파리의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표현. 

한 우산 의 주요색은 은회색이 도는 라벤더색< , 1881-85>

인데 이 색채의 좁은 범위 안에 색다른 다양함이 담겨 있, 

다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Heyde & Valva, 2005/2009). , 

이 풋내기 처녀부터 바람둥이 부인네 까지 파리의 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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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세 단계 과정 을 묘사했다는 ’

평은 당대인들이 그의 작품을 풍속화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대 여인의 일상을 담(Distel, 1995/1997). 

고 여인의 묘사에도 능숙했기에 이와 같은 평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작품 속에 묘사된 패션과 색채 역시 

당시 파리지엔의 모던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르누아르의�작품�속� 이국취미의�패션에�나타난�특징.�Ⅳ

알제리의�태양�빛과� 패션1.�

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한 이후 프랑스 식민지 정1830

책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이슬람권 동방의 풍속과 풍광은 

프랑스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

었다 년 월 르누아르는 일찍이 들라크루아의 마음을 . 1880 3

사로잡았던 알제리로 향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작품 . 

속에서 느꼈던 이국취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알제리의 자. 

연 환경에 감동을 받은 그는 현장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알

제리의 무성한 자연과 지중해의 남다른 빛깔을 찬미했다

선인장과 알로에를 섞어놓은 듯(Mathieu & Kim, 2014). 

한 식물들 터질 듯한 레드와 오렌지 선명하게 짙은 그린, , , 

짙고 어두운 네이비를 배경으로 알제리의 풍경을 묘사하였

다 들떠 있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여 건지 섬의 안. , 

개 자욱한 일광을 즐긴다거나 알제리의 장밋빛 대기에 젖

어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차에 뛰어 오르곤 했다는 것

은 그의 알제리에 대한 향수를 대변해 주는 에피소드이다. 

알제리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알제리의 정원 과 < , 1882>

알제리의 모스크 가 있고 알제리의 계< , 1882>(Figure 18) <

Figure� 18.�
Mosque� in� Algiers,� 1882

(www.wikiart.org)

Figure� 19.�
Madame� Stora� in� Algerian� Dress,� 1870

(www.wikiart.org)

Figure� 20.�
Girl� with� Falcon,� 1882

(www.wikiart.org)

단 년경 처럼 햇빛이 직접 내리쬐는 장면에서는 그 , 1882 >

곳의 색채들이 햇빛으로 인해 바래져 있는데 그는 이러한 , 

햇빛과 그늘진 부분들의 빛이 이루는 대비를 즐기고 있다. 

알제리의 태양과 그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감동받은 그는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빛과 색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여행 중에 개발했던 심화된 형태 개념과 결합시키는 걸작

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Pach, 1983/1991).

알제리 패션 관련 작품으로는 알제리 의상을 입은 스토  <

라 부인 은 당시 파리 이탈리엔 대로, 1870> (boulevard des 

Italiens 에서 아라비아의 골동품과 같은 고미술품 상점의 )

부인을 그린 것이기에 당시 파리에 소개된 화려하고 고급

스러운 알제리 패션이라고 볼 수 있다(Figure 19). 매를 <

든 소녀 에서도 어린 소녀가 두건을 늘어뜨리고 헐, 1880>

렁한 상의에 허리를 두른 알제리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

습도 볼 수 있다(Figure 20) 놀랄 만큼 섬세한 붓끝으로 . 

우아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나가는 수법과 전체를 

하나의 색조 속에 융합시키는 묘사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하

였다 이는 매우 세밀한 기법으로서 비단 얼굴만이 아니라 . , 

옷이라든가 또는 주변사물을 그릴 때에도 미묘한 질감을 

보인다(Kim, 1989). 앉아있는 모습의 알제리 소녀< , 1881>

는 화이트 바지에 그린 스커트와 오렌지 재킷에 두건을 두

르고 있다(Figure 21).

