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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part of the integrated investigation of the design of Yves Saint Laurent,

and aims at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art inspiration which the

artistic quality and originality are particularly seen. And als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source of the power that transcends periods, dealing with issues in the design.

From the mid 1960 to 1970, Yves Saint Laurent who leaded the global fashion trend,

displayed the Art Inspiration works with the innovation of fashion in Paris, rediscovery of

the trends and colors in Modern Art, and background of Entourage and so forth. He

brought in the various artistic genres to the fashion, and his Haute Couture collections

which were created by the passion for the movie and theater art, expressed the freedom

through his strong identity in the Modern Art & Culture and the atmosphere of that period.

Eventually his works are reappeared transcending the generations as the fundamental

power of Modernity, through the restricted line of his own, strong contrast of colors, and

insight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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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예술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패션

에 예술과 패션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성을 제시하며 패션산업의 중요한 과

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많은 디자이너들.

은 자신들의 개성과 예술을 접목한 작업을 통해 예

술과 패션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대중들에게 가깝

게 다가가고 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걸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의복의 기능에서 탈피해 하나의 아트

로 바라보기 시작한 패션디자이너들이 예술작품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도 하고 예술가들을 자신

의 패션 작품에 참여시키기도 하면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세기의 패션과 아트의 교류는20 년대 중반부1960

터 년대의 세계패션계를 리드하며 개성적이고1970

독창적인 작품들로 모드를 이끌었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Henri Donat Mathieu-Saint-Laurent,

알 프 의 몬드리안 룩1936-2008, - ) (Mondrian look,

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생 로랑1965) .

의 사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위대했던 그의 미학적

사상과 컬렉션들을 회고하는 여러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의 작품들에 대한 탐구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이브 생 로랑에 대한 선행연구1)는 주로 해외에서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와 함께 실증적으로 작

품사진을 다루며 그의 생애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

고 국내연구, 의 경우는 주로 해외 전시작품도록이나

컬렉션지에 의존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현대 예술사

조를 고찰하는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 컬렉션에서 아트 인스피레이션을 중심

으로 디자인과 그 디자인의 표출을 탐구하고자 한

다 이로써 현대패션의 과제 중 하나인 아트 인스피.

레이션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디자인의 표출의 문제

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이브 생 로랑 디자인의 특성에 내재된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브 생 로랑 오트 쿠튀르의 첫

컬렉션인 부터 그의 마지막 오트 쿠튀르 컬1962S/S

렉션이었던 까지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예2002S/S .

술적 감성의 창조력을 가진 일품 제작을 통해( )逸品

서 표현되는 디자이너의 미학과 세련된 품격 그리고

가치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오트.

쿠튀르 컬렉션은 디자이너의 개성에 의해서 시대성,

디자인 컨셉 디자인 테크닉 등이 표현되기 때문이,

다 연. 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 관련 자료

를 중심으로 문헌연구가 중심이 되어 패션 관련 정,

보지와 컬렉션 전문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 국내외,

매장 및 전시회 참관을 통한 시각자료 및 실물 자

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DVD .

패션과 예술의 교류.Ⅱ

모든 예술조형은 인간의식의 투영2)으로 볼 수 있

으며 예술양식에는 한 시대가 추구한 이상미가 존재

하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출된다 캐.

너데이 는 예술 중에서도 회화란 형태와(Canaday) “

색채의 배열이며 그것을 그린 작가 자신의 개성의

투영이며 제작된 그 시대의 철학을 적어도 부분적으

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

고 느끼고 믿었던가를 나타내는 것, , 3) 이라고 언급”

했다 즉 예술은 당대의 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이다.

이같은 패션과 예술의 관계는 패션의 위상이 예술

못지않게 높아진 시대인 세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19

작했다 세기 이래로 초상화가 유행하면서 패션에. 19

대한 대중적 관심의 증가가 있었다 세기 회화의. 19

전시장이었던 살롱 은 초상화의 인물이 누구(salon)

이며 최신유행의 패션을 자랑하는 여성들 등 다양,

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

다4) 이에 화가들은 당시의 패션 잡지나 패션 플레.

