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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various Romantic styles appearing in modern fashion 
based upon the ‘Difference’ theory developed by Gilles Deleuze. A new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hanges of dress style based upon the ‘Difference’ theory derived from Deleuze’s theory and 
from his interpretations of paintings was developed. The characteristics that represent ‘difference’ 
in change of dress style are deformation and hybridization. They are derived from the Deleuze’s 
interpretations of ‘difference’ represented in the paintings by Bacon. The aesthetic values of the 
Romantic style in the 19th century dress are subordination, sensuality, and maternity.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omantic style dress are suppression of body, fixed form, volume, 
and ornamentati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omantic style that have appeared since 
1980s is analyzed according to deformation and hybridiza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formation caused by exaggeration or emphasis in the modern Romantic fashion creates change-
ability of the form, destruction of the 19th century style, volume, and ornamentation. Second, hy-
bridization by combining heterogeneous characteristic between times and genders (for example, 
the 19th century and modern times or masculinity and femininity) frees body from the dress and 
changes the dress silhouettes and ornamentation. Thus totally new and different Romantic style is 
created. The Romantic style in modern fashion changed into the appropriate style to the modern 
society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designer's will, postmodernism, changes of femininity and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n example of the Deleuze's ‘becom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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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디자인의 변화와 창조를 설

명하기 위해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차

이(difference)’ 이론을 고찰하고, 19세기 낭만주의 복

식양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여 이것

이 현대패션에서 변형과 혼성을 통해 어떻게 ‘차이’

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복식양식의 변화를

어떤 고정된 본질이나 근원의 반복성이나 주기성을

전제하지 않고, 탈중심적이며 비위계적인 다양화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것은 복식양식이 변화하여 본래

의 양식과는 상관없이 ‘시뮬라크르(simulacre)’로 다

양하게 창조되고 있는 현대패션을 이해한다는 점과

낭만주의 복식양식을 참고한 패션디자이너들의 독특

한 방식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위한 창조적 기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성․연속성이론과 들뢰

즈의 이론을 비교 고찰하여 그의 ‘차이’ 이론에 의한

복식양식의 변화를 해석하는 틀을 구성한다. 둘째,

들뢰즈의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회화해

석에서 나타난 ‘차이’의 표현방법에 근거하여 복식양

식의 변화에서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셋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각각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가치를

파악한다. 넷째, 1980년대 이후 패션에서 나타난 낭

만주의 양식을 ‘차이’의 표현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

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들뢰즈

의 ‘차이’ 이론과 회화해석, 복식양식의 개념과 복식

양식의 변화이론, 낭만주의 복식의 미적가치와 조형

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철학과 미학에 관한 저서

및 논문, 복식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서 및 논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을 해석하기 위해 패션관련 서적과 선

행 연구 논문에서 ‘로맨틱(romantic), ‘코르셋(corset)’,

‘크리놀린(crinoline)’, ‘버슬(bustle)’, ‘X실루엣(silhou-

ette)’, ‘1830년대부터 1880년대’의 용어가 언급된 실

례들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

다. 이때,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시기는 로맨

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이 유행했

던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로 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시기는 많은 패션디자이너

들이 역사적 양식으로부터 새로움을 창조했던 1980

년대 이후로 제한한다.

Ⅱ. 들뢰즈의 ‘차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식양식 변화 이론: 주기성․연속성 이론
주기성 이론은 복식양식의 변화를 서술하는데 있

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으로, 복식에서의 주기

성이란 한 가지 복식의 양식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

을 두고 재현되는 경향1)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연구

로는 영(Young)2), 크뢰버(Kroeber)3), 리처드슨과

크뢰버(Richardson & Kroeber)4), 구미지5) 등이 있

는데, 이들은 복식의 실루엣, 스커트길이와 너비, 허

리길이와 너비, 데꼴타주 깊이와 너비 등과 같은 동

일한 대상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난다

고 밝히고 있다. 주기성 이론은 복식양식이 유기체의

일생과 같이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법칙에 따라 일정

한 간격을 두고 변화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6)

이에 반해 연속성 이론은 하나의 예술작품은 개별

적인 것이 아닌 연속체의 일부로서 의미의 변화 없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연결된 해결(linked

solution)’로서 변화된다고 주장한 쿠블러(Kubler)7)와

브로드스키(Brodsky)8)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하나의 복식양식이 연속성의 관계 내에서 다양성으

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윤미9)와 함연자10)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을 연구한 결과,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양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동일한 근

본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대패

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은 동일한 미적가치라

는 강력한 근본적 통일성에 의해 고전주의 양식이라

는 근원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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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수많은 복식들은

근원적 모체로 상정된 어떤 하나의 것으로부터 변화

되는 복식양식의 위계적 질서에 따르는 분류 및 배

치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양식이 연속성의

관계 내에서 다양성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양식이 발

전됨에 따라 동화과정을 통해 이질적 요소는 제거되

어 원래 구조의 다양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연속

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불연속성은 이른 바

시간의 변화에 주목하여 복식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복식양식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2. 들뢰즈의 ‘차이’ 이론
들뢰즈는 플라톤(Platon, B.C.428~B.C.347)부터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

