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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eauty(美)’ is pursued by many women. It has been expressed through fashion which has be-
come more various as the society became wealthier. This phenomenon can also be found in the 
Salon Culture of the 17~18th Centuries and in the way that the free-style socialization without 
specific purposes began by women. Such 'salon culture' fashions have been reproduced in various 
methods by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as they met the trends or as they became the in-
spiration and source of ideas and were reinterpreted in various sty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udies and expression methods regarding that style's effects on con-
temporary fashion at a time when the women's salon culture fashion of the 17~18th Centuries is 
being naturally combined with or restructured to fit in with contemporary fash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stablish the concept of, and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lon fashion style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scholarly information and a direction for 
the fashion design market by establishing a database on the characteristics of both era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s of the contemporary fashion style and salon culture era. 
Moreover,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will be a helpful tool for new design develop-
ment to satisfy consumer needs, and in that the comparison analysis on the salon culture and 
contemporary fashion characteristics can be a useful tool to understand the fashions of both era. 
The study methods were, firs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o study the concepts and background 
of the salon culture. The second method was to setup a style analysis of a period of 4 years and 
collect visual data from internet fashion information web sites, such as collection book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Third, the analysis focused mainly on the results of the categorization of 
images with 20 fashion experts. Fourth, the details of the salon culture fashion style t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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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he most in contemporary fashion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zing culture during the economically 
abundant era of the 17~18th Centuries became the stepstool for women to enter a new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the salon and related 
literatur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lon culture fashion of the 17~18th Centuries, the 
changes were more significant in the details of the collars, necklines, sleeves, and robes, rather 
than in partial silhouette changes. It was found that the same fashion repeats in several-century 
intervals depending on the era changes; however, it has been reinterpreted newly based on con-
sumer preferences and era situations instead of being reused exactly. Therefore, this study will 
become scholarly and fundamental data to establish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the fash-
ion of the salon culture.

Key words: Baroque fashion(바로크 패션), salon culture(살롱문화), rococo fashion(로코코패션)

Ⅰ. 서론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패션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나타났으며, 완벽한

이상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형

태로 변모되며 표현되어왔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

(美)’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

들의 이상(理想)으로서 패션을 통해 표출되어 왔고,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더욱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

이 등장하였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대인 17~18세기의

살롱문화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이

패션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되어 나타났다.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던 살롱문화는 가정생활에 구

속된 여성들을 사회로 진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

으며 살롱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요인이 되었

다.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여성들의 외모에 대

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살롱문화 시대

의 패션을 더욱 화려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당시 살롱을 주도한 여성들이 입었던

패션은 그 시대의 유행을 선도할 만큼 한 시대의 패

션을 리드하기도 하였다. 이후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

은 로코코 양식으로 이어져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

향락과 방종의 에로틱한 패션스타일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겪은 살롱문화 시대

의 패션은 21세기 패션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개발에

영감의 원천이 되어줌과 동시에 당대 트렌드와 결합

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되거나 새로운 패션

트랜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에서는 09F/W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살롱문화가 성행했던 17~18세기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패션

보그(VOGUE) 2009년 2월호에 나타난 고현정의 화

보 컨셉 또한 유럽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패션 이

미지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바 있다. 2011년 7월에

‘한국경제’ 생활․문화면에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여성스러웠던 패션스타일로 18세기의

로코코 스타일이 꼽혔으며, 프릴, 러플 등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과 플로럴 무늬, 슈미즈 등 여성성을 부

각시킨 패션 스타일이 여성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1년 5월~8월

이상봉 디자이너는 화려한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살롱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바로크 로코코 스타

일의 드레스들을 재현하여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전

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렇듯 17~18세기의 화려했던 살롱문화 패션은

현대 패션에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나타나거나 재구

성됨으로써 현재의 패션 트랜드를 표현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형성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

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살롱문화 패션이 현대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와 표현 및 특

징에 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살롱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휘재1)의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살롱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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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당시 살롱의 사교문화를 비교, 고찰하였고,

김은아, 정흥숙, 김선화2)의 ‘17~18세기의 살롱문화

가 패션에 미친 영향’은 살롱문화에서 복식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살롱문화 패션스타

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살롱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살롱문화 시대 패

션스타일의 특징을 분석․정리하여 학문적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 살롱문화 시대와 현대 패션 스타일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시대 간의 특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패션시장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소