르누아르는 알제리에서 나는 화이트를 발견했지 브루  “ . 

노스 벽 회교사원의 뾰족 탑 길 이 모든 것이 화이트야, , , ”

라고 아들에게 말했듯 강력한 화이트 점으로 색칠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알제리 여인 에(House, 2003). < , 1882>

서는 온통 화이트 직물로 몸과 머리를 감싸고 있고(Figure 

22), 서있는 모습의 알제리 소녀 도 화이트 의상과< ,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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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lgerian� Girl,� 1881
(www.wikiart.org)

Figure� 22.� Algerian�Woman� and� Baby,� 1882
(www.fineartamerica.com)

Figure� 23.� Algerian�Woman� Seated,� 1882
(www.wikiart.org)

레드 밴드로 머리를 두르고 있고 가부좌로 안아있는 작, <

은 알제리 소녀 에서는 블루 빛이 감도는 화이트 , c. 1881>

의상에 레드 밴드를 머리에 두루고 있다 앉아있는 알제. <

리여성 에서도 화이트는 반사되어 여러 색으로 비친, 1882>

다 훨씬 후기에 제작된 알제리 여인의 차림을 (Figure 23). <

한 가브리엘 의 의상도 화이트이다 뿐만아니라 알, 1905> . <

제리 여성 과 알제리 여성 에서는 히잡처럼 , 1881> < , 1883>

얼굴주위를 감싸고 있는 옐로 또는 오렌지의 베일로 주위

에 꽃 보석 줄 목걸이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 , . 

알제리 패션은 토브와 유사한 튜닉형 드레스 알제리 전통 , 

여성복인 하이크 속에 착용했던 넉넉한 형태의 바지(haik) , 

어깨와 가슴에 장식을 한 의상이지만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진동하는 색채들로 가득하다 즉 전반적. , 

으로 화이트를 주조색으로 옐로 오렌지 그린 블루로 빛, , , 

나는 색채를 보여주었다.

오달리스크를�통한�오리엔탈�패션2.�

세기 전반기에 들라크루아19 (Eug ne Delacroix), è 앵그르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장레옹 제롬), 

(Jean-L on G r mé é ô 은 오리엔트의 매력을 작품에 담았다) . 

그 중에서도 하렘의 오달리스크는 단골 소재였다 르누아. 

르 역시 오달리스크 주제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리즈 트레. 

오가 화려한 색채와 문양의 하램팬츠와 타슬이 달린 주아

브 재킷 블루 줄무늬의 제천 벨트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 

착용하고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모습의 알제리의 여인< , 

은 작품명이 오달리스크 로 불리운다 블1870> < > (Figure 5). 

랙머리 장식의 술 강렬한 레드 입술 배경 및 의상의 다양, , 

한 색채를 통해서 오리엔탈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 작

품은 들라크루아의 알제리 여인들 에서 현저한 영 < , 1834>

향을 받아 미묘한 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혹. 

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파리여인이 오리엔탈 의상을 입고 

있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하렘의 내부< , 1872>(Figure 24)

와 호피무늬와 레드 두건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오달리스<

크 도 있다 잠자는 오달리스크 는 그, 1895> . < , 1915-1917>

리스 로마 고전 미술의 전통을 연구하며 그린 작품으로 코

레조(Antonio da Correggio 의 작품 안티오페의 꿈 을 ) < >

참조했다 몸통 가슴 다리를 노출하(Crepaldi, 2006/2009). , , 

거나 유혹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오달리스크의 모습으로 얇

은 소재의 반투명 의상이거나 화려한 무늬로 된 의상을 걸

치고 있다 대조되는 색의 직물로 된 벨트도 두르고 있다. . 