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동일의 철학, 즉 고정불변의

궁극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속성들을 배분하는 위계질서를 가지는 철학을

비판하고, ‘차이’의 철학을 주장한다. 플라톤 형이상

학의 세 가지 항인 이데아(idea), 복사물(copie), 시

뮬라크르를 보면 모든 개별자들의 모형이자 원인인

이데아는 저 스스로는 규정을 받지 않는 동일적인

것이고, 복사물은 이데아에 종속됨으로써 이성적 사

유의 대상이 되는 개별자로서 동일적인 것(이데아)

에 대한 개별자의 종속은 유사성을 통해서 보장받는

다. 이에 반해 시뮬라크르는 이데아와 유사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다.11) 플라톤에게 있어서 시뮬라

크르 개념은 이데아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비본질,

비유사성 위에 존립하는 이미지12)인 반면, 들뢰즈에

게 있어서 시뮬라크르는 모델의 본성이 두 번 제거

된 복사물이기보다는 전혀 다른 본성의 현상이다. 이

것은 모델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뛰어넘

어 새로운 자신의 공간을 창조해 가는 역동성과 자

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들뢰즈는 복사물이 이데아

에 가지는 차이, 혹은 복사물들 사이의 차이는 이데

아와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적 표상을 매개로 한 ‘차이’

이며, 이런 뜻에서 동일적인 개념(이데아)에 귀속되

어 있는 차이, 즉 ‘개념적 차이’라 한다. 반면에 원인

이자 근거로서의 동일성(개별자의 근거로서의 이데

아)과 이 동일적인 개념에의 개별자의 귀속을 표현

해주는 유사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존재자들(시뮬

라크르들) 사이의 차이는 ‘차이 자체’, ‘개념 없는 차

이’, ‘매개되지 않은 차이’ 라 한다.13) 들뢰즈에 있어

서 ‘차이’는 반복(répétition)의 조건이며, 반복은 ‘차

이’가 드러나는 형태로서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이다. 반복은 재현(représentation)에 대

립하며, 사물은 자신의 재현이 허물어지는 극단적

‘형상’으로 나아간다. 반복의 궁극적 요소는 ‘계속되

는 불일치’에 있다.14) 그러므로 모든 존재자들은 ‘차

이’의 반복을 통해 변화하고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

은 ‘-이다’가 아닌 ‘-이 되다’이며, 이는 곧 주체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되는 것(devenir, becoming)’이다.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의 귀착과 회귀를 거부하는 것

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차이가 반복되는 역동적 변이

가능성의 세계인 시뮬라크르의 세계를 사유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15)

이러한 들뢰즈의 ‘차이’ 이론은 복식양식이 여러

조건들에 의해 변화하여 본래의 고정된 정체성인 동

일성과 일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비체계적 ‘차이’들을 생성하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복식양식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즉, 복식

양식의 변화를 뿌리에서 가지로 뻗어가면서 모든 ‘차

이’를 위계질서 속에 포괄하는 나무16)가 아닌 뿌리와

짧은 줄기가 구별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과 지속적

으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리좀(rhizome)17)으로 설

명할 수 있다.

3. 들뢰즈의 ‘차이’ 이론에 의한 베이컨 회화

해석

들뢰즈는 프란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18)에서 회화는 ‘감
각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힘들을 보

이도록 하는 것이라 하고, 베이컨의 ‘형상(形象, la

figure)’을 통해서 설명한다. 형상은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 1924~1998)가 담론, 형상(Discours,
Figure)언급한 ‘형상적인 것(le figural)’과 직접 연

결되는 것으로 ‘구상적인 것(le figuratif)’과 대립되는

데, 구상적인 것이 재현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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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은 비재현적인 것을 의미한다. 베이컨의 형상

은 비재현적인 얼굴이며 신체인데, 이것은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감각의 표현’이다. 감각의 표현은 재

현주의와 반대로 ‘차이’의 논리인데, 재현이 고정적인

견해들을 반복하는 동일성의 논리에 따른다면, 감각

의 표현은 고정적인 견해를 파괴하는 ‘차이’의 논리

를 따른다. 들뢰즈는 회화와 철학에서 재현의 포기라

는 공통된 토대를 구축한다.19)

베이컨은 재현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아그람(dia-

gramme)’20)이라는 전략을 도입하는데, 그는 화폭에

우연적인 표시들을 하고, 어떤 부분은 쓸거나 문지르

고, 그 위에 여러 각도에서 물감을 뿌리기도 한다.

즉, 디아그람이란 비의미적이고 비재현적인 선들, 지

역들, 흔적들 그리고 얼룩들21)을 말한다. 디아그람은

들뢰즈의 관점에서 보면 감각의 영역을 나타내는 리

듬이 된다. 리듬은 감각의 본질이다. 이 리듬들은 두

뇌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이며, 이것이 바로

감각의 논리이다. 들뢰즈가 감각의 ‘논리’라고 표현하

고 있지만, 이 논리는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감각의 논리는 추

론의 일반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우발적인 것들의

논리를 의미한다. 우발적인 논리는 우발적인 것들의

생성과 ‘차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감각의 논리는 생

성의 논리 혹은 ‘차이’의 논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감각의 논리는 재현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동일성의

논리와 대립적이다.22)

베이컨은 수많은 전통 화가들의 작품과 사진, 일

러스트 등의 이미지를 참조하여 작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거장들의 자취는 원