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살롱문화시대의 패션과 현

대 패션에 대한 특징의 비교 분석은 두 시대 패션의

이해를 위한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살롱의

개념 및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

난 살롱문화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맨틱

룩과 빅토리안 룩이 국내 트랜드와 결합하여 유행을

이끌기 시작한 2008~2011년까지 최근 4년간으로 연

구범위를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터넷

패션정보 사이트인 스타일 닷컴(www.style.com)과

삼성 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등을 중심

으로 컬렉션 화보집(Fashion Insight, Vogue, Fashion

New, Fashionbiz 등)의 시각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명을 통해 500여장의 컬렉션 사진 중

200장을 추출하여 이미지 분류를 실시한 결과를 중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현대 패션에 나타

난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 스타일이 가장 많이 표현

되어 나타난 디테일을 정리 분석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살롱의 개념
‘살롱’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서양풍의 객실

이나 응접실’을 뜻하며, 복수형의 `salons'은 상류 가정

의 객실에서 열리는 사교적인 집회인 ‘사교계’를 뜻한

다. 또 ‘살롱’은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인 `Salon'으

로 표기될 때는 미술전람회나 자동차 전시회 등의 의

미를 지니기도 하며, 다과점이나 미장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살롱’은

‘다방’이나 ‘양주집’ 정도로 간주되거나 옛날의 격조

높은 ‘기방’이나 사대부의 ‘사랑방’과 비교되기도 하며,

뷰티살롱이라 하여 미용실을 가리키기도 한다.3)

역사상 살롱의 개념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기원전

4~5세기 고대 그리스의 향연과, 아테네의 젊은 귀족

들의 스포츠 문화공간을 일컫는 육체적 놀이 공간이

라는 말에서 시작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살롱은 이

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에 있었던 ‘살로네

(salone)’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이탈리아

식 살롱(salons à l'italian)’이라 불려졌다.4) 그 후

17~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상류층을 통해 살롱의

개념이 비로소 명확해졌는데, 17세기 프랑스 상류사

회에서 ‘살롱’은 귀족과 문인들의 정기적인 사교모임

이란 의미로 쓰였으며, 미술계에서는 살아 있는 화가

나 조각가들의 연례 전람회를 의미했다.5) 또한 본래

프랑스에서의 살롱은 ‘왕정의 응접실’을 지칭하는 순

수한 공간적 개념으로 그 일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

다. 그러던 것이 1737년부터는 서서히 문학적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열린 미술 전시회’를 ‘살롱’으로

줄여 부르게 되었다. 18세기 중반에 와서는 계몽철학

자인 디드로(Diderot)가 자신의 미술평론집을 ‘살롱’

이라 칭하면서부터, 사교문화를 뜻하는 공간적 개념

의 살롱으로부터 문학적 개념의 살롱으로 의미가 전

환되었다.6) 1807년 마담 드 스탈(Madame de Staël)

의 소설 ‘코린(Corinne)’에서는 ‘아무런 군더더기 없이

대화를 위한 장’이라는 의미로 문학적 개념의 살롱이

언급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살롱은 앞서

살펴 본 17세기적 개념 즉 사교문화를 뜻하는 공간적

인 개념으로 회귀하였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쓰임에

따라 다과점이나 미장원과 같은 공간의 의미로도 함

께 나타났다.7) 다시 말해 18세기의 살롱문화는 최초

의 살롱문화가 지녔던 문화적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

던 것에 비해, 19~20세기의 살롱문화는 17세기의 살

롱문화가 지녔던 공간적 개념들이 변형되어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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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살롱문화

➡

17세기

살롱문화

➡

18세기

살롱문화

➡

19세기

살롱문화

➡

20세기 이후의

살롱문화

귀족 스포츠

문화의 개념

사교모임의 순수한

공간적

개념(전람회, 왕정

응접실을 지칭)

문화살롱,

미술전시회,

미술평론집,

사교모임의 장

+

문화적 개념

사교문화

+

전람회, 왕정

응접실을

지칭하는

공간적 개념

사교문화,

전람회, 왕정

응접실을 지칭하는

공간적 개념

+

파티적 개념

<표 1> 살롱문화 개념의 변천

것으로 나타났고, 20세기 이후 들어서는 살롱문화에

단순히 사교문화의 장을 일컫는 공간적 의미의 살롱

만이 아닌 파티적 요소가 점차 반영되어 왔다. 결론

적으로 살롱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게 변모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서 살롱의 개념은 이전의 다채로운

개념들이 융합, 종합된 모습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21세기적 살롱의 개념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였던 루이 14세의 ‘황금시대’와 18세기의 ‘로코코

시대’의 사교문화를 상기할 수 있다<표 Ⅱ-1>.

