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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thesis aims to compare the representative costume patterns of the Chinese Qing dynasty 
and contemporary 18th century French costumes. As a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was 
perfor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tterns of the flowers, the birds and pagoda shown in 
Qing dynasty and Fr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hinese flower patterns used the em-
broidery technique for 3-step gradation colors to decorate flowers with less than 10 petals. Also, 
the forms of the flowers were large and simple in China. The flower patterns of the 18th cen-
tury France is more similar to those of Qing dynasty than to the traditional French flower 
patterns. They used the drawing technique for the gradation colors and completed the work by 
embroidery. In the case of bird patterns, the crane on menswear, and the phoenix on women’s 
wear were applied to signify the symbolic feature of the Chinese symbolism. On the other hand, 
those in France were used solely for the division of the gender. As a result the clear form of the 
birds in China contrasted with the unclear forms of birds in France. During the influx of man-
darine square to France from China, the application of crane and phoenix according to gender 
seems to be stressed emphatically without considering their symbolic meaning. In light of the pa-
goda pattern, Qing dynasty showed interest only in the form of pagoda, denoting the simple 
two-tier structure without detailed description. Whereas in France, the pagodas were three or 
four tiers, with gorgeous colors and much more detail than those of Qing dynasty. In conclusion, 
the main determinants of influences on the patterns of France from China would be forms, col-
ors, constructions and technique of embroidery, along with the disregard for symbolic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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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차이나(China, 中國, 支那)는 기원전 12세기 초 은

(殷)나라 시대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였

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동북

아시아는 물론 서유럽까지 수세기 동안 문화적인 교

류를 통해 중국풍(Chinism)이라는 독특한 취향을 만

들어 내었다.1)

16세기 이전 중국과 유럽의 물질적 접촉이 페르시

아인과 아랍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16세기 이후

에 미술적 접촉은 포르투갈인의 공헌이 컸다.2) 16세

기 초 포르투갈 인이 동인도를 침략하고 1557년 중

국의 마카오를 조차(租借)하여 극동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 제품, 즉 생사(生絲), 실크 새틴(satin),

자수, 도자기, 칠기를 비롯한 중국 공예품들이 포르

투갈 시장으로 유입되었다.3) 더욱이 이것이 영국, 프

랑스, 독일 각 나라로 수출되어 퍼져나가자 서구 유

럽인들의 중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4)

이때부터 등장한 단어 ‘시누아즈리(Chinoiserie)’는

프랑스어로 중국을 칭하는 시누와즈(Chinois)에서 유

래된 것으로 중국적인 모티브, 중국의 문화 또는 중

국적인 것의 사유, 예법, 사상 등과 같은 무형의 것

에서부터 조형, 미술, 예술양식 등 유형의 것까지를

포용하는 다변적,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5) 따

라서 시누아즈리는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 중국 지역

을 의미하지만 동양과 무역을 하면서 거치게 된 인

도, 터키, 중국 문화를 통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

었다. 로코코 시대에 유행한 중국복식 패션의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기만

하고 자신의 이국취향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그 지리

적 시대적 근원에 대해 무관심했던 로코코 유럽인들

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6)

17세기 무렵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화려하고 장엄

한 바로크 양식에 지쳐 있었다. 이 무렵 무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문물을 접하게 되

었고, 때마침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하자 로코코

양식과 더불어 동양의 양식이 풍미하였다.7) 로코코

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중국적 색채와 문양이 잘 맞

아 떨어진 결과 ‘시누아즈리’라는 새로운 양식이 탄

생하였고, 이는 18세기 중반까지 크게 유행하였다.8)

이처럼 18세기 프랑스의 로코코는 중국과의 문화교

류로 인해미술. 건축. 복식 등에 있어서 영향력과 함

께, 서로 깊은 상관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정흥숙의 ‘로코코 시대

의 프랑스 직물에 관한 신와즈리 영향에 관한 연구9)