이트 에서 그 시대 패션의 정수를 포(fashion plate)

착하였다 실제 와토. (Jean-Antoine Watteau, 1684-

프라고나르1721), (Jean Honoré Fragonard, 1732-

다비드1806), (Jacques-Louis David, 1784- 1835)

등의 화가들이 패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복식을

선도하기도 했다5) 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예술과. 19

패션이 점차 분화하여 상호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변

하면서 상류계층에서 섬세한 멋의 요구와 고급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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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취향을 만족하기 위해 워스(Charles Frederic

가 창시한 오트 쿠튀르가 성립Worth, 1825-1895)

하여 패션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세기. 20

초부터는 푸아레 를 선두로(Paul Poiret, 1879-1944)

많은 디자이너들은 예술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

니라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이루었다 현재는 이.

같은 패션과 예술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하나뿐

인 예술작품의 희소성과 역사성을 접목해 패션의 예

술적인 품격을 높이려는 것과 유니크한 기술과 소재

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현상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으.

로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대패션의 특

성이 섬세한 예술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했

으며 이러한 예술과 패션의 상호 연관성으로 패션은

단순히 의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코드로 확장되고 있다.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과.Ⅲ

그의 아트 인스피레이션 배경

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디자이너였20

던 이브 생 로랑은 미술 문학 영화 연극 등 다양, , ,

한 범주의 인스피레이션으로부터 개척적이며 독자적

인 스타일을 많이 선보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브 생 로랑의 생애와 그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예

술적인 인스피레이션 작품들을 표현해냈는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이브 생 로랑의 생애1.

년 알제리 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1936 (Algeria)

시이자 스페인 감성의 문화 건축 삶의 방식이 어, ,

울어진 오랑 에서 태어난 이브 생 로랑은 북아(Oran)

프리카의 수천가지 컬러들로 이루어진 패치워크처럼

아름다운 색채들이 풍요로운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이브 생 로랑은 보험 부동산 영화관 사업을 경영, ,

하는 아버지 찰스(Charles Mathieu-Saint -Laurent)

덕택에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영화와 친숙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루시앤. (Lucienne Mathieu-

은 뛰어난 패션 감각과 재능을 가지Saint-Laurent)

고 있어 생 로랑은 이를 본받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파리에서 발행되는 패션매거진에서 접

했던 그는 살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옷을 입는 방4

법을 가르쳐주거나 때때로 누이들에게 자신의 쿠튀

르 쇼를 선보이며 패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

년에 이브 생 로랑은 시립극장1950 (Municipal

에서 크리스찬 베라르Theatre) (Christian Bérard)6)가

디자인한 몰리에르 의 퍼포먼스에 참석했다(Molière) .

이것은 그의 미적 감각이 급성장하는데 커다란 영향

을 미쳤고 실제로 그는 몇 년 동안이나 베라르의,

드로잉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의 패션 일러스트와

무대 의상디자인에 심취하였다 실제로 학창시절부, .

터 또래와는 달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지녔

던 그는 연극을 좋아하는 그를 위해 부모가 집에 만

들어준 극장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연극을 기획,

연출하며 무대와 의상을 제작했었다.

이브 생 로랑은 당시에 뛰어난 디자이너였던 피에

르 발망 크리스찬 디(Pierre Balmain, 1914-1982),

올 위베르 드 지방시(Christian Dior, 1905-1957),

등이 심사를 하는 국(Hubert de Givenchy, 1927-)

제양모사무국디자인 컨테스트(International Wool

드레스 부문에서 년에Secretariat Competition) 1953

는 등을 년에는 등을 수상했다 이때 보그3 , 1954 1 .

편집장인 미셀 브뤼노프 의 권(Michel de Brunhoff)

유로 파리의상조합(Chambre Syndicale de la

에 진학했지만 이브 생 로랑은 진부Haute Couture) ,

한 교육과정에 좌절하고 개월 만에 그만두었다3 .

이후 생 로랑이 새로 스케치한 여점을 브뤼노프50

에게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디올이 아직 대중에게,

선보이지 않았지만 새롭게 디자인한 스타일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에 감탄한 미셸의 소개로 그는. 1955

년 디올사 에 입사하여 년 크리스챤 디올( ) , 1957社

쿠튀르 하우스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는 년. 1958

트라페즈(trapèze line)을 선보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년 군에 징집되기까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표1960

하였다.

년 월 이브 생 로랑은 피에르 베르제와 함1961 12

께 이브 생 로랑 쿠튀르 하우스를 열고 자신만의,

개성과 유니크함으로 그만의 세계를 펼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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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년부터 년까지 오트 쿠튀르 컬렉션. 1962 2002

에서 선보인 그의 스타일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먼,

저 년부터 년까지 그는 스트리트 문화와1962 1969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며 몬드리안 룩 스모킹 그리,

고 사파리 룩 등 혁신적 스타일을 발표했다.