2. 살롱의 발생 배경
살롱은 기원전 4~5세기 고대 아테네 귀족들의 스

포츠문화에서 그 최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살

롱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664년 프랑

스에서였다. 17세기의 살롱은 과거 보수적인 시대 분

위기 속에서 남ㆍ여 귀족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광장을 지칭하

는 공간적 개념을 띄었으며, 이것이 후일 프랑스에서

‘살롱’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8) ‘대화의

광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전한 프랑스의 살롱은 이

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에 있었던 ‘살로네’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식 살롱’으로 불려졌

다. 이렇게 시작된 살롱은 궁중에서 귀족들을 중심으

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국왕은 신하들을 대동하여 참

석하였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지식인들 뿐 아니라 여

성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비교적 다양한 계

층이 살롱에서 사교문화를 즐겼다. 17세기에 들어서

면서 살롱은 프랑스 문화사 및 지성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변화를 맞아, 단순한 사교장이나 오락장 정도

가 아닌 남ㆍ여 및 신분 간의 벽을 깬 ‘대화’와 ‘토론

의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문학공간’으로서 문화

와 지성의 산실이자 중개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

었다.9) 이후 살롱은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사교로 진화하였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

문화와 함께 인본주의와 동화되면서 위력을 나타냈

다.10) 17~18세기 여성들에게는 기숙학교 수업과정

이외의 공식적인 고등교육에 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통하거나 살롱문화를 통해 차원 높은 교육문화에 접

근할 수밖에 없었다.11) 이처럼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

를 넓히기 위해 살롱을 찾게 되었고, 나아가 살롱이

신분적 차별을 넘어선 만남의 장소가 됨에 따라 여

성들은 살롱을 통하여 오랫동안 고착 되어왔던 여성

에게 불리한 사회적 규범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

었고 ‘여성해방의 자유공간’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넓

힐 수 있었다.12) 또한 귀부인들이 주역이 되어 지식

인과 귀족들이 모여 대화하는 장소로서 살롱은 ‘여성

의 왕국’ 이라고도 불렸다.13) 17세기 여성들은 살롱

에서 뿐만 아니라 극장 출입과 궁전의 사교모임 참

석 등을 통해 사교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며 성장해갔다. 이렇듯 17세기

여성의 역할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위상과 중

요성이 차츰 사회 전면에 부각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살롱을 주재하던 여성들을 ‘재녀(才女)’

또는 ‘프레시외즈(précieuse)’라 칭하기 시작했다. 재

녀들은 살롱의 객실을 문화계 명사들에게 개방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문학이나 도덕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과 작품 낭독 및 비평의 자리를 만드는 풍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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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롱문화를 만들어 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살롱

이 본격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 지위의

향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르네상스시기에 이탈리아

의 영향을 통해서였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르네

상스시기의 프랑스에서는 살롱에서 귀족과 일부 부

르주아들이 모여 사치와 여가를 즐기고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취미와 교양의 시대, 나아가 사교와 여인들

의 시대를 열어갔으며, 이는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프랑스에서 살롱과 살롱문화가 발달한 배경이 되었

다.14) 또한 18세기 살롱은 많은 손님을 초대하는 개

인의 집, 대화나 토론 장소, 회의 장소, 사교모임 등

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살롱은 귀부인

들이 주역이 되어 지식인과 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자 ‘여성의 왕국’이 되었으며, 정치가,

귀족, 성직자, 학자, 작가, 시인, 예술가, 관리, 법률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출입함으로써 ‘사교장’이

자 ‘공론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귀족의 생활양

식을 토대로 구축되었던 프랑스의 살롱은 작은 공간

을 통해 남녀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삶과 지혜를 창

출하는 사교 문화공간으로 더욱 발전해갔다.15)

Ⅲ.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과 현대 패션
1. 살롱문화 시대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 분석
살롱문화 시대에 패션의 유행은 사교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스페인의 영감을

받아 약간은 과시적이고 화려한 의상이 유행하였지

만 이후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의상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18세기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 호화스러운 궁

정 문화의 시대로서 유행을 따르기 시작한 부인들을

중심으로 살롱문화가 나타났다. 여성복에 있어서 아

름다운 낭만풍의 새로운 모드가 성행했고, 데콜타쥬

(décolletage)16)와 가는 허리, 풍만한 힙을 강조하고,

화려한 머리장식 등으로 치장하였으며 자신을 하나

의 예술 작품으로 의식하였다. 이렇듯 17~18세기의

패션은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패션의 근본적인 변화가 실루엣보다는 디테

일의 변화17)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스타일을, 변화와 특징이 두드

러지게 표현된 부분인 디테일을 중심으로 스커트, 네

크라인, 슬리브, 칼라, 세부장식으로 분석하였다. 18

세기는 칼라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없어 네크라인

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복식에서의 여성 패션 스

타일을 분석함에 있어 팬츠는 배제하였다.