본과는 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그림 1>23)에서 <미셸

래리스의 초상(Portrait of Michel Leiris)>(1976)와

<초상 습작(Study for Portrait)>(1976)는 래리스의

사진을 참조하여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초상화들

은 비대칭의 얼굴묘사와 천 조각으로 찍어서 효과를

낸 빗금무늬, 흰색 점선 등의 효과로 사진 속 래리스

와의 닮음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미셸 래리스의 초

상>에 표현된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과 <초상 습작>

에서 강조된 이마의 깊은 주름, 굳게 다물어진 입매

등의 구상적인 요소들을 통해 사진 속의 래리스보다

더 생생하게 인물에 대한 감정 즉 날카로운 지성인

으로서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24) 이것은 참조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참조한 이미지는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변형

(deformation)’되어25)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베이컨 회화의 이미지 왜곡은 우연성의 도입과 사

진 이미지의 변형이라는 제작 방식에서 기인하는데,

그 중에서 사진이라는 매체의 적극적 도입과 이미지

의 결합․변형은 베이컨 회화가 재현을 벗어나는 방

법에 있어 중요하다.26) <그림 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컨은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Velázquez, 1599~1660)가 그린 <교황인노켄티우스

10세(Pope Innocent X)>(1650)에서 영감을 얻어

1949년 무렵부터 20여 년에 걸쳐 약 45점 이상의 교

황 시리즈를 제작했는데, 그는 복제된 사진을 통해

교황의 이미지를 참조했다. 1953년에 제작된 베이컨

의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켄티우스의 초상 습작

(Study after Velazquez's Portrait of pope Inno-

cent)>(1953)에서 절규하는 듯한 교황의 이미지는 에

이젠슈타인(Sergei M. Eisenstein)의 영화 <전함 포

템킨(Battleship Potemkin)>의 사진에서 본 부상당한

유모의 공포와 고통으로 벌어진 입 모티프를 혼합한

것이었다.28) 이처럼 서로 다른 사실들의 뒤섞임, 즉

이질적인 각각의 개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

를 창조하는 것은 존재가 하나의 정체성에 고정되지

않고, 다른 것과 결합함으로써 존재의 가능성을 창조

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혼성은 모든

형식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엮으며, 새

로운 구성물 즉, ‘다른 것 -되기’이며 ‘차이’의 생성이

다. 베이컨 회화의 방법적 차이화로서 ‘혼성(hybridi-

zation)’는 매체를 불문한 자유로운 모티프의 차용과

혼합으로, 작품을 형성하는데 있어 창작의 필수 조건

이다. 베이컨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 혼성, 변형

된 결과로 인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동일성과 유사

성에 의한 재현이 아닌 ‘차이’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무한한 결합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변형과 혼성

- 51 -

<Michel Leiris>의

사진

<Portrait of Michel

Leiris>, (1976)

<Study for

Portrait>

(1978)

Velázquez, <Pope

Innocent X>(1650)

<Battleship

Potemkin>

(1925)의 사진

<Study after

Velazquez's Portrait

of pope

Innocent>(1953)

<그림 1> 변형에 의한 ‘차이’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의

이론적 재조명. 2005, p. 105.

<그림 2> 혼성에 의한 ‘차이’ 감각의 논리.

1995, p. 140.

4. 복식양식 변화 해석을 위한 ‘차이’ 이론의 틀
복식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

으로 베이컨 회화에서 나타난 ‘차이’의 표현 방법인

‘변형’과 ‘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변형은 베이

컨이 왜곡, 축소와 확대에 의한 과장, 우연적이고 즉

흥적인 표현기법, 지움, 일그러짐, 비틀림으로 신체를

변형하여 동물과 인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함으로써 동일성과 유사성에 의한 재현

이 아닌 ‘차이’를 표현하였다고 보는 들뢰즈의 시각

으로 복식양식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복

식을 회화와 같이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보아 본래

의 양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통해 새로

운 감각을 유발하는 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 복식의 정형화된 기준으로부터 벗

어나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는 현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조적 방법으로 변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복식양식의 변화에서 변형은 디자이너의 조형

의지를 포함한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 등과 같

은 변화된 여러 조건들을 드러내기 위해 본래 복식

양식을 왜곡하여 변형함으로써 ‘차이’를 표현한 것으

로 정의한다.

다음, 혼성은 베이컨의 회화의 방법적 차이화로서

나타난 이질적인 각각의 개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에 근거하여 복식양식의 변화

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복식에 있어서 혼성은 고

현진29), 양학미30), 이민선31), 최수아32) 등의 연구에

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여 조

합하는 것으로, ‘패러디(parody)’, ‘패스티쉬(pastiche)’,

‘콜라쥬(collage)’, ‘퓨전(fusion)’ 등의 기법이 있으며

현대패션의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개인은 확정적이며 상징적 의미보다는 혼성모방과

풍자를 이끄는 무질서한 패션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흥분과 충격, 새로움을 찾으며, 쾌를 느끼기 때문이

다.33) 본 연구에서 복식양식의 혼성은 이질적인 요소

를 혼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복식양식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질

적인 것과 혼합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

성을 창조하기 때문에 들뢰즈가 언급한 ‘다른것-되기’