목걸이 귀걸이 팔지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와 머리장식 , , , 

그리고 화려한 장식의 슬리퍼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 

리엔탈 취미는 하렘을 상상한 오달리스크를 묘사하기 위해 

하렘스타일 바지와 드레이프 성이 좋은 얇은 소재의 의상, , 

터번 머리장식 자수와 장식이 많은 주아브 재킷 넓은 새, , , 

시 벨트 등으로 묘사되었고 양탄자를 비롯하여 오리엔탈 

소품들로 꾸며졌다.

오달리스크 주제는 말년까지 지속될 정도로 르누아르의   

이국취미를 대표하였기에 후기에 보여진 오리엔탈 패션은  

보석을 지닌 가브리엘 장미꽃을 꽂은 가브리엘< 1910>, < , 

그리고 거울 앞에 오리엔탈 의상을 입고 있는 가1911>, <

브리엘 과 같은 작품에서 , 1910> 가브리엘이 오리엔탈 패

션을 착용하고 있다 파리의 오르세 뮤지엄(Figure 25, 26). 

(Mus e d'Orsayé 에 전시된 가브리엘의 의상은 드레이프가 )

잡힌 튜닉 드레스를 입은 듯 정확한 형태보다는 진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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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he� Harem,� 1872
(www.wikiart.org)

Figure� 25.�
Gabrielle� with� a� Rose,� 1911

(www.wikiart.org)�

Figure� 26.� Young�Woman� Seated� in� an�
Oriental� Costume,� 1905

(www.wikiart.org)

색들의 붓 터치로 묘사되었다 색채는 주로 화이트로 비치. 

는 듯한 직물에 골드 그레이가 섞어있고 때로는 레드와 , 

핑크 화이트의 그라데이션 색조와 영롱한 무지개의 난색 , 

계열도 보여진다 대체적으로 앞을 풀어놓아 가슴이 보이. 

기도 하고 때로는 레드 또는 블루 직물로 허리에 벨트를 

묶거나 머리에 꽃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 

의 오리엔탈 패션에서는 화이트가 주류가 되어 빛과 색으

로 직물의 재질감이 잘 표현 되었고 레드로 장식된 경우가 

많았다.

스페인�레드와�골드� 패션3.�

스페인은 프랑스 시각으로는 피레네 산맥 너머의 아프리‘

카 로 일컬어질 정도로 유럽의 외곽문화로 비유되는 이국’

이었다 그럼에도 유제니 황후(Lee, 2013). (Empress 

Eug nieé 의 스페인 혈통 테오필 고티에) , (Th ophile é
Gautier 의 ) 『Le Voyage en Espagne 에 소개된 스페인 』

의상 그리고 고야 와 벨라스케스 의 작품, (Goya) (Velazquez)

을 통해 스페인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곳곳에 나타났다

스페인은 오랜 세월 이슬람 문화와 교류했(Simon, 1995). 

고 아랍인의 지배를 받았기에 스페인 아카데미는 동양적인 

소재에 우호적이었으며 이는 다른 의미에서 스페인의 고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르누아르는 세기 스페인의 . 17

화가 호세데 리베라(Jos de Riberaé 의 작품 아기 예수) < >

에서 아이의 장밋빛 피부와 밀짚의 옐로를 보고 그보다 더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있냐고 화상 볼라르에게 반문을 했다

는 기록 이 남아있듯 그는 스(Heyde & Valva, 2005/2009)

페인 화가들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6 .

스페인 취미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레드 의상의 스페인  <

무용수 마타도르와 유사한 복장을 한 , 1898>(Figure 27), 

남자가 앉아서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의 스페인 기타< , 

그리고 젊은 남자가 서서 기타를 치는 모습의 서1897>, <

있는 젊은 기타리스트 가 있다 워싱톤 , 1897>(Figure 28) . 

내셔날 갤러리에 전시된 블랙과 레드 터번의 스페인 복식<

을 한 기타 치는 여인 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소재, 1898>

중의 하나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는 (Figure 29). 