1) 17세기 살롱문화 패션의 특징

17세기 바로크 패션의 특징은 균형의 파괴에서 오

는 부조화와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감정의 표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진 바

로크는 궁정양식으로서 풍부한 활력, 힘찬 움직임,

강렬한 감정,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현실주의

적인 경향, 변화와 균형이 파괴된 데서 오는 황당무

계함 등을 문화적 특징으로 갖고 있다. 비록 장식 과

잉으로 인한 복잡함 때문에 장식의 배치가 세련된

감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기묘하고 생동

감이 넘쳤으며, 다양한 색과 곡선의 사용으로 바로크

특유의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18)

(1) 스커트

17세기 초의 스커트 형태는 스페인식이나 프랑스식

파딩게일(farthingale)을 스커트 속에 받쳐 입었던 것

으로,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였던 원추형, 원통

형<그림 1> 등의 형태가 공존하였다. 원통형에는 스커

트 허리선에 탈부착식의 페플럼(peplum)이 수평으로

붙어 있어 스커트의 실루엣을 만들었으며, 스커트를

바디스에 붙여서 원피스 형태로 된 것과 분리된 두

가지의 스커트 형태를 사용하였다.19) 1620년대 이후

부터는 스커트를 뻗치게 하는 후프(hoof)를 속에 받쳐

입지 않아 자연스러운 스커트의 실루엣<그림 2>을 이

루었으며, 앞 중심이 터져있는 스커트는 속에 입는 페

티코트가 보이게 되므로, 페티는 겉 스커트보다 고급

옷감으로 하거나 밝고 화려한 색으로 만들었으며, 스

커트의 겉감과 안감의 배색을 흰색과 초록, 황색과 빨

강, 검정과 황금색 꽃무늬로 매치했었다.20) 1650년대

에 와서는 다시 프랑스의 귀족계급의 영향으로 스커

트를 넓게 부풀렸고<그림 3> 스커트 길이가 길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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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추형, 원통형의 버팀대

- 서양복식문화사, p. 178.

<그림 2> 후프가 없어진

후 자연스러운 스커트

실루엣(1635)

- 서양복식사, p. 185.

<그림 3> 다시 부풀려진

스커트(1655)

- 서양식문화사,

p. 209.

<그림 4> 버슬스타일의

스커트 실루엣

- 서양복식문화사,

p. 213.

<그림 5> 데꼴데 된 네크라인

-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6> 데꼴데 된 네크라인

- 서양복식문화사, p. 209.

<그림 7> 레이스장식을 한 네크라인

- 서양복식문화사, p. 213.

며, 1670년대에는 길어진 스커트 자락을 트레인으로

길게 끌리게 하거나 뒷중심으로 하여 끌어올려 드레

이프 시키는 버슬 스타일<그림 4>처럼 나왔다.

(2) 네크라인

17세기 초기에는 16세기의 칼라들이 다른 형태의

칼라들과 유행하여서 네크라인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이후 1650년에는 네크라인이 다시 데꼴데(décolleté)

<그림 5> 되어 어깨와 가슴을 드러내는 U형, V형으

로 옷깃을 넓고 깊게 파서 노출된 부분을 레이스가

달린 속옷으로 가리거나 목둘레는 얇은 천, 레이스,

프릴을 달아 호화로운 장식<그림 6>,<그림 7> 을 하

였다. 네크라인이 데꼴데 되면서부터 앞에 유행하였

던 칼라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21)

(3) 슬리브

슬리브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볼륨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초기에는 르네상스의 취향이

섞어져서, 과장되었던 어깨는 조금씩 축소되고 가늘고

긴 형태의 슬리브, 레이스나 턴 백 커프스(turn back

cuffs)<그림 9>가 달리는 슬리브, 중간 중간을 묶어

서 장식한 슬리브 등 중기에 와서는 슬리브길이가

팔꿈치 길이로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하여 커프스가

없고 프릴이 달리는 슬리브<그림 12>가 유행하였다.