의 예가 된다. 그러므로 복식양식의 변화에서 혼성은

본래의 복식양식과 이질성이 혼합하여 본래의 양식

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차이’를 표

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Ⅲ.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
1.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미적가치
19세기 유럽 사회는 남성 지배의 절정기로, 남성

우위의 시대에서 남성과 여성은 복식을 통해 명확히

차별화하였다. 여성의 복식은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코르셋은 유한계급의 상징으로, 적극적인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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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

종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34) 또한 어깨를 드러

낸 오프-더-숄더 라인(off-the-shoulder line)도 팔의

윗부분을 고정시킴으로써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속하여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소였다.35) 특히 여러 겹의 페티코트(petticoat), 크

리놀린, 버슬은 스타일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의복

의 무게 또한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거대한 부피와 무

거운 의복은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36) 베블렌(Thorstein Bunde Veblen, 1856~

1929)은 이러한 여성을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규정

하고, 여성은 남성에 대한 종속적 존재이면서 과시적

소비와 여가의 능력을 암시하는 ‘대리적 유한의 지표’

라고 하였다.37) 이처럼 당시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복

을 통해 남성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장식물로 예속

되었던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젊음과 아름

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남성이 직장

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교태와 미덕을 발휘해

야 했다.38) 그러므로 여성은 당시 유행했던 복식을

통해 관능적인 여성성을 강조해야했다. 코르셋은 가

는 허리를 강조하는데, 가는 허리는 가슴과 엉덩이의

풍만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여성의 성적인 부위

를 확연히 구별되게 함으로써 여성의 관능성을 표현

한다. 이러한 코르셋은 외적인 측면에서 관능성을 표

출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와 벗은 상태의 중

간 단계임을 상징하는 내적인 측면에서도 관능성을

표현했다.39) 크리놀린 스타일은 여성의 몸을 철저히

감싸 신체의 어떤 부위의 노출도 거부하였지만 실제

크리놀린은 흔들리는 풍선처럼 어느 쪽이든 조금 누

르면 금방 한쪽이 움직여 스커트가 올라가고 발과

다리를 노출되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노출은 여성의

몸의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남성들에게 복잡한 감정

을 품게 하였다. 흔들리는 크리놀린은 남성을 유혹하

는 도구였다.40) 이러한 크리놀린은 짧은 기간 안에

확대되면서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크게

유행하였는데, 크리놀린에 의한 하복부의 팽창은 여

성이 임신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냈다.41) 버슬스타일

은 버슬패드 혹은 금속틀로 된 버팀대를 착용하여

엉덩이 부위가 돌출되게 함으로써 곡선의 실루엣을

만들고, 리본이나 프릴 등의 장식을 덧붙임으로써 돌

출된 여성의 엉덩이를 더욱 강조하였다. 엉덩이는 그

크기나 형에 의해서 뿐 아니라 여성의 움직임에 따

라 좌우로 흔들려 더욱 강조되었다. 스미스(Bonnie

Smith)42)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가슴과 배가 이루는

구형을 여성의 본질적인 생식의 원형(reproductive

contours)으로 보고, 1870∼80년대 하이 웨이스트의

버슬 스타일은 그러한 구형이 뒤로 물러난 형태라고

설명한다. 즉, 버슬 스타일은 임신했을 때 커진 자궁

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버슬이 엉덩이

의 강조를 통해 생식능력이라는 여성의 일차적인 사

회적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19

세기 낭만주의 복식은 남성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 여성의 출산능력을 상

징하는 역할 등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여성의 역할

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복식에 나타난 미적가치는

종속성, 관능성, 모성성이다.

2.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
낭만주의 복식의 특징은 가는 허리와 길고 풍성한

스커트에 있는데, 이를 위해 당시 여성들은 코르셋,

페티코트와 크리놀린을 착용하였다. 코르셋은 흉강

(rip cage)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수많

은 질병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절의 가능성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상류층의

여자 아이들에게는 3-4세부터 입혀졌다.43) 코르셋으

로 조인 허리는 1840년대 이후 점점 커지는 스커트

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는데, 길고 풍성한 스커트 실

루엣을 위해 치마 속에 여러 겹의 페티코트를 착용

하였다. 심지어는 7개에 이르는 페티코트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여성의 허리가 지탱해야 하는

부피와 무게는 엄청났으며, 여성들은 피로로 쇠약하

게 되었다.44) 당시 여성들에게 권장되었던 것은 걷거

나 뛰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었

고,45) 복식은 거대한 무게와 부피로 인해 여성의 몸

과 활동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그

림 3>46)에서와 같이 심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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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 스타일의 특징은 두 삼각형의 정점이 허리

에서 결합되는 모양과 닮은 X자형 실루엣에 있다.