폴리 베르제르(Folies-Berg reè 극장의 유명한 여배우였던 ) 

라 벨 오테로(La Belle Ot roé 에게서 영감을 받아 기타치) <

는 여인 에서 상징적으로 스페인, 1896-1897>(Figure 30) ‘

의 매력 을 발산하는 인물을 그려냈다’ (Crepaldi, 

그리고 스페인 의상을 입은 데데2006/2009, p. 101). <

(D d eé é 도 있다), 1914-1917> .

년 르누아르의 전기를 출간하기도 했던 앙브루아즈   1918

볼라르(Ambroise Vollard 는 탁월한 사업 감각과 새 작품)

을 소개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미술상으로 르누아르에게

는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여러 점의 초상화를 그렸다. 1908

년 볼라르의 초상화는 이국적인 자기 취미를 부각시켜서 

그렸고 년 투우사의 옷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1917

초상화는 톨레도의 볼라르 라고 불릴 (Volard as Toreador)

정도로 직접적으로 스페인 취미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투우사들이 착용하던 짧은 오픈형 재킷인 볼레로31). 

는 연도나 글쓴이에 따라 (bolero) ‘Spanish Jacket’, ‘Figaro 

등으로 달리 불리울 정도로 Jacket’, ‘Zouave Jacket’ 

이국취미의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Simon, 1995, p. 111) 

다.

이와 같이 스페인 취향을 보여주는 패션은 화려한 장식  , 

몸에 꼭 끼는 레드 또는 옐로의 마타도르 의상 화이트 스, 

타킹과 셔츠 레드 두건과 블랙 모자 짙은 레드의 드레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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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panish� Dancer� in� a� Red� Dress,� c.1896

(www.wikiart.org)

Figure� 28.�
Young� Spanish�Woman�with� a� Guitar,� 1898

(www.wikiart.org)

Figure� 29.�
Young� Guitarist� Standing,� c.� 1897

(www.wikiart.org)

Figure� 30.
Woman� Playing� the� Guitar,� 1896

(www.wikiart.org)

Figure� 31.
Ambroise� Vollard� Portrait,� 1917

(www.wikiart.org)

Figure� 32.
Dedee� in� Spanish� Dress,� 1914-1917

(www.wikiart.org)

그리고 볼레로 재킷으로 무희 또는 기타리스트 이국취미, 

의 화상을 등장시켜 스페인 취향을 배가 시켰다 소품으로 . 

스페인 기타가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스페인 취미의 작품. 

에서는 레드 계열의 색이 주도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고 골

드가 장식적인 색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오브제와�기모노�패션4.�

당시 한가로운 가정 풍경을 다룬 주제들은 부르주아 후원

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 르누아르는 집안의 인테리. 

어 장식 및 소품들 즉 병풍 벽걸이 그림 커튼 꽃과 꽃, , , , 

병 악기 부채 등과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묘사하였기에 , ,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 당시 문학 예술, , 

정치 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매력적인 샤르팡티

에 부인의 응접실을 그리면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당시 이국취미인 일본풍 유행을 그리지 않고 초상화나

실내 풍경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뉴욕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에 전시된 (Metropolitan Museum)

샤르팡티에 부인과 아이들 은 대작으로 < , 1878>(Figure 33)

동양의 것들로 가득한 인테리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배경으로 걸려 있는 족자를 보면 일본 미술. , 

에서 영향을 받은 벽장식에서는 절제된 우아함이 느껴진다

샤르팡티에 서점은 에드몬 드 (Engelmann, 2007/2008). 

공쿠르의 청루 의 화가 우타마로 등을 출판하고 있, 『 』靑樓
었으므로 그 경영자의 저택 실내에 당시 유행했던 일본적

인 오브제가 있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Fukai, 1994/2011).