슬리브의 종류로는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그

림 8>,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

<그림 10>, 타이트 슬리브(tight sleeve), 풀 케이프

슬리브(full cape sleeve), 마메룩 슬리브(mameluce

sleeve), 비라고 슬리브(virago sleeve)등 여러 가지

종류의 슬리브가 나타났다.22)

(4) 칼라

17세기 초 칼라의 모양은 16세기의 러프 칼라가

다른 형태와 크기의 칼라와 함께 유행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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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레이스나 턴

백 커프스

- 서양복식문화사,

p. 208.

<그림 9>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 서양복식문화사,

p. 211.

<그림 10> 슬리브 중간

중간을 묶어서 장식한

슬리브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11> 짧아지는

형태로 변화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12> 길이가

짧아지고 프릴이 달린

슬리브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13> 둥근

바퀴모양의 러프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14> 타원형의

러프

- 서양복식사,

p. 186.

<그림 15> 위스크 칼라

- 서양복식사,

p. 186.

<그림 16> 플랫칼라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17> 폴링밴드

칼라

- http://www.samsung

design.net

모양으로 바뀌었다. 둥근 바퀴모양이었던 러프<그림

13>가 긴 타원형의 러프<그림 14>와 부채살 모양의

위스크 칼라(Whisk collar)<그림 15>, 주름 없이 어

깨를 내려덮는 플랫칼라(flat collar)<그림 16>, 폴링

밴드 칼라<그림 17> 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초기 이

후 중기를 지나 후기로 갈수록 네크라인의 데꼴데

현상으로 칼라의 변화는 점점 없어졌다.23)

(5) 세부장식

그 밖의 디테일에는 리본다발, 보석단추, 레이스

금은으로 장식하였고, 목과 어깨를 깊이 드러낸 드레

스는 스카프, 삼각형의 숄, 레이스로 된 천으로 가리

고 데꼴데 한 의복에는 항상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

였다. 화장품과 애교점, 걷거나 말을 탈 때 착용하는

마스크, 비단으로 덮어 만든 단춧구멍에 꽂는 화려하

고 다채로운 꽃, 남자의 재킷 포켓에 손수건을 꽂는

것, 담배 케이스, 장식이 화려한 머리빗, 목에 두르는

토시, 가발, 부채, 중국풍의 파라솔, 리본다발 장식,

파우더, 입술연지 등 새로운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등

장하여 유행하였다.24)

2) 18세기 살롱문화 패션의 특징

로코코는 바로크시대의 웅장한 화려함에서 섬세하

고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위용을 과

시하던 것들이 유연해지고 권세에 눌려있던 인간의

감정이 자유롭게 밖으로 표출되었던 시기이다. 본래

‘로코코’는 당시 귀족사회의 생활을 미화하기 위해

고안되어 쓰이던 말로, ‘로카유(Rocaille)’와 ‘코카유

(Coquille)’의 두 단어가 합성되어 이루어진‘로코코’라

는 단어는 ‘자갈’과 ‘조개껍데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로코코양식은 외형상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장식

의 개념에 치중한 양식의 개념으로 정착화 되었다.

이 시기는 프랑스의 복식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대로

여성복식에서는 로코코 예술 양식과 같이 리드미컬

한 곡선과, 밝고 화려하며 세련된 귀족미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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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파니에와

페티코트

- 서양복식문화사,

p. 254.

<그림 19> 와토 가운을

입은 여인

-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ast, p. 245.

<그림 20> 로브 아라

폴로네즈

- 서양복식문화사,

p. 246.

<그림 21> 로브 아라

카라코

- 서양복식문화사,

p. 248.

<그림 22> 슈미즈 아라 랜느

-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23> 데콜테 네크라인

- 서양복식문화사, p. 254.

<그림 24> 직물 목걸이

- http://www.samsungdesign.net

하여 매우 화려한 복식의 형태를 이루었다.25)

(1) 스커트

18세기 초 여성 복식에서 스커트 스타일은 17세기

말의 버슬 스타일이 이어졌으며 1720년부터는 둥근

후프가 다시 등장하여 스커트가 종과 같은 실루엣으

로 다시 돌아왔다. 1740년에는 파니에(panier)<그림

18>의 등장으로 앞뒤가 납작하고 양옆으로 넓게 퍼

지는 스타일이 채택되었으며 편리함과 실용성을 목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파니에는 점차적으로 크기

가 거대해져 두 사람이 함께 의자에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몸을 옆으로 돌려 문을 들어가야 할 만

