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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연구년대체지원사업비로 진행됨

This investigated the romanticism of Alessandro Michele who leads new trends 

in fashion industry as a creative director for Gucci. In this study, 307 women’s 

wears exhibited by Alessandro Michele for 3 years in Milan collections from 

2015 F/W to 2017 F/W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Additionally, the five aesthetic features of Gucci’s 

fashion design are an addition since the appearance of abnormally large size 

under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he results based on the study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the decoration makes the garments stand out by using 

fancy materials, splendid multicolor combination, applique embroidery and 

three-dimensional objects. Second, exotic style is expressed from an occidental 

perspective using Chinese traditional fashion or textiles, and exotic accessories. 

Thirdly, sensuality is manifested using see-through materials to emphasize 

women’s breasts, or the beautiful and sexual expression of women’s body. 

Fourth, the new creations are designed by combining contrasting elements, 

such as disparate materials and, different genders. Furthermore, traditional 

cultures like baroque and rococo, and the 1970’s vintage looks inspires the 

creation of retro-style. Finally, the appearance of extremely large shoulders, 

silhouettes, and details of the human body can be explained with expansive 

tendency. The aforementioned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diverse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via reflection of contemporary art and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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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목적�및�의의1.�

현대 패션계의 빠른 트렌드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최근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도 기존의 디자인 아이덴티

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는 사례가 많이 나

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럭셔리 브랜드의 인지도가 구매의 결. 

정적인 요인이었고 이에 인지도가 높은 럭셔리 브랜드는 브

랜드 아이덴티티 를 유지하는 클래식한 디자(brand identity)

인 매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년 이후 유명 . , 2010

럭셔리 브랜드들은 계속되는 매출 하락세에 경영의 어려움

을 겪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원인이 . 

있지만 새로운 젊은 소비자층의 구매 욕구는 다양하고 기존

의 것들과 많이 달라졌는데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어 결국 매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

이다 구찌 의 특유의 문양과 로고가 많은 카피 제품. (Gucci)

이 생겨날 만큼 대중적 사랑을 받는 럭셔리 브랜드로 잘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패션계에서 년에서 년까지 로고 . 2005 2014

리스가 유행하여 상징 로고가 생명인 구찌를 비롯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고전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구찌. 

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는데 년 월 사내 디자이2015 1

너 중의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

명하면서 년 만의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패션 불황기 속18

에서 의 매출 신장을 이루었다 패션 평론가들은 알렉50% . 

산드로 미켈레가 보여준 구찌의 패션 디자인에 대해 빈티지

의 미학 혹은 로맨티시즘 신 장식주의라는 평가를 한다 실, . 

제로 그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년대 복고 패션 바로크1970 , ·

로코코 시대 문화 중국풍의 동양 이미지 등 다채로운 과거 , 

문화유산에 영감을 받아 재창조한 작품이 많이 보인다 특히 . 

세기 후반을 거쳐 세기까지 화려하게 표현되었던 로맨18 19

티시즘의 미적 특성과 유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찌를 화려하게 가장 핫한 패션 브랜드  

로 부활시킨 알렉산드로 미켈레 패션 디자인을 로맨티시즘 

미적 특성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여 그의 패션 디자인에 나

타난 미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함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 전개 방식은 과거 문화에 영감

을 받아 표현하는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 전개 방식 중 하나

이다 이는 복고풍 또는 레트로 라는 컨셉으로 알려져 . (retro)

있다 레트로는 패션의 내용으로 일찍이 학계에서 소개된 바 . 

있다 즉 레트로가 패션의 내용을 채우(Cho & Lee, 2004). , 

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당시 유

행하고 있는 패션 트렌드와 상관없이 전개한 그만의 창의적 

표현 방식은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갖고 싶게 , 

하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패션디자인 

연구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 또한 럭셔리 브랜드가 기존의 . , 

명성을 통한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린 것이 아닌 디자인 혁

신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점에 그의 패션 디

자인은 디자인만으로도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된다 또한 로맨티시즘 미적 특성의 관점에서 알렉산드로 . , 

미켈레의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서 현대의 패션 흐름에 나타

난 로맨티시즘 미적 경향을 살펴본다는 점에도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연구�방법�및�범위2.�

본 연구는 구찌 브랜드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연구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해석학적 탐구 과정 즉 구체적인 사실  , , 

들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의미와 유형을 이해

하고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는 귀납적인 연구 과정으로 이루

어졌다 패션 평론가들이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디자인을 . 