즉, 네크라인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어깨를 드러내고

소매의 윗부분을 풍성하게 부풀리고 허리는 가늘게

조였으며, 스커트는 버팀대를 사용하여 종 모양으로

부풀린 형태였다. 여기에 콜레트 칼라(collerette col-

lar)을 달고 주름이나 레이스(lace)를 허리와 소매 그리

고 스커트 등에 화려하게 장식하였다.47) 여기에는 스모

킹(smocking), 셔링(shirring), 루시(ruche), 턱(tuck),

플리츠(pleats), 오버랩핑(over wrapping), 아플리케

(applique), 자수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로

맨틱 스타일은 1850년대 들어서면서 과장되었던 상

체는 점차 작아지는 대신 스커트만을 한없이 부풀린

크리놀린 스타일<그림 4>48)로 변화되었다. 크리놀린

은 리넨과 말털을 넣어 짠 두껍고 뻣뻣한 천으로 만

들어졌다가 1856년에는 천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의

골조로만 조립되어졌다.49) 영국에서는 강철대신 딱딱

한 고무 테(hoop)를 끼워 만든 것이 발명되었고, 후

에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철사 테를 리본으로 엮어

만들어 아래 위로 수축이 가능한 형태가 고안되었

다.50) 여성들은 이러한 크리놀린을 착용하고도 그 위

에 한 두 개의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된 페티코트

스커트를 겹쳐 입어 스커트의 부피는 더욱 커졌는데,

1860년대로 가면서 그 크기는 극단적으로 커져 밑단

둘레가 914cm까지 되었다.51) 크리놀린 스타일의 복식

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은 1860년대 초 퍼킨(Perkin)

에 의한 애닐린(anilin)염료의 출현으로 담홍색과 같

은 적자주색 계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유제

니(Eugénie, 1826~1920) 황후의 레이스에 대한 애호

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사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레이스는 복식뿐만 아니라 소매, 모자, 케이프,

손수건, 양산 등에 까지 풍부하게 사용되었다.52) <그

림 5>53)에서 유제니와 주위 여성들은 파스텔 색상의

새틴과 레이스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서 우아하고 환

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유제니는 당시 여

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그녀의 패션은 많은 여성

들에게 영향을 끼쳤다.54)

페인(Blanche Payne)55)에 의하면 1870년대의 실

루엣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870년대

초반에 나타난 풍성한 스커트자락이 버슬에 의해 받

쳐진 ‘하이 버슬 high bustle’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1874년에 등장한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간 몸에 꼭

끼는 ‘퀴래스 바디스 cuirass bodice’ 스타일이며, 세

번째는 1877년에 나타난 가장 극단적인 스타일인 ‘바

디 컨셔스 body conscious’ 스타일이다. 1881년부터는

스커트의 엉덩이 부분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1884년에는 ‘워터폴 백 waterfall back’ 스타일이 나

왔는데, 이것은 허리 뒤부터 수평으로 무려 20-60cm

까지 돌출되었고 리본과 주름 장식으로 강조되었다.

<그림 6>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슬 스타일은 앞에

서 볼 때는 스커트가 다리에 일자형으로 밀착되는

형을 이룬 반면 뒷모습은 버슬에 의해 돌출되고 길

게 늘어진 스커트에 의해 h실루엣이 나타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몸’억압성, 정형성, 부피성, 장식성으

로, ‘몸’억압성은 어깨를 드러낸 오프-더-숄더 라인,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착용한 코르셋과 스커트

를 부풀리기 위해 착용한 페티코트, 크리놀린, 버슬의

크기와 무게 등에서 나타났다. 정형성은 데콜테

(decollete), 버사 칼라(bertha collar)나 펠레린(peler-

ine), 지고(gigots sleeve), 임베실(imbecile sleeve),

레그-오브 -머튼(leg-of-mutton sleeve)으로 넓어진

어깨,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 페티코트와 폭 넓어진

스커트에 의한 X실루엣과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 크

리놀린과 폭 넓어진 스커트에 의한 X실루엣과 코르

셋으로 조인 허리, 앞모습은 다리에 일자형으로 밀착

되고 뒷모습은 버슬에 의해 돌출되고 길게 늘어진

스커트에 의한 h실루엣에서 나타났다. 부피성은 풍성

하게 부풀려진 소매, 개더(gather)와 플리츠(pleats),

플라운스(flounce)로 부풀린 스커트, 페티코트, 크리

놀린, 버슬 등에서 나타났다. 장식성은 다양한 색상

의 고급 소재들과 디테일과 트리밍, 색상과 문양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페티코트, 언더스커트(under

skirt)와 오버스커트(over skirt)의 색상과 소재대비

등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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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몸 억압.

Costume. 1977, p. 126.

<그림 4> 거대한

부피. 20,000 Years of

Fashion.

1995, p. 375.

<그림 5> 화려한 장식.

서양의 복식문화. 1998, p. 286.

<그림 6> h-실루엣.

Fashion.

2005, p. 245.

Ⅳ. ‘차이’ 이론에 의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에 관한 해석

1. 변형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을 왜곡하여 새로운 복

식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변형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왜곡은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다. 왜곡은 미술에서 원

형과 그 표상 간에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

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다른 특징에 비해

강조되거나 과장되어 어떤 표현적인 특징을 부각시

키는데 이용되는데,57) 베이컨은 축소와 확대에 의한

과장,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표현기법, 지움, 일그러짐,

비틀림 등으로 신체의 이미지를 왜곡하였다. 여기에

서는 베이컨이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으

로 낭만주의 복식양식인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

타일, 버슬 스타일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나타난 것을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변형으로 해

석하였다.