년대를 회고하는 사회의 리바이벌운동이’20-’30

시작된 년부터 년까지는 년대의1970 1978 ’20-’40

레트로 감각과 러시아 지중해 중국 인도 등의 에, , ,

스닉 감각으로 판타지 룩들을 발표했다 특히 그가.

년에 접한1967 모로코의 마라케슈는 어린시절 알제

리와 환경이 유사한 곳으로써 어린 시절의 향수와

밝고 찬란했던 색채를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마라케.

슈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더 의식되는 특별한

컬러와 빛에서 시작된 색에 대한 열정과 영감이 이

브 생 로랑에게 기적같은 창조적 힘을 가능하게 한

감수성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년부터 년까지 그는 당시 사회문화에 나1979 1989

타난 패션에 대한 거부와 혁신의 방법으로 예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을 선보였(hommage)

고 마지막으로 년부터 그가 은퇴한 년까지1990 2002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고 자신만의 아이

덴티티를 유지하고자 이미 선보였던 자신의 작품들

에 대한 회고를 선보였다 그 후 년 이브 생 로. 2008

랑은 오랜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다.

이브 생 로랑의 아트 인스피레이션 배경2.

영 파워와 파리학생혁명1)

년대 프랑스는 전쟁의 박탈과 궁핍에서 여전1960

히 벗어나는 중이었다 사회와 경제가 활발히 발달.

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늘어난 젊은

이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즉 젊은 대들. 10

이 수입을 갖게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젊은 세대 중심의 영 파워가 형성(young generation)

되었다7) 이들은 획득한 경제권과 함께 기존의 가치.

에 저항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활기차고,

젊고 생동감 넘치는 시대를 이끌었다 즉 순수하게, . ,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상의 측면,

모두 에서 완벽한 대변동의 시기였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입어야 한다는 의식

들이 만연하게 되면서 그들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창조해 나갔다. 이는 교육기회의 증대와 연장으로

자아를 싹트게 하여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생기게 한 것이었다8). 이러한 패션혁명의 지배적인

특성이 젊은이들의 반란이 된 것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으로 젊은이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문화를 창

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응답할 수 있

는 두드러지고 단합된 그룹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었다9).

이것은 기성의 문화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그들만

의 생활양식과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고 젊은이,

들은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여 자아를 표출시키는

스트리트 패션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년 월 학생혁명이 일어났고1968 5 , 파리 디자이너들

은 젊은이들의 반란 패션을(youth quake) ‘yé y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스타일로fashion’

재창조하였다10).

파리는 학생혁명 이후 년이 지난 년까지도12 1980

여성들은 지배 관념 비구축적인 의상 미로써 추, ,

의 가능성이 다루어지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젠( )醜

더 의미를 경험하고 있 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브 생 로랑은 오늘날 스트리트는 부정적이고 더“ ,

럽고 바보스럽고 무엇보다 센스가 없다 나는 기이, .

한 것을 항상 싫어해왔는데 그것이 가장 심해진 것,

이 오늘날의 패션이다 년대 초반의 화려함과 흥. '70

분은 자발적이지만 가식적이지 않았다 지금의 패션.

은 그때의 것을 본받아야한다11) 고 당시의 패션에.”

대한 멸시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회문화

적인 분위기와 파리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거부와

혁신의 방법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오마주컬렉션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

하는 오트 쿠튀르의 패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

서 완벽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예술의 자유와 순수성의 지향2)

세기 예술현상을 지탱하고 있는 근원적인 가20 2

지 예술조류는 표현 분야에서의 순수성의 지향과‘ ’

우연성의 존중이었다 르네상스 이후 자연의 진실‘ ’ .

함과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어 점차 자연은 지배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고 만물을 낳은 창조자처럼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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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발달과 여기에 따른 기계.

문명의 진보로 자연의 권위에 대한 반발을 일으켜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려는

근원적인 요구가 일어났다 즉 현대미술은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추상형태를 창조하거나 의식하지 않

는 예술의 자율성과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다12).

들라크루아 가 회(Eugène Delacroix, 1798-1863) ‘

화에서 음악적인 것’13)이라고 지칭한 추상회화의 역

사를 살펴보면 제 차대전 전에는 주로 기하추상이2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술 작품에서 수.