빈티지의 미학 혹은 로맨티시즘 신 장식 주의라고 평가한 , 

것에 대해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컬렉션 패션이미지를 수집 

관찰하여 그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평론가

들의 의견에 대한 연구자의 결론을 피력하는 귀납적인 연구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문제를 아래 에 세 가지로  .3.Ⅰ

제시하였고 첫 번째 연구문제인 로맨티시즘의 개념 및 예술

에서 나타난 로맨티시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 

적 고찰로서 국 내외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등의 문헌 . , , 

연구를 바탕으로 서양 낭만주의시기의 로맨티시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 브랜드의 

까지 밀라노 프레타포르테 컬렉션2015 F/W 2017 F/W ～

에서 발표한 구찌 여성복 (Milano pr t- -porter Collection)ê à
컬렉션 패션 이미지 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션전공 전307

문가집단 교수 인 겸임교수 인 이 분석하였다 명의 전( 2 , 1 ) . 3

문가 집단이 그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미적 특성 단어를 

나열하게 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모든 전문가의 의견이 일

치한 미적 특성을 우선순위로 선정 분류하였다 분류된 이, . 

미지는 색채 소재 아이템 액세서리 디테일 등 세부 패션 , , , , 

디자인 분석 기준에 따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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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구문제는 첫 번째 연구문제였던 낭만주의 시대   

예술에 나타난 로맨티시즘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구찌 브랜

드 여성복 컬렉션의 미적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세 번. , 

째 연구문제는 위의 두 연구문제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분석

하여 구찌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이 로맨티시즘인지 나아가 그 미적 특성이 무엇인지 밝

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연구가설�및�문제3.�

연구가설1) 

년 구찌 패션디자인 컬렉션의 미적 특성은 로맨2015 2017～

티시즘이다.

연구문제2)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로맨티시즘 예술분야를 분석하고 미적특성을 도출한  (1) 

다.

구찌 패션디자인 컬렉션의 미적특성을 도출한다  (2) .

과 가 일치하는 지 비교분석한다  (3) (1) (2) .  

이론적�배경.�Ⅱ

로맨티시즘의�개념�및�발생�배경1.�

로맨티시즘 이란 창조성에 기반을 두며 형식보(Romanticism)

다는 자유로운 정신적 행위를 우위에 두는 사상을 의미한다

역사상 로맨틱이라는 형용사가 실제로 사용된 (Kim, 2007). 

것은 세기 프랑스이며 로망스 문학의 허구적이며 공상적17 , 

인 특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Berlin, 2013). 

로맨티시즘의 이라는 어휘는 속어로 쓰여진 문학을 ‘roman'

의미하는 중세 프랑스어 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romanz'

(Lee, Kang, Go, Kim, Kim, Son, Yoon, Lee, Lim, Jun, 

이 시기에 사용된 낭Jung, Jo, Choi, Ha, & Hong, 2015). 

만주의 용어는 이성 시대 절대적 이성적 가치에 반대되는 ,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돈키호테 같은 (Lee & Kim, 2006). , 

실제가 없는 허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우스꽝스럽거나 유

치한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세기에 이르러 과거의 . 18

고전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이 표현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찬사 하는 

말이나 상상력이 있어야 하는 무형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

용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이후 세(Born, 1994). 18

기 말 독일의 로맨티시즘 운동에 이르러 용어가 사조로서 

규정되었고 세기 예술철학종교 등 정신적 창조활동을 기19 ․ ․
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었다(Lee, 2003).

로맨티시즘의 발생 배경은 시민혁명으로 인한 절대 왕정  

의 몰락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구조의 변화 등 절대적 가, 

치들이 모순된 가치로 변화하면서 발생하였다(Shin, 2006). 

이러한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 크게 영향을 준 사조는 계몽

주의로서 종교 봉건 정치 대신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을 바, 

탕으로 과학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정치 예, 

술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Kim, 2011).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성적 가치

들에 모순들이 생겨나면서 산업과 과학에 대한 맹신 이성에 , 

대한 절대적 지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성의 . 

무너짐은 감성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혁명 때문에 형성된 시민들의 높은 투쟁 정신은 로맨티, 

시즘을 창조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Cho, 2017).

예술에서의�로맨티시즘2.�

로맨티시즘은 세기 인간의 감정을 우위에 두고 절대 이성18

에 비판하며 완벽한 진리는 없다는 회의감에서 출발한 사조

로서 문학을 시작으로 회화 건축 조각 패션에 이르기까지 , , , 

다양한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예술 . 

각 분야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양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에 나타난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추출하고

자 한다. 

문학1) 

문학에서는 쉴레겔(August Wilhelm Schlegel, 1767 1845: ～

독일 이 독일 문학에서 문학예술을 설명하는 한 어휘로 로)

맨틱을 사용하면서 이후 여러 나라를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

다 로맨티시즘 문학에서는 시어를 높은 가치로 (Lee, 2003). 

인식하면서 일상적 단어보다는 형용사나 시적인 상징성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고 상상력이 예술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요소라 생각하였다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 작(Born, 1994). 