등이 있고, 18세기 로코코복식과 시누아즈리에 관한

선행연구 중, 신주영의 ‘18세기 로코코 패션에 나타

난 시누아즈리10)’는 로코코 복식의 오리엔탈 룩과 시

누아즈리의 관계를 정리한 연구이다. 시누아즈리의

미적 형식과 직물에 관한 연구로는 김희선의 ‘18세기

프랑스의 프린트 직물에 관한 연구’11), 김양희의 ‘18

세기 프랑스 면직물 고찰’12), 김연화의 ‘시누아즈리의

모티브가 지닌 미적 형식과 재현 요소’13)와 18세기

직물을 중심으로 다룬 홍을미의 ‘Rococo의 직물 무늬

에 관한 연구’14), 이수자의 ‘18-19세기 불란서 직물의

꽃무늬에 관한 연구’15)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18세기 프랑스 복식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시적인 내용은 다루어져

있지만 복식에 나타난 세부적인 문양비교를 다룬 연

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18세기 프랑스 복식과 동 시대 중국 청

조 복식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프랑스 복식 문양에

나타난 중국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여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청조 복식이

프랑스 복식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동시대 청조(1644~1912)와 18세기 프랑스 복식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청조 복식과의 유사점을 찾

아 그 관련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의 자료는 복식사, 미술사, 문화사, 실물 도록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그리고 인터

넷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2차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

음을 밝혀 둔다. 연구의 범위는 시누아즈리의 경향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700년대 초부

터 1800년 무렵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청조

복식이 프랑스 복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양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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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통한 유럽 교류의 시작은 곧

중국과 유럽 물질문화의 접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고 할 수 있다.16) 동·서양을 이어준 기원전 고속도로

라 불리는 실크로드(Silk Road)는 고대 중국과 중앙

아시아, 유럽 각국 간에 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

역을 가능하게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

통로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前漢, B.C 206~A.D 25) 때로, 한 무제는

B.C 60년에 실크로드를 완전히 손에 넣었고, 이때부

터 중국 실크가 본격적으로 로마까지 팔려 나갔고

당시 물질적 접촉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실크였다.

영국 학자 자일즈(H. A. Giles)가 저술한 ‘중국과 중

국인’(China and Chinese)에서도 중국 문물ㆍ풍습과

고대 그리스와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17)

A.D 5~6세기에는 로마인이 직접적으로 동양과

무역을 할 수 없었고 이란인이 동·서 교통로를 독점

하다시피 해서, 8세기부터 12~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에 이르기 까지는 다시 아라비아인이 이를 대신하여,

중세시대 동·서의 교류는 어쩔 수 없이 이란인과 아

라비아인이 그 매개가 되었다.18)

중세에 접어들어 제지 기술의 전파는 중세 유럽의

암흑기를 밝혀 인쇄술의 발달과 지식 보급의 원동력

이 되었다.19) 역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기린,

사자와 같은 진귀한 동물과 호마(胡馬), 호두, 인도

의 후추, 깨, 유리 제작 기술 등이 전해졌다.20) 따라

서 실크로드는 상업적인 면뿐 아니라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

다.21)

13세기 초 몽골제국 시대부터 14~15세기 원말,

명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선교사, 상인, 외교 사절,

여행가,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동양을 방문하였고 기

행문을 출간하여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환상을 증폭

시켰다.22) 이러한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은 유럽인들

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폐쇄적인 중세 문화를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3) 특히 중국의 문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의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은 중국을 소

개하는 대표적인 여행기로, 14~15세기 유럽에서 크

게 유행하며 문예 부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

서가 되었다.24) 중국 취향은 17세기 내내 유럽 대륙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였고25)이는 유럽에 중국

의 문화가 긍정적으로 소개되는데 일조하였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시누아즈리 예술을 탄

생하게 한 것은 17세기를 기점으로 한 동인도 회사

를 통한 무역이었다.26) 17세기 초반에 영국이 유럽

및 극동 지역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동인

도 회사(East India Company)는 1600년 12월 31일

국왕 특허로 조직되어 독점적 무역기구로 발족하였

다.27)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동인도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동인도의 향료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28)