학적인 모형의 명백성이 강조되었으며 현대 기술의,

발달이 도입되어 예술가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년대까지의 기하추상은 러시아의 구축1920

주의 운동과 데 스틸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년대에는 원과 사각형 추상, 1930 ‘ ’ ‘ -

창조 등의 추상 미술 집단에 의하여 기하추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제 차 세계대전. 1, 2

으로 합리주의에 관한 유토피아적 신념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에 관.

한 전반적 불신은 기하추상에 반발하는 비정형의 추

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제 차 세. 2

계대전 직후에는 비정형 추상이 추상 미술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깊은 주관성과 암시적인 주정.

주의가 넘치는 추상표현주의의 즉흥성 자발( ) ,主情

성 자동주의 기법에 의하여 전통적인 구성방식들이,

폐기되었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술가의 주관적인 자유가 되었다14).

특히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자

연으로부터 철저한 해방을 구사하고자 수직선과 수

평선에 의한 화면을 구성하고 여기에 빨강 파랑, ,

노랑색의 삼원색으로 색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폐,

쇄된 원보다 열려진 직선교차 형태를 사용하여 해방

과 자유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입체주의.

의 선구자인 피카소 는(Pablo Picasso, 1881-1973)

대상 속에 숨겨져 있는 기본 형태를 찾아 순수하게

그리고자 하였는데 이 본질은 자연의 본질이 아닌,

개성이었다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에서 생겨난.

기성개념의 배제와 비합리성의 추구를 취하는 경향

은 세계 속에 있는 존재를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려

는 사고였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상적인 사실위에.

어떤 현상이 있다는 의미로 구조적 본질적 보편성, ,

을 더욱 강조하였다15).

한편 순수예술과 기존가치에서 벗어난 팝아트는

점차 속되고 통속적인 키치 로 등장하였다, ‘ (kitsch)’ .

이처럼 기성개념의 배제와 비합리성을 지향하는 사

고가 강해지면서 세기 중후반기부터는 예술과 생20

활과의 경계가 없어지고 몰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액션페인팅처럼 관중과 대상의 경계가.

배제되고 과학과 예술의 협동으로 표현수단의 새로,

운 발견과 발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 장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한 수단일 뿐

이기 때문에 이성중심주의 권위주의의 폐쇄성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탈장르의 사고가 팽배하였다16) 반.

대로 현대의 과학기술에 지배를 받는 기능성을 초월

하여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움직임

도 나타났다.

이러한 예술의 조류와 더불어 년대에 파1970~80

리 아티스트들의 사망소식은(Gabrielle Chanel 1883

-1971, Pablo Picasso, Jean Cocteau 1889-1963,

예술과 교류가 깊었던Salvador Dali 1904-1989)

생 로랑에겐 오마주 컬렉션을 개최하게 되는 또 다

른 계기를 부여했다17).

이브 생 로랑의 앙투라지3) (entourage)18)

년대까지 파리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자 하1970

는 야망을 가진 디자이너들은 앙투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앙투라지는 아이텐티티와 지위의 강력함 그.

리고 권력을 행사하기위한 무기로써 형성되어 활동

하였다19) 파리패션에서 디자이너들의. 앙투라지는

오랜기간 지녀온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

클랭 은 생 로랑은 앙투라지에 의해(Michel Klein) “

서 접하는 것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20)고 하였다 이브 생 로랑.

은 앙투라지로부터 열정을 받거나 주었으며 그들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 동일한 욕망과 영감을 가졌다.

이브 생 로랑의 앙투라지는 년대 중반부터1960

작고 친밀했다 이는 클라라 세인트 가. (Clara Saint)

주체가 되어 모임의 멤버를 선별하였고 마고 폰테인

에서 앤디워홀까지 사회문화적으로(Magot Font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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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이 높고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생 로랑의 사업파트너이자 연인이었

던 피에르 베르제 그의 앤드로지니의 뮤즈였던 베,

티 카트로스 루루 드라 팔라즈(Betty Catroux),

를 비롯하여 디자이너 페르(Loulou de la Falaise)

난도 산체스 파블로 피카소의(Fernando Sánchez),

딸인 팔로마 피카소 샤토 가브리(Paloma Picasso),

엘 저택을 리뉴얼한 것을 계기로 연인된 자크 그란

지 마라케슈에서 히피문화를 접(Jacques Grange),

하게 해준 뮤즈 탈리타 제티 등이 주(Talita Getty)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다양한 예술 감각의.