가들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과 비합리적인 환상의 세계를 

탐닉하였고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소재로 과거 자연 동방, , , , 

고딕 등을 선택하였다. 

회화2) 

회화는 문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기존의 고전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소재와 함께 신선한 감정을 전달해 주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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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티시즘을 대표하는 화가로는 외젠 들라크루아(Ferdinand 

프랑스 와 윌리엄 Victor Eug ne Delacroix, 1798 1863: )～è
터너 영국(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 1851: )～

가 있다 터너는 영국을 대표하는 풍경 화가로서 그는 풍경. 

을 단순히 옮겨 화폭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

간 바람 등 무형의 존재들을 폭발적인 묘사 방식으로 환상, 

적이고 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의 태풍이 다가온다. Figure. 1 ‘ ’ 

는 시각으로 재현하기 힘든 폭풍의 강한 힘까지 상상력으로 ,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사건의 현상보다는 이러한 사건의 느. 

낌을 표현하는 색채에 더욱 집중하였다 즉 회(Jung, 2012). , 

화에서는 작가의 상상력과 직관을 중요시하였고 형태보다는 , 

색채를 강조하였으며 동적인 표현을 통해 관능미를 드러내, 

었다 또한 그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고대의 전설 동. , , 

방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조각3) 

조각은 고전주의의 형식미에 반하는 생동감과 자유로운 표

현을 추구하였다 조각 역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 

이를 바탕으로 고딕 전설 같은 과거로의 회귀나 환상적인 ,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각가 장바티스트 카르포. 

프랑스 는 파리 오(Jean-Baptiste Carpeaux, 1827 1875: )～

페라 국장을 장식한 춤 에서 동적인 움직임을 자유Figure. 2

분방하게 표현하였다 인체를 역동적이며 사실(Cho, 2017). 

감 넘치게 묘사를 하였다 조각에 있어서 로맨티시즘은 프랑. 

스의 몇몇 조각가에 의해 나타났는데 신고전주의에서 벗어

나 실제적이고 동적인 묘사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었다 또한 신고전주의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주제들이 . , 

등장하면서 조각에서도 다채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Figure� 1.� The� Slave� Ship�
(www.flickr.com)

Figure� 2.� La� Danse�
(www.napoleon.org/)

건축4) 

건축에서는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을 추구하였고 동방의 양

식 또한 고딕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이국적인 요소들을 

건축 양식에 절충하여 복고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산. , 

업혁명으로 생긴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나

올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며 고딕 양식과 함께 복고적 요, 

소와 현대적인 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로맨티시즘 건축의 최고로 손꼽히는 존 내쉬(Jin, 2003). 

영국 의 로열 파빌리언(John Nash, 1752 1835: ) (Royal ～

은 타지마할의 지붕 형태를 모티브로 한 Pavilion)(Figure. 3)

이국적인 건축 양식이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동(Lee, 2003). 

경 및 이국적 취향에 따른 오리엔탈리즘은 로맨티시즘 건축

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건축 내부 역시 화려한 장식. 

들의 조합으로 환상적이며 장식적인 로맨티시즘 건축의 특

성을 잘 나타낸다 이렇듯 로맨티시즘 건축은 동방에 대한 . 

동경과 과거로의 회귀 소재의 절충적 사용이 특징이다, .

패션5) 

패션에서의 로맨티시즘은 년 루이 세가 즉위하면서 1815 18

귀족의 권위가 향상되었으며 이들은 찬란했던 과거의 문화

를 동경하며 그 시대를 다시 재연하고자 하였다(Boehn, 

세기 르네상스 와 세기 로코1908/2000). 16 (Renaissance) 18

코 시대의 양식을 화려하게 표현 헤어장식과 꽃 (Rococo) , 

장식들을 다시 재연하여 아름답게 표현하였다(Figure. 

실루엣은 자 형태로 허리는 조이고 가슴4)(Shin, 2016). X

은 풍만하게 강조하는 관능적인 형태였다 관련 (Jung, 2014). 

산업의 발달로 염색공업 직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패, 

션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패션 디자인이 가능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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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세기 로맨티시즘 패션이 탄생하게 되었다19 (Ahn, 

레이스 실크 벨벳 다이아몬드 장식과 금사로 짠 2013). , , , 

직물 등을 사용하여 로맨틱하며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

였고 리본 꽃 브레이드 장식 모피 트리밍 등을 화려하게 , , , 

사용하여 장식성이 강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무거(Jo, 2017). 

운 느낌의 벨벳 가벼운 레이스 등 성질이 다른 소재를 결, 

합하여 사용 결합에 의한 새로운 조형미를 나타내었다 디, . 