파리에서의 자포니즘의 유행은 년대부터 그림 속의   1860

그림이나 소재의 응용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년대에. 70

는 인상파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미술의 다양한 차원에서 

일본미술을 자신들의 표현방식에 사용하였다(Mabuchi, 

꽃다발이 있는 정물 은 전경에 동양풍 꽃2004). <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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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Madame�Georges� Charpentier� and� Her� Children,� 1878
(www.wikiart.org)

� � � � � � � �

Figure� 34.� Still� Life� with� Bouquet,� 1871
(www.wikiart.org)

Figure� 35.� Girl� with� Fan,� 1875
(www.wikiart.org)

Figure� 36.�Madame� Hériot,� 1882
(www.wikiart.org)

병 부채와 나란히 있는 꽃다발을 묘사하고 있다, (Figure 

배경에는 마네의 작은 기사들 을 동판화로 제작한 34). < >

것은 에밀 졸라의 초상 을 언급하고 있듯이 일본소< , 1868>

재와 관련이 있다 또한 부채를 든 소녀 를 보면 . < , 1875>

부채 안에 대나무로 된 종이부채에 동양풍 의상을 입은 사

람이 묘사되어있다 세련되고 우아한 모자의 모(Figure 35). 

티브는 부채에 그려진 일본 그림과 짝을 이룬다 알퐁신 . 

푸르네즈의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 에서 뫼르빌은< , 1881>

일본에서 건너온 두세 푼 정도의 삼색 부채를 들고 의자“

에 앉아있는 이 어여쁜 여인 이라고 했다” (Snollaerts, 

2016).

일본취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당시 루브르 백

화점의 대지주인 오규스트 에리오 부인의 (August Henriot) 

초상화 에리오 부인 이다 그녀가 착용< , 1882> (Figure 36). 

하고 있는 의상은 에도 말기 무가 계급의 의상인 화이트 

바탕의 고소데이다 오렌지 블루 옐로의 등꽃과 물결문양. , , , 

직선의 깃 통 넓은 소매로 당대 유행하던 고소데임을 알 , 

수 있지만 여밈을 완전히 겹치지 않은 채로 다른 소재의 

벨트로 고정시켜 입었다(Fukai, 1994/2011).

그 외 일본풍 우산과 같이 있는 젊은 여인 의   < , 1876>

일본풍 우산 그리고 메트르 부인< (Rapha Maitre), 1871>, 

독서하는 모네 부인 모네와 아< (Camille Monet), 1872>, <

들 시골의 춤 계단위의 여인, 1874>, < , 1882-83>, < , 

등에서도 일본 부채들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일1876> . 

본취미의 작품에서는 기모노와 부채 양산 병풍이 일본취, , 

미의 오브제로 등장하였고 화이트가 많이 사용되면서 다양

한 색들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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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는 여성 인물 화가였던 르누아르가 취했던 이국취

미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작품에 나

타난 뮤즈와 지역 문화별 이국취미의 패션을 고찰하고 이·

국취미의 주조색을 도출해 보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르누아르의 이국취미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에  

서 조형상의 기법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알제리 오리, 

엔트 스페인 일본의 패션과 소품이 등장하는 소재적 관점, , 

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시대적. , 

정치적 배경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이국의 여행기 화가, 

들의 작품여행 화가들의 목판화의 수집과 같은 행태로 이, 

국취미가 나타났던 것에 비해 르누아르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수집하기보다는 당대의 부호들이 작품을 의뢰하

면서 그들이 갖고 있거나 뮤즈들에게 이국취미의 패션이나 

소품을 취하게 하여 화폭에 담았고 때로는 이국풍 실내장

식 및 장식품을 배경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단지 알제리. 

의 경우 그곳의 풍광과 태양빛에 매혹되어 작품을 그리기

도 하였다 그렇지만 르누아르는 파리의 삶을 담은 매우 . 

중요한 기록을 그렸다는 평과 당대 풍속화가로로 여겨질 

정도였기에 그의 작품은 당시 현대적인 삶의 장면 속에서 

유행된 이국취미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

다.  