소유자인 베르나르 뷔페 데이비드(Bernard Buffet),

호크니 프랑수아즈 사강(David Hockney), (Françoise

등과의 교류도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Sagan) .

이브 생 로랑 오트쿠튀르 컬렉션에.Ⅳ

표현된 아트 인스피레이션의 특성

다양한 예술장르를 패션에 도입1.

이브 생 로랑은 미술 문학작품에 패션을 도입하,

거나 패션의 주제이자 소재로 미술 문학작품들을,

차용하여 예술과 패션을 연결시켰다 그는 세기. 20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교류하며 복식에 다양한

예술장르를 도입했다.

먼저 그는 에 신조형주의 화가였던 몬드1965F/W

리안과 폴리아코프 의(Serge Poliakoff, 1900-1969)

작품을 패션으로 도입했다 그림< 1,2>21)22) 이를 두.

고 우먼즈웨어데일리는 생 로랑은 패션의 왕의 자“

리에 올랐다23) 고 썼다 미국 하퍼스 바자는 몬드리” .

안 드레스가 단정적인 추상성 신호 수신용 깃발, ,

평면화시킨 인체에 완벽하게 비례하도록 힘있는 흰

색 저지가 날카롭게 선을 그어주는 미래의 드레스라

고 설명했다24).

환락에 빠져 버린 부르주아들을 위해 옷을 만드는

데 지친 그는 사물의 본질과 작가의 개성을 중요시

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클래식한 프랑스의 완벽

함과 화려한 미 를 추구하는 그만의 아이덴티티( )美

와 혁신적 감각으로 패션에 예술을 도입하였다.

에 그는 팝아트에 영향을 받아 탐 워셀만1966FW

과 앤디 워홀(Tom Wesselman, 1931-2004) (Andy

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선보Warhol, 1928-1987)

였다 그림< 3>25) 이는 이브 생 로랑이 자신들의 꿈. ‘

을 성취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한 장’

콕토의 말처럼 당시 성행하던 팝아트를 패션에 접목

시키는 작업이었다.

년에는 프루스트1971 (Marcel Proust, 1871-

의 탄생 주년을 맞아 프루스트를 기념하는1922) 100

무도회 의상들을 에 발표했다1971FW . 프루스트가

무의식중에 지나는 일상생활의 내면에 숨겨진 귀중

한 자아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감성적인 낭만을 잘

표현하는 섬세한 지성의 정신을 잘 표현해냈기 때문

에 이브 생 로랑은 그를 좋아했다.

그후 그는 에1979FW 대상 속에 숨겨져 있는 기

본 형태를 찾아내 대상을 순수하게 개성으로 표현,

했던 입체주의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을 선보였다.

활기참과 성실성으로 가득한 입체주의 천재 화가라

고 생각하던 피카소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여성의

바디로 바꾸는 예술적인 즐거움으로 컬렉션을 발표

했다.

에 클래식한 명작문학에 열성적인 독자였1980FW

던 이브 생 로랑은 아폴리네르(Guilaume Apollinaire,

의 의 문자와 장 콕1880-1918) ‘Tout Terriblement' ,

토 아라공(Jean Cocteau), (Louis Aragon, 1897-

의 글들을 재킷에 장식하였다 그림1982) < 4,5>26)27).

여기에 인용된 문학적인 표현은 자신을 압도하고 있

는 비극적인 어두운 면들이 표출된 것이었다 또한.

세익스피어의 드라마틱한 서브텍스트 에서(subtext)

영감을 얻은 작품들도 선보였다.

이어 에는 에밀 졸라1981SS (Emile Zola, 1840-

가 개성적 기질에 의하여 파악된 자연1902) ‘ ’28)이라

고 언급한 인상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발표

하였다. 에는 자연을 해석하여 회화의 정신1981FW ‘

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자연을 노예처럼 베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29)하며 자유로운 작가의 주관 개,

성과 솔직하고 본능적인 격렬함 그리고 자율성을,

주장한 야수주의 화가 마티스(Henri Matisse,

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였다1869-1954)

그림< 6,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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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카소와 브라크 작품에서는 관람자가 화가

의 작품을 통해서 환영적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아야 한다는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혁신

적 특성32)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

로 그는 에 입체주의와 이성 과 감각의1988SS ( )理性

미묘한 조화를 최대로 중시하는 프랑스적 클래식함

이 풍기는 조르주 브라크(George Braque, 1882-

와 후기인상주의자 반 고흐1963) (Vincent van

에게 얻은 영감을 자신만의 감각Gogh, 1853-1890)

으로 재해석하여 발표하였다 그림< 8,9>33)34) 당시.