테일은 스모킹 셔링 플리츠 아플리케 자수와 같은 장식적, , , , 

인 기법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Laver, 

직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문양Haye, & Tucker, 2002). 

의 직물이 생성되면서 직선적인 문양과 곡선적인 문양을 같

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디자인도 나타났다 문양(Jung, 2014). 

에서는 와 같이 이국적 취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Figure 5

동방의 세계에서 보이는 이국적 문양들을 그대로 사용하였

고 인도산 직물이 수입되면서 페이즐리 문양이 들어간 드레

스도 나타났다 꽃나무와 같은 자연 무늬를 로(Shin, 2016). 

코코 시대의 드레스처럼 로맨틱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격자문양 유연한 꽃문양과 같이 대조적인 특성을 가진 , , 

문양을 함께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결합에 의한 창조

의 미를 보인다 색채표현에서는 회화에서 보이는 강렬한 색. 

채 사용이 패션에도 나타났는데 화려한 색채의 조합은 환상

적인 분위기와 함께 화려한 장식성을 잘 표현해 준다(Kim, 

이렇듯 로맨티시즘 패션은 로코코시대에 대한 동경2013). 

에 따른 복고성과 화려한 장식성 다양한 소재의 결합과 여, 

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관능적인 실루엣 새로운 동방문, 

화의 패션 양식을 모방한 이국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Figure� 3.� John� Nash� ‘Royal� Pavilion’
(www.britannica.com)

Figure� 4.� Romanticism� Fashion,� 1832
(www.pinterest.co.uk)

Figure� 5.� Romanticism� Fashion,� 1837
(www.world4.eu)

예술에서�나타난�로맨티시즘의�미적�특성3.�

이상에서 각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로맨티시즘의 특징을 바

탕으로 공통적인 미적 특성을 장식성 이국성 관능성 결합, , , 

성 복고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과 관련 자료를 , . 

분석 검토하여 전문가집단 인이 토의를 거쳐 위와 같은 미3

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장식성1) 

장식성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화려하면서 환상적인 분위

기를 표현하기 위해 로맨티시즘 전체 양식에 고루 나타나는 

미적 특성이다 회화에서는 형태보다 (Jung & Lee, 2020) . 

색채를 강조하여 사용하였고 조각에서는 역동적인 형태와 

장식적인 디테일로 나타났다 건축에서는 고딕 동방 건축을 . , 

모티브로 하여 내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한 장식성이 강한 건․
축이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화려한 소재 칼라 트리밍 장식 . , , , 

등의 여러 요소를 화려하게 사용함으로써 환상적인 장식성

을 나타내었다. 

이국성2) 

이국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방의 새로운 문화가 

유럽 사회에 소개되면서 이에 흥미를 갖고 이를 표현의 대

상으로 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국성 역시 장식성과 함. 

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데 회화에서는 아랍이나 인도

의 이미지가 활용되었고 건축에서는 이슬람권 문화의 지붕 

형태나 내부 장식 등을 기존의 건축기술에 결합하여 사용하

였다 패션에서는 터번 등의 이국적 장신구를 사용하였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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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직물과 페이즐리 문양을 사용하였다. 

관능성3) 

관능성은 인체의 표현에 있어 사실적이고 과감한 표현으로 

육감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회화. 

에서는 생생한 움직임을 동적으로 표현 에로틱한 분위기를 , 

연출하였고 조각에서는 인체의 동적인 묘사를 통해 인체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패션에서는 . 

자형 실루엣으로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가슴은 풍만하게 X

연출 섹슈얼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 

결합성4) 

결합성은 유럽과 동방 문화의 만남 이질적인 소재들의 조, 

합 과거의 기술과 신기술의 조화 등 다양한 시도로 인해 , 

보이는 미적 특성이다 회화에서는 기존의 전통 (Lee, 2007). 

기법과는 달리 새로운 화면 구성 채색 기법 등을 결합하여 , 

Table� 1.�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Romanticism

Ornamen-

tation
Exoticism Sensuality Combination Retro

Literature

Poetic expression, theme of retro long 

for exoticism

Painting

Emphasis on colour, dynamic 

expression, use tradition mixed with 

new expression method

Sculpture

Trend of ornamentation,

taste of exoticism, sensuality

Architecture

Various combination according to new 

material and technology development 

Dynamic description, expression of 

exotic theme, aspire about retro 

architecture

Fashion

Combination of new subject matter, 

exotic patterns, detail of brilliant 

ornateness,

hourglass(X-shape) silhouette,

reappearance of rococo age

사용하였고 건축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 다양한 기술 요

소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 패션에서는 벨벳과 . 

레이스의 결합 문양끼리의 결합 다양한 색채의 결합으로 , , 

표현되었다.

복고성5) 

복고성은 로맨티시즘 전체적 정신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과

거로의 회귀 고딕 르네상스 로코코 등 지나간 시대의 찬, , , 

란한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축과 패션에서 . 