르누아르의 뮤즈에 따라 이국취미가 표현된 작품들을 살  

펴보면 파리 여인의 특징을 두루 갖춘 리즈는 파리지엔 , 

오달리스크 뮤즈로 하렘풍의 패션에 화려한 문양과 어두운 

톤의 색채로 고혹적인 알제리의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반. 

면 버릇없는 뮤즈인 잔 사마리는 파리풍의 패션과 감미로

운 색채로 세련되게 묘사되었지만 일본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족처럼 지낸 가브리엘은 오리. 

엔탈 패션의 뮤즈로 장미꽃이나 모자 등의 장식을 하고 화

이트 의상을 주조 색으로 레드와 핑크로 묘사되었다 그 . 

외에도 스페인 매력의 라 벨 오테로에게서 스페인 영감을 

받거나 말년의 뮤즈 데데에게 스페인 의상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르누아르의 작품에 나타난 이국취미의 패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제리 패션은 화이트를 위주로 옐로 또는 . 

레드의 베일 토브와 유사한 튜닉형 드레스 전통 여성복인 , , 

하이크 속에 착용하는 넉넉한 형태의 바지이고 그 외 슬, 

리퍼 카펫 이국동물 등도 보여주었다 오리엔탈 패션은 , , . 

하렘스타일 바지 터번 자수와 장식이 많은 주아브 재킷, , , 

새시 벨트 등으로 묘사되었고 양탄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탈

풍의 장식 소품들로 꾸며졌다 스페인 패션은 화려한 장식. 

과 몸에 꼭 끼는 레드 또는 옐로의 마타도르 의상 레드 , 

두건과 블랙 모자 짙은 레드의 드레스에 소품으로는 주로 , 

스페인 기타가 등장하였다 일본 패션은 실내복으로 유행. 

한 기모노로 에도 말기 무가 여성의 정장인 고소데이다. 

양산 부채 등과 같은 소품들로 당대 여성들의 일본취미의 , 

유행을 보여주고 있고 화병 벽장식 액자 병풍 등과 같은 , , 

일본적인 오브제로 당시의 이국취미의 실내장식을 보여주

었다. 

이국취미에 사용된 패션의 주조색을 살펴보면 레드 옐  , 

로 화이트 계열이었다 알제리와 오리엔탈 코스튬을 착용, . 

한 작품에서는 주로 화이트가 나타났지만 장미와 태양의 

색으로 대변되며 레드 계열이 주류를 이루며 반짝이는 옐

로 계열도 함께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여행에서 영향을 받. 

은 레드는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었

다 즉 세기에는 파리지엔 블루가 의상은 물론 리본 밴. 19 , 

드와 같은 디테일로 많이 사용되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이

국취미의 색이라고 볼 수 있는 레드를 위주로 화이트 핑, 

크가 사용되었다.

르누아르가 작품에서 보여준 패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  

면 젊은 시절 도자기를 장식에서 익힌 섬세한 기술과 감각 

덕분에 작품 속 패션의 디테일도 섬세하고 아름답게 때론, 

실물처럼 우아하게 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 자신

의 상상력으로 디자인하여 그려 넣기도 했다 그리고 작품. 

을 위해 모델에게 입힐 의상에 대한 까다롭고 신중한 선

택 그리고 , 착장법과 다양한 연출을 통한 작품 구도, 모자

의 형태와 디테일에 대한 세부묘사 등에서 그의 패션에 대 

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르누아르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지역적 문화·

적 특색을 나타내는 이국의 패션 및 소품을 시대의 유행과 

함께 오브제로 택하여 묘사하였고 주조색 역시 이국에서 

갖고 온 영감을 기반으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었

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과의 암묵적 동의 또는 이국풍 . 

물건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보이게 표현했기에 대중에게 

친숙하게 보이는 작품으로 당시의 이국취미 유행에 동조했

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르누아. 

르의 이국취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진행

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파리의 근대화된 패션들을 묘사한 . 

작품들도 많기에 당대 이국취미와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

기에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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