뉴욕타임즈는 패션과 예술의 결합이야말로 이브 생‘

로랑의 승리라고 찬사를 하였다’ 35) 이어 에. 1988FW

는 화려한 색채의 보나르(Pierre Bonnard, 1867-

의 회화 햇빛 비치는 테라스에서 영감을 얻1947) ‘ ’

어 압생트 그린에서 터쿼즈 핑크 블랙에 이르기까, ,

지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하여 미 와 쿠튀르의 장( )美

인정신에 놀람과 탄성을 자아냈다.

의 피날레는 르느아르2000FW (Auguste Renoir,

1841-1919)에게 영감을 얻은 작품이 등장했다 이.

는 상스 프라티크 실천적 감각 를(sens pratique : )

중요시하는 인간성이 현실을 성실하게 즐기는 정신

과 산다는 즐거움을 알고 민족조형의 정신을 길러온

프랑스인들의 사는 즐거움을 표현‘ ’ 36)했던 르느아르

와 이브 생 로랑이 추구하는 미학과도 일맥상통하였

기 때문이었다.

그는 순수예술과 문학가들에게 얻은 영감을 패션

으로 도입하는 것 외에도 년부터 많은 연극영, 1959 ․
화예술 작업을 했다 그는 롤랑 프티. (Roland Petit),

마르그리트 뒤아 와 콜래보레이션(Marguerite Duras)

작업을 많이 선보였고 그의 뮤즈였던 카트린느 드,

네브의 영화 의상을 전담하는 디자이너로도 이름을

알렸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 Cyrano de Bergerac>

는 롤랑 프티 가 안무하고 그의(1959) (Roland Petit)

아내인 지지 가 여주인공을 맡은 것(Zizi Jeanmaire)

으로 생 로랑이 롤랑프티와 예술적인 파트너십으로,

써 의상담당을 시작한 작품이었다 이후 블랙 타이. <

츠 지지 장마르 쇼: Black Tights>(1960), < : Zizi

롤랑프티의 발레Jeanmaire Show>(1961), < :

노트르담의 파리Ballets Roland Petit>(1962), < :

장미의 죽음Notre Dame de Paris>(1965), < : La

Rose Malade >(1973), <Revue ZiZi Jeanmaire>

등 롤랑 프티가 연출한 많은 작품들에서 생(1977)

로랑이 의상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마르그리트와.

의 온종일 숲속에서< : Des Journées Entières

를 시작으로 영국인 정부dans les Arbres>(1965) , <

인디아 송: L'Amante Anglaise>(1968), < : India

등을 작업하였다Song>(1975) .

그리고 그의 뮤즈였던 카트린느 드네브의 영화의

상을 맡아 아라베스크 세브< : Arabesque>(1966), <

린느 열애: Belle de Jour>(1967), < : La Chamade>

미시시피의 인어(1968), < : La Sirène du

등을 작업하였고 그녀와의 친분Mississippi>(1969) ,

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밖에는 핑크팬터. < : The

피가로의 결혼Pink Panther>(1963), < : The

그리고 장 콕토의 글을Marriage of Figaro>(1964)

바탕으로 한 몬스터 킹< : Les Monstres Sacrés>

쌍두 독수리(1966), < : The Eagle has Two

등 많은 작품들Heads>(1978), <Dear Liar>(1980)

이 생 로랑의 작업을 거쳐 황홀할 정도로 매력적인

의상들로 표현했다(ravishing) .

그의 연극영화의상들은 그의 컬렉션을 위해서도․
중요한 디자인의 원천이 되었다 년대 로맨틱한. 1980

스타일의 브로케이드나 다마스크를 사용한 세익스피

어의 웨딩드레스와 러시안 드레스의 영향을 받은 화

려한 앙상블들은 연극영화의상에 대한 열정을 반영․
한 것이었다.

심플한 형태와 대담한 장식성2.