큼 스커트의 폭이 넓어졌으며, 후에는 양옆으로 접는

식의 파니에도 등장하였다.26) 이는 개방형(open)과

폐쇄형(closed)으로 구분되었고 개방형 스타일은 스

커트의 앞부분에 V자형의 갈라진 틈이 있어 속에 입

는 퀼팅이나 자수가 놓여진 페티코트가 보여 스커트

자체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27) 대표적인 스커트

스타일은 부풀림 정도, 위치, 형태 등에 따라 와토

가운(Watteau Gown)<그림 19>, 로브 아라 폴로네즈

(Robe à la polonaise)<그림 20>, 로브 아라 카라코

(Robe à la caraco)<그림 21>, 슈미즈 아라 랜느

(Chemise à la Reine)<그림 22>유형28) 등으로 분류

된다.

(2) 네크라인 & 칼라

바로크시대에서부터 목이 드러나기 시작한 데꼴데

네크라인은 18세기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며, 더 깊게

파이고 리본, 프릴, 레이스 장식으로 17세기보다 화

려해진 데콜테 네크라인<그림 23>으로 변화되었다.

깊게 파인 데콜타쥬에는 목에 레이스, 리본, 끈<그림

24>으로 된 직물 목걸이를 즐겨 착용하였으며, 데꼴

데 네크라인이 유행하면서 칼라 모양의 변화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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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앙가장뜨모양의 슬리브

- 서양복식문화사, p. 244.

<그림 26> 사봇슬리브

-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27> 2단 파고다슬리브

-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26> 세시벨트

- http://www.samsung

design.net

<그림 29> 와토 플리츠,

- 서양복식문화사,

p. 245.

<그림 30> 직물목걸이,

- 서양복식문화사,

p. 247.

<그림 31> 팰리스

-http://www.samsung

design.net

(3) 슬리브

18세기 슬리브의 변화를 살펴보면 17세기와 같은

길이로 이어졌으나 점차 슬리브통이 좁아지는 형태

로 레이스와 프릴을 달아 더욱 화려해졌다. 대표적인

슬리브로는 레이스, 러플, 리본 등으로 장식한 앙가

장뜨(engageantes)<그림 25> 모양의 슬리브가 있다.

이는 팔꿈치에서부터 레이스나 얇고 부드러운 직물

을 3~4겹의 층으로 겹쳐서 만든 리본이나 꽃 등으

로 슬리브 끝을 장식한 것이다.30) 그리고 바로크 후

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봇 슬리브(sabot sleeve)

<그림 26>과 파고다 슬리브(pagoda sleeve)<그림 27>

등이 있다.

(4) 세부장식

그 밖의 디테일로는 부드러운 천을 주름지게 하여

허리에 맨 띠를 가리키는 세시벨트(sash belt)<그림 28>

와 등판 뒤에서 풍성하게 맞주름이 잡힌 와토의 플리츠

<그림 29>, 꽃을 엮거나 부드러운 직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직물 목걸이<그림 30>31), 케이프 형태의 외투로

플랫 칼라나 후드가 달린 형태의 펠리스(pelisse)<그림

31>, 리본, 꽃, 로제트(rosette) 등이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살롱패션 스타일에
대한 분석

패션에서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

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적,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의복이라는 조형요소로 표현

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복고는 시대

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

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과거

적 요소는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여 인용, 재

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32)

현대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복식이나

유럽의 전성기였던 바로크, 로코코 등의 화려하고 귀

족적인 의상의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독창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화하고 있다.33)

즉 과거에 풍미했던 실루엣이나 다양한 디테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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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추형, 원통형

버팀대의 응용

Barbie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33> 후프가 없는

자연스러운 스타일 응용

Christian Lacroix

2009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34> 속의 패티코트가

보이는 형태 응용

Oscar de la Renta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35> 버슬 스타일의

형태 응용 Christian Lacroix

2009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36> U형으로 데꼴데 된

네크라인 스타일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7> V형으로 데꼴데 된

네크라인 스타일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8> V형으로 데꼴데 된

네크라인에 프릴 장식으로 응용

Christian Lacroix 2009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새로운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과거와 현대가 적절

히 조화된 디자인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거 17~18세기 살롱문화시대 패션이 현대

패션에서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나타나거나 다시 재

구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패션이 현대패션에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함

으로써 두 시대의 패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

가 패션시장에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의 살롱패션 스타일 중 스커트에서는

초기의 스타일이었던 원추형, 원통형의 버팀대와 같은

모양의 구조적인 실루엣, 후프가 없는 자연스러운 실

루엣, 스커트 속의 패티코트가 보이는 스커트 스타일

이 많이 나타났다. 후반기의 트레인으로 길게 끌렸던

버슬 스타일은 드레스 종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네크라인에서는 데꼴데 된 네크라인으로 U형, V

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목둘레에 얇은 천이나

레이스, 프릴 등이 장식된 네크라인의 스타일도 많이

나타났다.