향료 이외에 동인도 회사의 주된 무역상품은 17세기

전반에는 후추와 향료가 주종 이었지만, 후반기부터

후추 등의 비율이 떨어지고 면과 견직물 비중이 늘

어났다.29) 1664년~1678년의 유럽 수입품 중 후추의

비율은 15~30%였고, 면과 견직물은 평균 60~70%

였고, 18세기가 되면서 후추는 7%이하로 축소되고

직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30) 18세기 중엽 이후

면(綿) 제품 무역이 점차 쇠퇴하고 중국 차(茶)가

주류를 이루게 되자, 차 무역에 소요되는 자본금 충

당을 위해 아편이 수출되었으며 이는 결국 아편전쟁

으로 이어졌다.31)

한편 유럽이 아시아와 중국에 수출한 것은 광폭

모직물, 얇은 모직물, 산호, 동, 철, 상아, 아연, 수은,

주석, 금, 은 등이었고, 중국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것은 도자기, 커피, 인디고, 후추, 명반, 실크

를 포함한 직물류, 녹차와 홍차였다.32) 이중에서 유

럽의 직물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도산

면제품인 캘리코(calico)를 들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지속적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인도 프린트 면직물

수입과 모방품의 생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33) 상점의 직물거래량이 1751년에는 면, 견, 모직

물 순으로 많았다가, 1761년에 이르러서는 면 프린트

직물을 주로 거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증가하여 매출총계 역시 3배에 가까이 급격한 증가

세를 보였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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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이후 프랑스 왕권의 절대화는 복식

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35) 프랑스 궁정의 세

습 귀족들은 그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외형적

미화에 치중하여 의복과 장신구 및 공예품, 가구 등

생활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장식 하였고, 이러한 취향

때문에 당시 이탈리아에서 성행하고 있던 바로크

(Baroque) 양식이 본격적인 발달을 보게 되었다.36)

태양왕(太陽王)이라 불리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사치의 예찬자로 우아한 예절을 좋아했고, 미술이나

그밖에 예술에 관심이 많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장식미술 등의 생활예술

에 있어 바로크 양식이 크게 발달 할 수 있는 토양

을 마련하였다.37)

프랑스의 루이 14세(1643~1715), 15세(1715~1774),

16세(1774~1792)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국은 만주족

이 세운 청(淸) 왕조(1644~1912)의 시대였다.38) 청

왕조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의 결혼은 금했으나 한족

관료들의 공직 진출은 허용하였으며, 공식 문서와 동

전, 인장에 만주어와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공용으

로 사용하였고, 중국 내에서 변방의 이방인이었던 만

주족(滿洲族)은 외국의 사상에 한족(漢族)보다 더

개방적 이었다.39) 청 왕실이 예수회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 꾸민 여름 궁전의 장식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였고, 궁정 화가들은 서구 회화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40)

이와 동시에 17세기 초 포르투갈 상인이 중국 예

술품을 유럽에 수입한 이래 프랑스의 역대 군주는

모두 중국 미술품을 애호했으며, 궁전에 매우 많은

미술품을 수집하였다.41) 1685년 태국(泰國, Siam)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태국 국

왕은 극동 미술품을 루이 14세 및 그의 왕족에게 헌

상하였는데, 이 헌상품은 사실 태국 왕실의 12가지

보물 중에서 선택 된 것들 이었다.42) 특히 중국의 예

술품, 즉 실크, 자수, 자기, 칠기, 회화 병풍 등은 가

장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루이 14세는 이러한 헌상품

에 크게 만족하여 그 일부를 왕족과 총신에게 하사

하게 되자 왕족과 총신 역시 중국 미술의 찬미자가

됨으로써,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열렬한 수집가

가 되었다.43) 베르사유 왕궁 뿐 아니라 각 처의 이궁

(離宮)에도 중국 미술의 진열실이 설치되었는데 그

안에 중국의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었다.44)