갈리아노(John Galliano, 1960~)는 1998년 S/S컬

렉션에서 무려 2.7m의 거대한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그림 7>58). 이 드레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크리

놀린 스타일을 연상시키나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심

미적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그는 19세기 크리놀린 스

타일을 참조하면서 거대한 스커트의 부피는 더욱 과

장시키고, 화려한 색상과 디테일 과도한 장식은 절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냈다. 야마모토(Yohji

Yamamoto, 1943~)는 1986년 F/W 컬렉션에서 붉은

색의 오간자(organza)로 화려하게 장식된 검은색 드

레스<그림 8>59)를 발표했다. 이 드레스는 버슬을 연

상시키긴 하나,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감각적인

현대패션이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늘어뜨려진 오간자

의 퍼프(puff) 뭉치가 버슬과 드레이퍼리를 형성하였

던 무거운 직물의 스커트를 대신하고 있어, 아이러니

하게도 가벼운 부피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카와쿠보

(Rei Kawakubo, 1942~) 또한 1995년 F/W 컬렉션

에서 튤(tull)을 사용하여 극도로 가벼운 부피의 버슬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연분홍색의 아크릴 니

트 스웨터(acrylic knit sweater)와 자수 장식이 있는

긴 스커트를 디자인하였는데, 스커트는 가벼운 신소

재를 사용하여 엉덩이 부분만을 크게 과장하였다<그

림 9>60). 샬라얀(Hussein Chalayan, 1970~)은 2000

년 S/S 컬렉션에서 리모트 콘트롤(remote control)로

작동하는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이 드레스는 드레스

의 뒷부분과 양 옆의 날개부분이 열리고 닫히게 디

자인하였는데, <그림 10>61)에서와 같이 열리면 핑크

색 튤 뭉치가 드러나면서 19세기의 버슬을 연상케

하고, 닫히면 거품 같은 튤 뭉치는 다시 감추어지고

드레스는 비행기와 같은 외관이 된다. 그는 이 드레

스를 통해 몸과 중력, 기후, 비행, 무선전파, 스피드

와 같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의 관계를

표현하였다고 언급하였다.62) 다시 말하면, 샬라얀의

드레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리고 닫히는 움직

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힙과 버슬의 형태를 강조한

다. 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19세기 버슬 스타일

의 확정적인 실루엣을 왜곡함으로써 현대적 감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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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ior Haute Couture.

Extreme Beauty.

2001, pp. 126-127.

<그림 8> Yamamoto.

Extreme Beauty.

2001, p. 135.

<그림 9> Kawakubo.

Fashion.

2005, p. 645.

<그림 10> Chalayan.

Extreme Beauty.

2001, p. 134.

가변적인 형태의 복식을 창조한 것이다. 즉, 몸과 기

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 가능성과

미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갈리아노, 야마모토, 카와쿠보, 샬라얀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을 참조하여 변형함으로써

추상적인 미를 이끌어 내는 현대패션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외적형식을 과장하거나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이미지를 왜곡하였다. 즉, 낭만

주의 복식양식이 갖고 있는 실루엣과 디테일의 안정

된 시각적 균형과 질서를 깨뜨렸다. 이것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현대패션에서 변화된 여러 조건들 즉, 디자이

너의 조형의지, 포스트모던적 감각, 신소재, 기술 등

을 강하게 표현한다. 그 결과 현대패션에서는 탈정형

성, 부피성, 장식성이 나타났다.

2. 혼성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이 이질성과 혼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식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혼성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이질성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장에서 19세기는 부르주아 계급의 남성

들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여 남성을 생산영역에, 여

성을 가정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남녀의 위계구조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이분법적인 성별체계는 복식을

통해 구현되어 여성복식은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여

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이 19세기라는 시간적 개념

과 여성복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질성의 기준을

시간과 성으로 규정하여, 시간 혹은 남성성과 혼합하

여 새로운 형태의 복식양식을 창조한 것을 현대패션

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혼성으로 해석하였다.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1941~)는 1985

년 S/S컬렉션에서 ‘미니크리니 mini- crini’를 발표했

다. 이 드레스는 <그림 1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

이가 짧고, 접을 수 있는 후프를 사용하여 착용하기

에 편하다.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몸을 드러내

기 때문에 매우 섹시하다. 여기에 19세기 크리놀린에

내재하고 있는 다리의 은폐와 구속을 통한 남성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라는 의미는 재현되지 않고, 노출

을 통한 해방과 자유라는 그녀만의 새로운 감각이

표현되었다.64) 다시 말해 웨스트우드는 19세기의 크

리놀린스타일과 1960년대 미니스타일을 혼합하여 크

리놀린의 ‘몸’의 억압성과 거대한 부피성은 사라지게

하고, 미니의 ‘몸’의 자유와 최소의 부피성이 나타나

는 미니크리니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그

녀는 은폐와 노출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된 미니크리니를 통해 현대여성이 요구하는 움

직임의 자유로움과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웨스트우드는 ‘온 리버티(On liberty)’, ‘에로틱 존

(Erotic Zones)’, ‘비베 라 코코떼(Vive la Cocotte)’

에서 버슬을 이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는

데, 그녀는 과장된 실루엣을 형성하는 버슬을 이용하

여 여성적인 힘을 표현하였다. <그림 12>65)에서의

‘버슬 앙상블(bustle ensemble)’은 단단하게 패딩

(padding)된 쿠션(cushion)이 스커트의 뒷부분을 지



服飾 第60卷 7號

- 56 -

<그림 11> Westwood. Vivienne

Westwood, 1997, p. 38.

<그림 12> Westwood. Fashion

Designers, 2001, p. 204.