강하게 나타나는데 건축에서는 고딕 양식에 관한 관심으로 

고딕 건축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공간과 아름다움을 동경, 

이를 기존의 건축 양식과 결합하여 표현하였고 패션에서는 

르네상스 로코코 시대의 패션을 재현한 실루엣과 디테일 등, 

에 많이 나타났다 이상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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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문학과  회화 조각 건축 패션분야에 나타난 로  , , , 

맨티시즘 미적 특성을 도출하고 각 예술분야별 나타난 로맨

티시즘 미적 특성에 해당되는 곳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다 위 표를 처음에는 해당되는 미적특성을 화살표 로 가르. 

키는 것으로 만들었었는데 복잡해지면서 매우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워보여 위와 같은 표로 대체한 것이다 위 표를 살. 

펴보자면 먼저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장식성 이국성, , 

관능성 결합성 복고성의 개로 도출하고 먼저 로맨티시즘 , , 5

문학은 이 중 이중성과 복고성의 미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

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회화에서는 장식성 관능성 . , 

복고성이 많이 표현되고 있고 조각에서는 장식성 이국성, , , , 

관능성이 건축과 패션에서는 장식성 이국상 관능성 결합, , , 

성 복고성 가지의  미적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5 .

구찌 알렉산드로�미켈레�패션에�나타난�로맨티시즘의�.� -Ⅲ

미적�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년 컬렉션부터 년 컬렉션2015 F/W 2017 F/W 

Table� 2.�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in� Alessandro� Michele

15� F/W 16� S/S 16� F/W 17� S/S 17� F/W

Ornamentation
7

16.3%

22

36.6%

24

40%

46

68.7%

41

53.9%

Exoticism
0

0%

7

11.7%

8

12.9%

2

3%

11

14.5%

Combination
8

18.6%

7

11.7%

10

16.3%

8

12%

8

10.5%

Retro
7

16.3%

6

10%

5

8.2%

6

8.9%

8

10.5%

Sensuality 
9

20.9%

8

13.4%

2

3.2%

2

1.6%

2

2.6%

Expansion
12

27.9%

10

16.6%

12

19.4%

3

4.5%

6

8%

Total 43 60 61 67 76

까지 총 개의 컬렉션의 개 여성복을 분석하였다 명의 5 307 . 3

전문가 집단이 로맨티시즘 미적 특성의 기준을 통해 이미지

를 분류한 결과 와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Table 2. . 

처음 발표된 에서는 로 나타났고 이후   2015 F/W 72.1%

매 시즌마다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년 시즌에는 로 . 2017 S/S 96%

거의 모든 디자인에서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년 시즌 역시 로 시즌을 진행. 2017 F/W 92%

함에 따라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미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시즌에 따라 비율은 다. 

르지만 가장 많이 나타난 미적 특성은 장식성으로 평균 

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식성은 첫 컬렉션에서는 43.1% . 

로 낮게 나타났지만 꾸준히 증가 년 컬렉션16.3% 2017 S/S 

에서는 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결합성68.7% . , 

복고성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관능성은 년 에는 2015 F/W

많이 나타났지만 시즌이 지남에 따라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국성은 년 시즌에는 한 번도 표현되지 않2015 F/W 

았고 이후 시즌에서는 일부 디자인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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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성1.�

장식성이란 어떤 대상을 미화해서 꾸미다 라는 의미로 사물‘ ’

이나 형태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특성을 이야기 한

다 장식은 세기 후반 이전에는예술성을 평가 (Kim, 2006). 18

받지 못하였으나 로맨티시즘 양식에 이르러서 과잉 장식을 

통한 화려함이 아름다움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색채를 강조. 

한 로맨티시즘 회화의 표현 양식은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색

채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가(Figure 6). 3

지 이상의 색상 조합을 사용하여 환상적이며 꾸밈이 많은 

장식성을 표현하였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디테(Figure 7). 

일의 표현에 화려한 장식을 바탕으로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

성인 장식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거 로맨티시즘 패션에 많. 

이 사용되었던 레이스 깃털 자수 등의 장식적 요소가 알렉, , 

산드로 미켈레의 작품에도 등장하여 로맨티시즘적인 이미지

를 잘 드러내곤 하였다 즉 리본 프릴 레이스 블레이드. , , , , , 

자수 등을 디테일로 사용하여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장식성

Table� 3.� Ornamentation�

Ornamentation� Appear� in� Alessandro� Michele’s� Fashion

Art

* Prefer colour to shape use various colour

* Sophisticated sculpture: Glamorous architectural decoration

* Lace, feather, embroidery, elaborate ornamentation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 �

Figure� 6.� 16� S/S
(Vogue.com)

Figure� 7.� 16� F/W
(Vogue.com)

Figure� 8.� 17� F/W
(Vogue.com)

Figure� 9.� 17� S/S
(Vogue.com)

* Materials: Spangle feather, silk brocade, velvet

* Colour: Use brilliant colour more than three

* Detail: Three-dimensional embroidery, metallic objects, frill, ribbon, blade 

* Accessory: Lace, hat, glasses with beads 

이 드러나는 패션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일부 디(Figure 8). 