그 후 중국과 태국 사이에 외교 조약이 체결되어

프랑스 동인도회사(1664-1719)45)의 상선이 태국에

정박할 수 있게 되자 태국 시장의 모든 중국 예술품

이 프랑스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중국 주

재 프랑스 선교사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

의 제창으로 파리에 중국무역공사가 설립되었고, 이

공사는 1697년과 1701년에 앙피트리테(L’ Amphit-

rite) 상선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상품을 직접 프랑

스로 수입하였고, 이 때문에 프랑스 공예계가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의 통

상을 금지 시킬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46)

이렇듯 중국적 취미가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유행

하자 프랑스의 공예 미술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 미술품을 모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위조품

까지 만들어 이익을 도모하였다. 1700년 중국 미술

상인이 파리에서 상품전시회를 열자 한때 귀족부호

들이 쇄도하였고, 더욱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중국 취

미의 유행이 프랑스의 풍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47) 왕과 귀족들의 무도회에 중국 복식과 중국

음식이 등장하고, 여흥으로 ‘중국 국왕’이라는 연극이

공연되었다는 기록들은 유럽 귀족 문화에 중국 문화

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8)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런 변

화가 나타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있었지만, 정확한 지식

이나 근거 없이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부정적

이고, 왜곡되어 있었던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18세기

중엽이후 유럽에서 동양에 대한 지식이 증대하였

다.49) 이 지식은 식민지 침략에 의해, 또 이질성이나

비정상에 대한 인간의 흥미 증진과 더불어 민족학,

비교해부학, 문헌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발전에 응용

되었다.50) 1765년에서 1850년 사이 유럽에서는 학식

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동양의 사물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이룩한 것과 별도로 당시 저명한 시인, 수필

가, 철학자들에게 동양풍이 유행하였다.51) ‘동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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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모든 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열광을 뜻했고, 그

아시아적인 것이란 이국성, 신비성, 근본성과 연결되

었다.52) 이는 르네상스 최전성기에 나타났던 고대 그

리스와 로마에 대한 정열이 그대로 동양으로 바뀐

것이었다. 1829년에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

1802~1885)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가리켜, “루이 14

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 애호가였으나, 이

제는 모두 오리엔탈리스트이다.” 라고 한 것에 여실

히 나타난다.53) 이처럼 동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고, 로코코(Rococo)

양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시누아즈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인 파고다

(pagoda)는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국

건축의 상징이 되었다.54)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

에 있는 트리아농 궁전(1670년 건립)은 루이 14세의

연인인 마담 몽테스판(Madame de Montespan,

1640-1707)이 광택 나는 백색의 타일과 금박, 중국풍

의 실크 커튼을 기조로 세련되게 실내를 장식한 이

궁으로 중국풍 파고다를 정원에 장식하였다.55) 이후

각국의 궁전이나 별궁의 정원에 중국풍 파고다 및

정자가 세워졌고 실내장식 및 직물, 복식 등 모든 분

야에 시누아즈리 양식이 도입되었다.56)

시누아즈리의 문양에는 주로 중국인들의 생활모습,

인물, 풍경, 아이들이 노는 모습, 파고다 등이 주된

모티브로 애용되었다.57) 당시 직물에 나타난 시누아

즈리 양식은 다른 로코코 직물 무늬들과 함께 혼합

된 형태로 많이 디자인 되었고 당시의 주도적인 분

위기였던 경쾌함과 로코코 형식의 섬세한 아름다움

과도 조화를 이루었다.58) 이러한 시누아즈리 양식의

직물은 복식의 소재로 즐겨 사용되었는데 오늘날 유

럽이나 미국의 박물관의 실존 유물 복식이나 회화에

그려진 인물의 복식에서 시누아즈리 문양의 직물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59)

18세기 유럽에 등장한 시누아즈리는 이러한 경로

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와 유

럽의 문화가 교류된 결과이며, 중국의 문화가 서구에

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유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Ⅲ. 청조 복식이 프랑스 복식에
미친 영향

1. 복식
1) 청조 복식

17-18세기는 중국이 마지막 영광을 누린 시기로

왕조 구분에 따르면 청 왕조(1644~1912)에 해당되

며,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강건성세(康乾盛世)'라고

지칭 한다.60)