<그림 13> Gaultier. Fashion.

2005, p. 610.

지하고 있는데, 이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움직이는

모습은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19세

기의 버슬과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가 결합된

것으로, 버슬은 여성성을 의미하고, 테일러드 수트는

남성성을 의미한다. 그로브(Jane Grove)66)는 20세기

복식의 혁명중 하나는 성의 혁명으로서 여성이 남성

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

미지에 대해 도전한다고 하였다. 남성성의 기표인 테

일러드 수트는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인 복

식으로, 복식의 형태에서 볼 때 인체에 근접한 재단

을 통한 테일러링의 맞음새(fit)는 몸의 움직임을 명

료하게 드러낸다. 또한 테일러드 수트는 인체의 외곽

선을 명료하게 만들어 움직임의 조형적 미를 순수하

게 드러내며, 움직임을 위한 기능적인 라인과 단순성,

장식 없는 스타일로 합목적성을 추구한다.67) 그러므

로 웨스트우드는 버슬의 여성성과 테일러드 수트의

남성성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움

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인 복식을 창조함으로

써 현대의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장 폴 콜티에

(Jean Paul Gaultier, 1952~)는 1990년 S/S 컬렉션

에서 여성 코르셋을 사용하여 여성의 공격과 구속의

혼합된 감정을 표현하는 린드너(Richard Lindner,

1901~1978)의 작품으로 부터 영감을 받은 점프 수

트(jump suit)를 발표하였다<그림 13>68). 이것은 블

루(blue), 그린(gren), 오렌지(orange), 골든 브라운

(golden-brown) 색상의 타페타(taffeta), 라이크라

(lycra), 신축성 있는 셔링(elastic shirring), 블랙(black)

의 리본(ribbon)과 지퍼(zipper) 등이 사용되어 기능

적일 뿐만 아니라 꽤나 장식적인 캐쥬얼 웨어(casual

wear)로서, 19세기의 속옷인 코르셋과 현대 스포츠웨

어(sports wear)의 한 아이템인 핫팬츠(hot pants)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 건강과 합리적인 능

률을 추구하는 사회 풍조와 더불어 스포츠는 현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

고, 남성 전유물인 바지는 합리적이며 기능성을 충족

시키는 스타일이라는 이유로 인해 여성 스포츠 웨어

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69) 그러므로 콜티

에는 ‘몸’의 억압성을 의미하는 속옷인 코르셋과 합

리적이며 기능성을 의미하는 스포츠 웨어인 핫팬츠

를 결합하여 캐쥬얼 웨어인 점프 수트 라는 새로운

복식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서, 몸 자체의 기능에 충실하고 움직임

을 중시하는 복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혼성일 뿐만 아니라 속옷과 스포츠 웨어라는

상황의 혼성이다.

이와 같이 웨스트우드, 콜티에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시간․성에 따른 이질성을 혼합하여 현

대패션을 창조하였다. 즉, 크리놀린과 미니, 버슬과

테일러드 수트, 코르셋과 핫팬츠와 같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복식을 혼합하여 미니 크리니, 버슬 앙상블, 점

프 수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창조한 것이

다. 이것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

인 몸에 대한 억압성, 확정적이고 과장된 실루엣에

의한 정형성, 무겁고 거대한 부피성, 과잉장식성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이면서도 합

리적인 복식이다. 이것은 여성의 능동성과 건강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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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
‘차이’

방법
현대 패션의 낭만주의 양식

몸

억

압

성

․오프-더-숄더 라인

․허리를 가늘게 조인 코르셋

․페티코트․크리놀린․버슬의

크기와 무게

․뻣뻣하고 무거운 직물

변형

․

혼성

몸

자유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

․신축성 소재

․기능적인 스타일

․스커트 부피의 감소

정

형

성

․로맨틱․크리놀린 스타일의

과장된 X실루엣

․버슬 스타일의 과장된 h실루엣

‘차이’

요인

탈정

형성

․가변적인 실루엣

․합리적․기능적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부

피

성

․소매패드를 넣어 부풀린 소매

․페티코트․크리놀린․버슬

․개더․플리츠․플라운스로

부풀린 스커트

디자이너

의지

․

포스트

모더니즘

․

여성성의

변화

․

기술의

변화

부

피

성

․가볍고 비치는 소재의

페티코트․크리놀린․버슬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스커트

․첨단 기술로 부풀린 스커트

장

식

성

․화려한 색상의 고급 소재

․입체적인 디테일

․과다한 트리밍

․언더․오버스커트의 색상과

소재대비

장

식

성

․화려한 색상의 신소재

․매끈한 디테일

․기능적인 트리밍

․현대적인 자수와 바느질 기법

<그림 14>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성 변화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디자이너의 조형의지, 신

소재, 기술 등을 통해 변화된 여성성을 표현한다. 그

결과 현대패션에서는 ‘몸’의 자유, 탈정형성, 장식성

이 나타났다.