자인 에서는 과장된 어깨 디테일을 통해 극대화된 장식성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와 같다(Figure 9). Table 3 .

이국성2.�

이국성은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방 세계를 그들의 상

상력에 따라 새롭게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을 의미한다(Cho, 

세기 이후 탐험과 정복으로 새롭게 소개되는 동방2017). 18

의 이국적인 문화는 유럽인들에게는 동경과 환상의 대상이 

되어 로맨티시즘의 표현 형태로 건축 회화 등 모든 예술에, 

서 나타나는데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이러한 동방의 문화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었

고 이를 자신들의 작품세계에 절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국성은 로맨티시즘 양식이 발달했던 세기 후반과 , 18

맞물려 로맨티시즘 양식의 한 미적 특성으로 자리잡았다 이. 

는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작품세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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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의 오렌지색 원피스 드레스는 중국 산수화2016 S/S 

의 그림을 그대로 재현한 실크 브로케이드 텍스타일로 제작

되었다 또한 중국 전통 패션 양식을 디자인의 (Figure 10). , 

디테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용 

문양의 자수 치파오의 단추 디테일을 응용한 드레스도 선보, 

였다 이렇듯 이국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Figure 11). 

극적인 소품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일본 게이샤가 들었을 법

한 우산 및 동양식 부채 장식 중동의 터번 등을 사용하여 ,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디자(Figure 12, 13). 

인을 통해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 발상에 있어 동방의 

이국정서가 영감의 원천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Choi, 201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4 .

관능성3.�

Table� 4.� Exoticism� �

Exoticism� Appear� in� Alessandro�Michele’s� Fashion�

Art

* Use architecture of oriental

* Express on exoticism through thema of Harlem on Islam

* Fabric from India, patterns of paisley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Figure� 10.�
16� S/S

(Vogue.com)

Figure� 11.
16� F/W

(Vogue.com)

Figure� 12.
17� S/S�

(Vogue.com)

Figure� 13.
17� F/W

(Vogue.com)

* Materials: China silk & patterns

* Colour: Combination of exotic colour (chinoiserie)

* Detail: Borrowing from Qipao dresses (China costume), button, silhouette, etc.

* Accessory: Exotic objects such as fan, umbrella, turban, etc.

로맨티시즘에서의 관능성은 인체의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여 

형태적으로 과장시켜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과다한 노출을 

통해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특성이다 로맨(Lee, 2003). 

티시즘 시대의 회화 조각에서는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기 , 

위해 동적인 표현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였다 로. 

맨티시즘 패션에서는 여성의 인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

해 자 실루엣이 많이 사용 되었다 가슴은 풍만하게 강조X . 

하고 허리는 가늘게 표현함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육감적으

로 나타내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자 실루엣과 같은 과. X

장된 실루엣으로 관능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루 소. 

재를 활용하여 가슴을 은은하게 노출하였다(Figure 14, 15, 

또한 가슴 주위에 리본 장식 뱀 장식 등을 사용하여 16). , 

노출된 가슴을 한번 더 강조함으로서 여성의 성적 매력이 

강조된 룩을 디자인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Figure 17). 

하면 와 같다Tabl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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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uality

Sensuality� Appear� in� Alessandro�Michele’s� Fashion�

Art

* Emphasis on dynamic expressions

* Express on female’s body: X-silhouette

* See-Through fabrics, nakedness neck & shoulder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 � � �

Figure� 14.
15� F/W

(Vogue.com)

Figure� 15.
15� F/W

(Vogue.com)

Figure� 16.
16� S/S

(Vogue.com)

Figure� 17.
16� F/W�

(Vogue.com)

* Materials: Mesh of semitransparent, chiffon, lace

* Colour: Two simple colour (female’s body)

* Detail: Emphasis on female breast by see-through

         Emphasis on leg’s shape

         Emphasis on female breast by a snake ornament & ribbon

결합성4.�

로맨티시즘에서의 결합성은 두 개의 이질적인 소재 주제, , 

방식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즉 유럽과 동방의 결합 대조되. , 

는 색채와 이질적 소재의 결합 구기술과 신기술의 만남 등, 

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로맨티시즘 패션에서는 이질적 소재. 

를 결합하거나 다양한 문양의 원단을 믹스 매치하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였다 이는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에서. 