슬리브에서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응용한 슬

리브와, 슬리브의 중간 중간을 묶는 스타일이 슬리브

뿐만 아니라 스커트 밑단에 응용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칼라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스타일이 둥

근 바퀴모양의 러프칼라의 응용으로서, 칼라를 여러

겹으로 하여 목 부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응용

하여 나타났고, 플랫칼라와 폴링밴드 칼라의 응용 또

한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부장식은 특히 리본 장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목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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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0> 슬리브의 중간을 묶는 스타일

응용 Christian Lacroix

2009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1> 묶는 형태의 스타일을 스커트

밑단에 응용 Moschino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2> 러프 칼라의 응용

Chanel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3> 플랫 칼라의 응용

Christian Dior 2009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4> 폴링밴드 칼라의 응용

Christian Dior 20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5> 리본 장식

D & G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46> 목걸이 장식

Moschino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47> 프릴 장식

Barbie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48> 꽃 장식

Christian Dior 2010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식, 프릴, 꽃 장식, 토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18세기의 살롱패션 스타일 중 스커트에서는

개방형의 스커트가 변형된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로

브 아라 폴로네즈, 와토 가운, 슈미즈가 응용된 스타

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크라인은 17세기에서와 같이 데꼴데 된 네크라

인의 형태로 더욱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칼라 또한 17세기에서와 같이 플랫 칼

라의 응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슬리브에서는 점차로 슬리브통이 좁아지는 스타일

과 앙가장뜨의 변형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

으며, 슬리브의 장식 또한 얇고 부드러운 직물로 표

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밖의 세부장식에서는 부드러운 천으로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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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개방형 스커트

응용

Couture Dior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50> 로브 아라

포로네즈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51> 와토 가운 응용

Chanel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52> 슈미즈 응용

Dolce & Gabbana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53> 데꼴데

네크라인 응용

Christian Dior

2009 S/S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54> 데꼴데

네크라인 응용

Emilio Pucci

2010 S/S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55> 데꼴데

네크라인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F/W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56> 플랫 칼라

응용

Christian Dior

2008 F/W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57> 플랫 칼라

응용

Mcquee

2009 F/W

- http://www.firstview

korea.com

<그림 58> 슬리브통이 좁아지는 스타일

응용 Christian Dior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59> 앙가장뜨 슬리브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60> 샤롯 슬리브 응용

Chanel 2010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묶는 세시벨트의 활용과 케이프 형태의 외투가 나타났

으며, 리본과 꽃의 장식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위의 분석은 수집한 500여장의 사진자료를 패션

전문가 20인을 통하여 200장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살롱문화 시

대의 디테일 특징들로 분류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롱문화 시대의 디테일 가운데 먼저 17세기의 것

으로는 스커트, 네크라인, 슬리브, 칼라, 세부장식 중

에서 세부장식의 응용과 변화가 48%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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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스커트 네크라인 슬리브 칼라 장식적디테일

현대

패션에

표현된

17세기

살롱

스타일

Barbie

2009 F/W

Christian Lacroix

2008 F/W

Christian Lacroix

2009 S/S

Christian Dior

2009 S/S

Chanel

2009 F/W

Oscar de la Renta

2009 F/W

Christian Lacroix

2008 F/W

Christian Dior

2009 F/W

Christian Dior 2008

F/W

Moschino

2011 F/W

현대

패션에

표현된

18세기

살롱

스타일

Couture Dior

2009 F/W

Christian Dior

2009 S/S

Chanel

2010 S/S

Christian Dior

2008 F/W

Barbie

2009 F/W

D & G

2009 F/W

Emilio Pucci

2010 S/S

Christian Lacroix

2008F/W

Mcquee

2009 F/W

D & G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표 2> 현대패션에 표현된 살롱스타일 분석

<그림 61> 세시벨트 응용

Barbie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62> 케이프스타일 응용

D & G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63> 직물목걸이 응용

Christian Lacroix 2008 S/S

- http://www.firstviewkorea.

com

<그림 64> 리본과 꽃 응용

Zac Posen 2009 F/W

- http://www.firstviewkore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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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그 중 리본과 프릴이 네크라인과 슬리브

등 다양한 영역에 두루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22%의 비율을

보인 칼라로, 칼라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플랫칼라의

변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세 번째는 18%

를 차지하고 있는 슬리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리

브 중간 중간을 묶음으로 표현하던 것을 응용하여

팬츠와 스커트 중간을 묶어줌으로써 슬리브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연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크라인과 스커트는 12%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데꼴데 라인과 V네크라인, 스커트

의 볼륨 등이 형태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영역에 표

현되고 있었다.