이 시기 청조에 상당수의 직물이 유럽으로 수출되

었고, 직물 센터가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곳

곳에 공장을 설립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었

다.61) 청조 자수는 아름답기로 유명하였고, 모티브로

스님들은 ‘팔길상(八吉詳)’을 상징하는 문양을, 유교

인 들은 ‘팔보(八寶)’를 상징하는 문양의 의복을 착

용하고, 도교인 들은 ‘팔장생(八長生)’의 의복을 입었

고, 후세에 와서 특히 수출용 의복에는 이러한 장식

과 상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62)

이 외에도 봉황(鳳凰)은 화려한 색상의 꼬리를 펄

럭이며 머리에는 두 개의 볏을 지니고 있는 상상의

새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자 음양의 상징이었다.63)

오리는 행복과 부부간의 금실을 상징하며, 소의 꼬리

를 지닌 사슴의 일종인 영양 기린(麒麟, 뿔을 지닌

말)은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상징을 갖고 있었으며,

용(龍)도 역시 중국에서 유래된 상상의 동물로 상서

로움을 상징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상징적인 문

양이 유행하였다.64)

청조의 모든 관복에는 <그림 1>65), <그림 2>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모, 포, 흉배를 기본으로 하였으

며, 이는 황제부터 문무백관, 일반평민에 이르기까지

같았다.67) 그러나 신분에 따라 옷감의 종류나 색상,

모자나 허리띠에 사용되는 장신구의 종류와 크기, 사

용되는 문양의 종류와 숫자 등을 달리하여 품계를

표시하였다.68)

청조 남성 복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식은 자수로

써, 관리의 계급을 나타내는 정사각형의 흉배(Man-

darin square)에 동물과 계급을 상징하는 여러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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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

황제의 초상

- Ladder to the

clouds, p. 128

<그림 2> 청 관리의 복식

- Ladder to the clouds, p. 94

<그림 3> 남성 복식

(1741~5)

- The Art of Dress, p. 127

<그림 4> 로브 볼랑트

(1731)

- Silk, p. 102

을 수놓았다.69) 이 사각형의 흉배는 중국 관리의 의

복에 관직을 표시하기 위해 앞뒤로 부착하였던 것인

데 주로 청 왕조 당시에 서유럽으로 수출되어 그 상

징과는 무관하게 서유럽인의 복식에 사용되었고70),

당시 많은 서양 복식에 이 문양이 응용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2) 프랑스 복식

18세기 초에 접어들자 프랑스에서는 바로크의 웅

장한 의복은 점차 사라지고 환상적이고 우아하며 여

성적인 취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섬세한

여성적인 곡선과 넘치는 장식 요소들, 리본, 레이스,

프릴 등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였다. 특히

여성 복식에 있어서 실루엣(silhouette)과 색상, 문양

이 한층 여성취향의 로코코 성격을 짙게 하였다. 상

체를 코르셋(corset)으로 조이고 후프(hoop)를 사용

하여 스커트 폭을 넓혔다. 색상도 진한 색보다는 연

한 색을, 직물은 두꺼운 것 보다는 얇은 것을 좋아하

여 날아 갈 듯 보였고, 무늬 또한 큰 것보다 잔잔한

것으로 변화하여 여성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었

다.71)

18세기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전체 남자 의복은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 18세기 초기의 남성복식은 현

대 남성복의 요소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상의인 쥐

스토코르(justaucorps), 웨이스트 코트(waistcoat), 브

리치스(breeches)의 조합을 이루었고, 일상복과 예복

은 장식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림 3>72)웨이

스트 코트와 <그림 4>73)여성의 로브에 제시된 것처

럼 화려하게 자수가 장식되었는데, 여기에 청조의 영

향을 받은 꽃문양과 새문양 등 새로운 양식의 문양

이 나타났다.