도 잘 나타난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모든 컬렉션에 공통으. 

로 결합성의 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밀리터리 . 

아이템과 꽃을 결합하여 새로운 룩을 선보이거나 기하학 패

턴 위에 정교한 자수를 사용하여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캐주얼 아이템에 리본장식을 사용하(Figure 18, 19). 

기도 하고 스포츠 웨어가 연상되는 점퍼 위에 용 아플리케 

자수를 새김으로서 다양한 소재를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였

다 이러한 이질적인 의외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Figure 20). 

이미지 창출은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에 창조성을 불

어 넣어 주었고 이를 통해 결합을 통해 제 의 이미지를 창3

출하는 결합성의 특성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Figure 21).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6 .

복고성5.�

복고성은 선행 양식을 모방하는 모방 개념으로 단순히 과거‘ ’

의 향수 어린 모방이 아닌 과거의 요소를 비교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계산된 반복이다 과거로의 회귀 향수 혹은 동. , 

경의 심리적 현상으로 로맨티시즘 양식에 잘 드러나는 미적 

특성이다.

과거 패션에서 반복되는 복고풍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회  

귀 레트로 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분석한 이국성과 함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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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bination� �

Combination� Appear� in� Alessandro� Michele’s� Fashion�

Art

* Combined various the style of architecture 

* Mixed disparate material like as velvet, lace, etc.

* Mix & match on various patterns fabrics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Figure� 18.

15� F/W

(Vogue.com)

Figure� 19.

16� S/S

(Vogue.com)

Figure� 20.

16� F/W

(Vogue.com)

Figure� 21.

17� F/W

(Vogue.com)

* Item: Male item (military) + flower combine  

* Materials: Geometric pattern + exquisite exquisite

* Styling: Sportive casual+ ribbon decoration 

          Men’s tailor jacket + fur hat

패션의 내용을 충족시키며 패션이 갖는 표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테마이다 알렉산드로 미켈레 (Cho & Lee, 2004). 

역시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 동양의 전통문화 년대의 , , 1970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빈티지 패션 등 과거의 문화유산을 바

탕으로 하여 새롭게 재창조하고자 하는 복고성이 있다

년대 빈티지 무드 패션에서 많이 보이던 (Figure 22). 1970

플리츠 롱스커트 모피 니트 가디건 안경 모자 등을 재치 , , , , 

있게 표현하였다 년대 아르데코 시대의 여(Figure 23). 1920

성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Figure 24, 

이러한 디자인에서의 복고성은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전25). 

체 컬렉션에 걸쳐 각 컬렉션의 주제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알렉산드로 미켈레 패션의 주요한 미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과 . Table 7

같다.

과장성�6.�

과장성은 낭만주의 시대의 패션에 나타난 패티코트 착용과 

그에 따른 스커트의 과장 장식의 과장된 사용 등으로 나타, 

났으나 다른 예술 분야에는 표현 장식의 과잉 이외에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스커트 밑단이 넓게 과장된 것은 르네. 

상스 이후 여성복 스커트에 패티코트가 형태를 바꿔가며 다

른 이름으로 불리어 오면서 년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낭500

만주의 시대에 국한된 특징이라 볼 수 없다 이에 앞서 언. 

급된 예술에서 나타난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 중 .3. 1.Ⅱ

장식성과 중복되므로 과장성 이때는 장식의 과장을 의미함- -

을 따로 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년 이후 알렉산드로 . 2015

미켈레에 의해 주도된 구찌의 컬렉션에서 크기가 인체보다 

확장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크기의 과장이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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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tro� � �

Retro Appear in Alessandro Michele’s Fashion 

Art
* Reappearance on Gothic style (go back to the past)

* Reappearance on costume of Rocco era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Figure� 22.
15� F/W

(Vogue.com)

Figure� 23.
16� F/W�

(Vogue.com)

Figure� 24.
17� S/S

(Vogue.com)

Figure� 25.
17� F/W�

(Vogue.com)

* Item: 1970’ retro fashion cardigan, fur– 

* Styling: Long jacket + skirt - retro image

* Art deco fashion of 1920’s - go back to the past

에서 미적 특성으로 넣어야 했다(Figure 26).

년 이후 패션의 과장성은 미니멀리즘의 감소와 맞물  2010

려 증가하다가 년 이후 크게 드러나고 있다2015 (Noh & 

넓은 어깨 인체를 뒤덮은 커다란 실루엣 칼라Lee, 2017). , , , 

포켓 리본 등 디테일 크기의 비 상식적 크키의 과장으로 , 

설명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Figure 27, 28). 

과 같다Table 8 .