3. 종합적 논의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의 변형과 혼

성에 따른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낭만주의 복

식양식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 포스트모더니즘, 여

성성 개념의 변화, 기술 등과 같은 여러 조건들에 의

해 변화되어 예기치 못한 비체계적 ‘차이’들을 생성

하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원본’이 갖고 있는

여성미, 즉 남성에 대한 종속성, 남성을 유혹하기 위

한 관능성, 여성의 출산능력을 상징하는 모성성 등의

상징과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를 상실한 이미지, 의

미가 불확정한 기표들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조형적 특성

이 변형과 혼성에 의해 변화하여 현대패션에서 ‘차이’

로서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몸’ 억압성은 현대패션

에서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신축성 있는 소재의 사

용, 스커트 부피의 감소,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복

식이 창조됨에 따라 ‘몸’의 자유로 변화되었다. 둘째,

정형성은 현대패션에서 가변적인 실루엣, 미니 크리

니․버슬 앙상블․점프 수트와 같은 기능적이고 합

리적인 복식이 창조됨에 따라 탈정형성으로 변화되

었다. 셋째, 부피성은 현대패션에서 소매와 스커트의

부피가 감소되기도 하였으나, 가볍고 비치는 소재를

사용한 페티코트․크리놀린․버슬뿐만 아니라 가볍

고 부드러운 소재의 스커트, 첨단 기술로 부풀린 스

커트 등에서 가벼운 부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넷째,

장식성은 현대패션에서 입체적인 디테일과 과도한

트리밍의 사용은 절제되었으나, 화려한 색상의 신소

재, 매끈한 디테일, 기능적인 트리밍, 현대적인 자수

와 바느질 기법 등에서 나타났다.

요컨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은 포스트모던적

감각을 표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조형의지, 여성의

몸을 긍정하는 사고, 여성의 사회활동, 운동,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신소재와 구성법으로 인해 현대사회에 적

합한 여성의 복식으로 변화되었다. 낭만주의 복식양식

의 조형적 특성의 변화를 요약하면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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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식양식의 변화를 어떤 고정된 본

질이나 궁극적인 근원의 반복으로 설명하는 주기성

이론과 연속성 이론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의 재현

으로 보고, 들뢰즈의 이론을 고찰하여 복식양식이 여

러 조건들에 의해 본래의 고정된 동일성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예기치 못한 비체계적 ‘차이’들을 생성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구

성하였다. 또한 복식양식의 변화에서 ‘차이’를 표현하

는 방법으로 ‘변형’과 ‘혼성’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들뢰즈의 베이컨 회화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먼저,

‘변형’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를 포함한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 등과 같은 변화된 여러 조건들을 드

러내기 위해 본래의 복식양식을 왜곡하여 새로운 복

식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혼성’은 본래의 복식양식과 이질성을 혼합하여 본래

의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차이’

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차이’의 시각으로 복식양식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 시대의 역사적 양식으로서의 개

념을 넘어 현대패션에서 ‘시뮬라크르’로 다양하게 나

타나는 낭만주의 양식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

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과

각각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미적가치를 파악하

였다. 그 결과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과거로의 회귀, 다위니즘, 부르주

아 계급, 기술 등이며, 미적가치는 종속성, 관능성,

모성성으로 나타났고, 조형적 특성은 ‘몸’억압성, 정

형성, 부피성, 장식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은 현대패션에서

‘차이’들을 생성하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 변형

은 갈리아노, 야마모토, 카와쿠보, 샬라얀을 통해 나

타났는데, 이들은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외적형식을

과장하거나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이미지를 왜곡하였

다. 즉, 낭만주의 복식양식이 갖고 있는 실루엣과 디

테일의 안정된 시각적 균형과 질서를 깨뜨렸다. 이것

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으로부터 벗어나 현대패션에서 변화된 여러 조건들

즉, 디자이너의 조형의지, 포스트모던적 감각, 신소재,

기술 등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탈정형성, 부피

성, 장식성과 같은 조형적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혼

성은 웨스트우드, 콜티에를 통해 나타났는데, 이들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과 시간․성에 따른 이질

성을 혼합하여 현대패션을 창조하였다. 즉, 크리놀린

과 미니, 버슬과 테일러드 수트, 코르셋과 핫팬츠와

같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복식을 혼합하여 미니 크리

니, 버슬 앙상블, 점프 수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

양식의 조형적 특성인 몸에 대한 억압성, 확정적이고

과장된 실루엣에 의한 정형성, 무겁고 거대한 부피성,

과잉장식성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기

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복식이다. 이것은 여성의 능

동성과 건강미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디자이

너의 조형의지, 신소재, 기술 등을 통해 변화된 여성

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몸’의 자유, 탈정형성, 장식성

과 같은 조형적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낭만주의 양식은

변형과 혼성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복식으로 ‘-

되기’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예기치 못한 비체계적

‘차이’들이 생성되었는데,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

이 갖고 있는 여성미, 즉 남성에 대한 종속성, 남성

을 유혹하기 위한 관능성, 여성의 출산능력을 상징하

는 모성성 등의 상징과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를 상

실한 이미지, 의미가 불확정한 기표들의 조합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양식의 미적가

치를 재현하여 양식의 동일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

라 무한한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낭만주의 복식양식

의 사실적 재현과 무관한 그 자체의 순수한 시뮬라

크르로 부각되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추구하는 달

라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역

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

므로 복식양식의 변화는 본래 양식의 고정되고 한계

지워진 것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로써 복식양식의 변화를 새로운 복식양식의 창

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후속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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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차이’ 철학자들의 이론과 회화 해석을 통해

복식양식의 변화에서 ‘차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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