18세기의 디테일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먼저 17세

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데꼴데 된 네크라인이

38%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두 번째는 31%를 차지한 슬리브의 활용으로

나타났는데 앙가장트 슬리브의 화려함을 슬리브와 바

지부리, 스커트와 재킷의 끝단 등에 많이 응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21%

를 차지한 장식적인 디테일은 직물목걸이의 변형과

활용으로 원피스, 재킷, 블라우스의 네크라인의 장식

용 액세서리로 많이 응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는 10%를 차지한 칼라와 스커트로 나

타났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살롱문화 시대의 스타일

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롱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적 대상이 아닌 개인

으로서의 여성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급하면서 여성

이 주도하는 문화를 탄생시켰다. 17~18세기의 경제

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에 귀족과 일부 부르주아들

은 사치와 여가를 즐기고 로코코 풍의 삶의 기쁨을

누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풍요로움은 취

미와 교양의 시대를 낳았으며, 사교문화의 발달은 살

롱과 살롱문화가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형성하였고,

이는 아울러 화려한 패션의 변화로 이어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7~18세기의 살롱문화 시대 패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루엣적인 부분의 변화보다는 디테일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17세기에서는 스커트,

네크라인, 슬리브, 칼라, 세부장식 디테일로 구분되어

나타났는데, 먼저 스커트는 1630년대부터 후프가 없

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후기에는 버슬

스타일이 되도록 끌어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네크라인은 어깨와 가슴을 드러내는 데콜타쥬로

나타났으며, U형, V형으로 파서 노출된 부분을 레이

스가 달린 속옷으로 가리거나 목둘레를 얇은 천과

레이스로 호화롭게 장식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으로 슬리브에서는 어깨가 조금씩 축소되고, 가늘고

긴 형태와, 슬리브 중간 중간을 묶어서 장식하거나

레이스나 턴 백 커프스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후기에

는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슬리브로

변화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또, 칼라에 있어서

는 타원형의 러프와 부채살 모양의 위스크 칼라, 주

름 없이 어깨를 내려 덮는 플랫칼라, 폴링 밴드 칼라

등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식적인 디테일에서는 다채로운 꽃, 장식이 화려한

머리빗, 목에 두르는 토시, 가발, 부채, 리본다발 장

식, 파우더, 입술연지 등 새로운 액세서리가 등장하

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18세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스커트는

앞면이 오픈되어 있고 걸치는 형태의 개방형 스커트

와 폐쇄형 스커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스커

트의 부풀림 정도, 위치, 형태 등에 따라 와토 가운,

로브 아라 폴로네즈, 로브 아라 카라코, 슈미즈 아라

랜 등의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네크라인

은 깊게 파인 데콜타쥬 된 목에 레이스나 리본 끈으

로 된 러플 장식을 즐겨 코디하였다. 슬리브는 점차

통이 좁아지는 형태로 레이스, 프릴 등을 이용하여

더욱 화려해졌다. 대표적인 슬리브로는 레이스, 러플,

리본 등으로 장식한 앙가장뜨 모양의 슬리브가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식적인 디테일로는

세시벨트, 와토의 플리츠, 직물 목걸이, 팰리스,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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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로젯 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현대 패션에 표현된 살롱문화 시대 패션의

특징들을 요소별로 분석해보면, 먼저 17세기는 스커

트, 네크라인, 슬리브, 칼라, 세부장식 디테일 중에서

세부장식의 응용과 변화가 48%, 칼라가 22%, 슬리

브가 18%, 그리고 네크라인과 스커트가 각각 12%의

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18세기의 디

테일적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로는 네크라인이 38%,

슬리브가 31%, 세부장식과 칼라가 각각 10%로 응용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리본, 프릴

장식의 응용과 데꼴데 된 네크라인의 변형이 현대

패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패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세기 전

의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일정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소비자 취향

에 맞게 변형되어 새롭게 재해석되어짐을 다시금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살롱문화 시대의 패션

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정립하는 학문적, 기초적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테일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패션 시장에서 디

자인 전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패션시장

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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