이브 생 로랑은 신조형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

등의 추상주의와 야수주의처럼 대상 속에 숨겨져있

는 기본 형태를 찾아 개성으로써 본질형태를 바라‘

보는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예술사조’ 37)에서 얻은

인스피레이션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통해 반영하여

심플한 실루엣의 대담한 장식성이 있는 패션으로 표

현했다. 리처드 마틴 은 년의(Richard Martin) 1966

한 인터뷰에서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는 시대“

를 압도하고 있던 플랫함의 패러다임으로써 몬드리

안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적인 의복을2

만들었다38) 라며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한 아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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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에서도 특히 생 로랑의 전시가 혁신적이며 비,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지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

였다. 이것은 생 로랑이 추상 작가들이 자연에서 이

탈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로 원색을 사용했던 경향을

패션에 도입시킨 탁월한 착상이었으며 이를 부각시,

키기 위해 심플한 슬리브리스의 직선적인 원피스로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순수미술의 반전과 대중적 통속이미

지를 통합시키면서 나타난 팝아트의 탐 워셀만에게

서 영감을 받아 선보인 팝아트컬렉션에서는 슬림하

고 단순한 실루엣의 미니 미디 롱 드레스로 그의, ,

작품을 강렬한 색채로서 태양 달 여성의 누드 입, , ,

술 등을 표현했다.

이후 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마주 컬렉션을 선1978

보인 생로랑은 피카소에게 영감받은 작품들을 선보

였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슬림한 상의와 로웨이.

스트라인의 벨형 개더스커트가 매치된 원피스인데,

여기에 부분적인 장식디테일로써 컬러풀한 모티프를

스커트위에 아플리케하여 장식했다 그림< 10>. 1980

년에는 아폴리네르 장콕도 엘자 트로이트 등의 글, ,

들을 모던한 재킷 투피스 등의 형태에 화려한 비즈,

와 자수장식으로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초현실주의적인 포인트를 선보였

다 브라크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은 롱 케이프 혹.

은 슬림한 롱드레이프 드레스의 어깨부분에 비둘기

그리고 극락새를 모티프로 화려한 조형적장식성을

포인트로 표현했다 그림 보나르의 회화 포도< 11>. ‘ ’

를 시퀸과 비즈 장식의 화려함을 단순한 재킷과 케

이프에 장식하기도 했다 그림 이러한 대담한< 12>.

장식성을 최고조로 선보인 것은 년에 고흐의1988

작품을 여시간 걸려서 만든 비즈와 자수 장식의670

재킷이었다.

의복에 표현된 장식성 외에도 이브 생 로랑은 많

은 작품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클래식하고 스

타일리시한 액세서리들을 이용하였다 그는 귀걸이. ,

커다란 금팔찌 긴 목걸이 자수품들 매혹(chunky), , ,

적인 토크(toque)39) 머리스카프 벨트 장갑 커다, , , ,

란 쿠튀르 장미와 리본 플라운스로 만든 튤 장식,

등40)을 통하여 의복을 아름답게 완성시켰다 그는.

특별한 액세서리에 대한 미적 감각을 컬렉션에 많이

첨가시켰다 예를 들면 그가 선호하는 코르슬렛. ,

벨트 앵클 플랫폼 신발 하이 힐 부츠(corselet) , , ,․
작은 모양의 숄더백 프린지장식의 숄 어두운 메탈, ,

을 사용한 커프스 팔찌와 귀걸이 필박스 모자,

베레모 목이 긴 장갑(pillbox hats), (berets),

명주나 털 등의 장식용 합사의 브레이드(gauntlet),

나 금은 장식 메탈로 된 태슬 브래이드 컬러브로( , ,

킹 뱀 가죽 감촉이나 큰 동물의 얼룩처럼 특징적),

인 요소 등으로 그의 디자인을 강조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 로랑에게 예술은,

삶 그 자체이자 산다는 것의 즐거움 현실을 즐기는,

정신이었으며 이는 그의 패션작업에 있어서도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년에 우아함이란. 1958

단순성이라고 말한바 있었다 그는 재단의 테크닉으.

로 탄생된 극단적인 단순성을 중요시했으며 여기에,

예술가와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을 정교하고 화려

한 색채 배합 대담한 장식성으로써 그만의 아트인,

스피레이션을 표현하였다 그의 화려한 색채감각은.

그의 영감의 원천이 된 모로코의 마라케슈 즉 지중,

해의 다채로운 화려함이 바탕이 되었다.

결 론.Ⅴ

이상과 같이 이브 생 로랑은 오트 쿠튀르 전통에

혁명을 가져오고 미술 영화 연극 퍼포먼스 문학, , , ,

등 다양한 범주의 아트 인스피레이션으로부터 개척

적이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그는 개방적.