결론.�Ⅳ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이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헤리티지와 아이덴티티를 고수하

면서 판매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구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

다 그러나 년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 2015

터로 등장하면서 구찌는 세계 럭셔리 시장의 침체기 속에서

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년대 전성기를 다시 1990

한번 맞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구찌가 인기브랜드로 자리. 

매김한 시기인 년부터 년까지 년간 구찌의 크리2015 2017 3

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참신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패션계의 , 

디자인 흐름에 새로운 유행을 제시한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디자인을 연구하여 패션디자인 영감의 기초자료를 제시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이미지의 특징이 로맨티시  

즘이라는 가설 하에 출발하여 로맨티시즘 시대의 예술에 나

타난 미적 특성을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상상력과 직관에 의한 감정 표현을 화려한 색채로   , 

표현하거나 섬세한 디테일로 환상적으로 표현한 장식성 둘, 

째 동방 문화에 대한 동경을 표현 동기 및 주제로 사용한 , 

표현 특성이 보이는 이국성 셋째 동적이며 에로틱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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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xpansion� � �

Expansion� Appear� in� Alessandro�Michele’s� Fashion�

Art
* Express on female’s skirt hem-line

* Wide shoulder

Gucci’s

pr t- -porter ê à
collection

      

Figure� 26.
17� S/S

(Vogue.com)

Figure� 27.
16� F/W

(Vogue.com)

Figure� 28.
17� F/W

(Vogue.com)

* Matial: Used limitless fabric

* Colour: Tried so many colors than other luxury brand

* Detail: Exaggerated & glamorous decoration like as frill, ribbon, collar, sleeve, etc.

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육감적으로 묘사한 관능성 넷째, ,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조합 및 새로운 기술 발달로 신기

술과 구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창조한 결

합성 다섯째 로코코 르네상스 시대 고딕 양식 등 과거의 , , , ,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복고

성이다.

이렇게 도출된 로맨티시즘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  307

의 컬렉션 이미지로 분석한 알렉산드로의 패션디자인의 미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성은 레이스 실크 시퀸 벨벳 등 화려한 텍스  , , , , 

쳐의 소재 사용 다채로운 색채 조합을 통한 화려한 이미지 , 

연출 러플 및 프릴 등 장식적 디테일의 로맨틱한 사용으로 , 

표현하였다 둘째 이국성은 중국풍의 디테일 텍스타일 패. , , 

턴을 활용하거나 일본풍의 악세사리를 사용하여 동양의 문

화를 유럽인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 셋째 관. , 

능성은 반투명한 시스루 소재를 활용하여 가슴을 그대로 노

출시킴으로서 여성의 인체를 부각시켜 성적 아름다움을 나

타났다 넷째 결합성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 벨벳과 시스루 . , , 

등 질감이 전혀 다른 이질적 소재의 결합 남성과 여성 캐, , 

주얼과 정장 등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의 결합을 통해 제 의 3

아름다움을 창출하였다 다섯째 복고성은 바로크 로코코와 . , , 

같은 전통문화나 년대 빈티지룩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1970

받은 당시의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드러내었다 여기서 낭만주의 시대의 로맨티시즘에서는 미미. 

했던 크기의 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과장성을 추가하였

다 물론 낭만주의 시대에 여성복 스커트 밑단이 넓게 과장 . , 

된 것으로 본 연구자의 의견을 반박 할 수 있으나 이는 르

네상스 시대이후 년 동안 여성복 실루엣에 지속적으로 500

나타난 것으로 로맨티시즘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알렉산. 

드로 미켈레의 과장성은 극단적으로 큰 실루엣 넓은 어깨, , 

칼라 리본 등 디테일의 비상식적 큰 크기로 요약될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낭만주의 시대의 로맨티시즘 미적 특성인 장  

식성 이국성 관능성 결합성 복고성의 다섯 가지가 , ,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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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로맨티시즘 패션에서는 과장

성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년대 이후 태동한 . 1960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술과 패션에서 다원화 경향이 

나타나고 패션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도 변형과 확장을 통해 

인체 위에 걸치는 옷이지만 그 크기가 인체보다 훨씬 크게 

디자인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패션의 내용이 이국취미와 복고풍이라고 해도 현시

대에 맞는 변형이 불가피하게 따라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것은 다른 어떤 디자인 분야보다 변화가 빠른 패션계에서는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패션디자인 특성은   

로맨티시즘에 기반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결, 

합하면서 표현이 더욱 다양화되고 화려해지면서 비슷비슷한 

단순한 스타일들과 비교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

극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및 문헌을 통해 제공된 시각적 이미지  

만을 가지고 분석함으로 소재의 재질감과 촉감 등의 종합적

인 분석을 할 수 없음에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를 . 

통해 디자이너가 과거의 미학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새로

운 것을 창조해 내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이러

한 연구결과가 새로운 창조적인 패션디자인에 영감의 원천

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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