이고 혁신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영 파워 그리고

예술의 자유와 순수성의 지향의 흐름속에서 고정관

념을 벗어나 개성을 추구하며 예술에서 영감을 얻어

오마주 컬렉션을 선보였다 여기에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그의 앙투라지로 인해 접하는 것들을 흡수해

서 섬세하고 시크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클래식한 명작문학을 선호했던 그는 프루스트에게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시크한 감성 세익스피어의‘ ’ ,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컬러와 문학의 재현

을 선보였고 아폴리네르 아라공 등의 텍스트를 통, ,

해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어두운 면 등을 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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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몬드리안< 1> ( )

구성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2( , , )’,

-http://www.fondation-pb-ysl.net
우 몬드리안 회화를 표현한 드레스( ) 1965F/W

-http://en.wikipedia.org/wiki/File:Mondrian_Comp
osition_II_in_Red,_Blue,_and_Yellow.jpg

그림< 2 좌 폴리아코프의 구성> ( ) ‘ ’

우 생 로랑의 드레스( ) 1965F/W

http://www.ludorff.com/ap/poliakoff/poliakoffe.ht
ml, Yves Saint Laurent Style EXHI.(De Young

Museum)

그림 좌중< 3> ( , ) Great American Nude 1965, 1962.

-http://www.artnet.com/Artists/ArtistHomePage.aspx?artist_id=17744&page_tab=Artworks

우 워셀만의 회화를 프린트로 표현한 드레스( ) 1965F/W -Yves Saint Laurent, p.82

그림 아라공의 엘자의 눈을 장식한 재킷< 4> ‘ ’ ,

1980F/W

-www.firstview.com/collection.php?id=941

그림 장 콕토의 글을 장식한 재킷 앞 뒤< 5> ( , )

1980F/W

-Yves Saint Laurent Style,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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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 마티스 패널< 6> ( ) ‘ ’ 1947中

-Matisse-a Second Life p. 182,
우 마티스에게 영감을 받은 이브닝 드레스( ) ,1981F/W

-Yves Saint Laurent Style, p. 181.

그림 좌 마티스 붉은색의 조화< 7> ( ) ‘ ’ ,1908中

우 마티스에게 영감을 받은 패치워크 이브닝( )

드레스 1981F/W

-Yves Saint Laurent/par Yves Saint Laurent, p.220.

그림 좌 루브르 앙리 세 방 천장에 그린< 8> ( ) 2

브라크의 새‘ ’ -1988S/S Braque, p. 45.
우 브라크의 새를 주제로 한 케이프( ) ‘ ’

-www.firstview.com/collection.php?id=94

그림 좌 고흐의 아이리스< 9> ( ) ‘ ’

-Vincent Van Gogh-Genius and Diaster, p.121.
우 이를 주제로 한 재킷( ) , 1988F/W

-Yves Saint Laurent Style, p.184.

그림 피카소 작품을< 10>

주제로한 피카소 드레스,

1979F/W -Yves Saint

Laurent p.68.

그림 브라크의 모티프를< 11>

주제로 한 이브닝드레스,

1988S/S -YSL Style EXHI. (De

Young Museum)

그림 보나르에게 영감을 받은 케이프< 12> ,

1988F/W

-www.firstview.com/collection.php?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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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에서는 야수주의 입체주의 화가들인 피카. ,

소 마티스 브라크 등에게서 얻은 인스피레이션을, ,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 대담한 장식성으로 그,

의 감각과 열정을 패션에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는.

예술에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것을 패션에 적극적으

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마주 컬렉션으로

표현하며 아트와 패션의 숭고한 융합을 보여주었‘ ’

다.

결국 그는 정치적 사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화제들

을 컬렉션의 컨셉으로 흡수 표출하여 시대의 흐름,

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래를 직시하고 시대가 원하는

정확하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이었

다 즉 이브 생 로랑이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창. ,

조할 수 있었던 조형의지는 관습과 틀에 박힌 것을

타파하며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모더니스트로서

순수성의 지향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화려함과 완벽함의 전통을 계승하는 클래식스타일

을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화려함( style) .舊

은 오히려 생 로랑에게 있어서는 그의 영감의 원천

이 된 모로코의 마라케슈 이미지인 지중해의 다채로

운 화려함의 표출이었다. 현대패션에서 아트 인스피

레이션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접근해가기 위해서

는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사례처럼 자신의 아이덴

티티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와 여기에 시

대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능력을 갖

추기 위한 회화 건축 문학 음악 무용 등 예술과, , , ,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감각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패션미학의 역할과.

학문적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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