이러한 18세기 로코코 의상에는 이국적인 영감의

원천인 시누아즈리 문양이 애용되었는데, 동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디자인과 염색 기술로 바자르 실크,

자수, 날염직물, 스트라이프 문양의 중국실크가 제작

되었고 이 문양들은 이국적인 다양한 아름다움과 조

화를 이루었다.74)

18세기 초에는 인도의 친츠(chintz)75)를 응용하여

직물에 프린트 하였는데, 인도의 친츠는 매염제를 사

용하여 꼭두서니 염료로 만들어지는 빨간색, 보라색,

갈색 등의 이국적인 꽃 모티브가 주를 이루었다.76)

1780년경에 중국 청색(China blue)기법이 개발되었

고, 1785년에는 에드워드 뱅크로프트(Edward Banc-

roft)가 검은 참나무 껍질인 케르시트론(quercitron)

에서 황색을 만들었는데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중요

한 염료였다.77)

이처럼 기술적으로 발전된 프랑스의 견직물은 17

세기 이래 리용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는데 문양에는

앞서 개발된 새로운 염료들과 염색술의 발달, 시대적

취향이 반영되어 섬세함이 넘쳤으며, 태피터(taffeta),

다마스크(damask), 브로케이드(brocade) 등 직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이러한 직물들은 은은

한 푸른색, 장미색, 녹색 등의 부드러운 색이었고 이

들 간의 배색(配色)은 매우 세련되었다. 루이 15세

시대에는 짙은 빨간색에서 갈색에 이르기까지 붉은

계통의 색상 및 푸른색이 유행하였고, 루이 16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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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7세기 꽃문양

- 5000 years of textiles,

p. 186

<그림 6> 17세기 꽃문양

-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p. 266

<그림 7> 청조 여자

복식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43

<그림 8> 청조 여자

복식의 세부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43

에는 갈색에 보라색이 섞인 색이 유행하였다.78)

2. 문양
18세기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문

양으로 꽃문양, 새문양, 파고다문양을 들 수 있다.

1) 꽃문양

꽃문양은 오랜 시간동안 동, 서양을 막론하고 복

식의 문양에 널리 사용 되었던 문양이다. <그림 5>79)

와 <그림 6>80)은 17세기 프랑스의 동양과의 교역 이

전의 꽃문양으로 양식화된 꽃의 표현방식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으로 18세기에 본격적으

로 등장한 시누아즈리의 꽃잎 표현에서는 이전에 나

타나지 않던 그라데이션 색구성과 동시에 사실적인

동양적 꽃문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7>81)

는 청조 여성 복식에 장식된 꽃문양의 예이고 <그림

8>82)은 그 세부문양이다. 이 여성 복식은 붉은 실크

바탕에 핑크색과 금색, 파란색의 꽃문양을 자수로 장

식한 것으로, 중앙 및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된 파란

색 꽃문양은 10장 내외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의 큰 꽃이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색이 배치되어

있고 원형의 단위문양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9>83)

는 18세기 중반 프랑스 여성 페티코트의 하단에 장

식된 꽃문양 이고, <그림 10>은 세부 사진으로, 노란

색 바탕에 10장 가량의 꽃잎으로 구성된 빨간색의

그라데이션 꽃문양의 자수 장식을 보여준다. 큰 꽃잎

을 가진 꽃 중앙에 녹색의 작은 수술이 장식되어 있

고, 꽃잎은 빨간색 선으로 가장자리를 강조하고 안쪽

은 핑크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다. 꽃의 형태

는 만개한 것과 측면의 것 등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7>과 <그림 9>에 제시된 꽃문양은 형태,

크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꽃잎을 채우는

그라데이션 색 구성 및 그 단순함에 있어서 공통점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크고 단순한 그라데이션 색

구성의 꽃문양은 청조 아동바지인 <그림 11>84), <그

림 12>의 꽃잎 표현과 18세기 프랑스의 꽃문양인

<그림 13>85), <그림 14>의 꽃잎 표현에서도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남성복식의 꽃문양을 살펴보면 <그림 15>86)

은 청조 관복에 부착된 흉배로 검정 실크에 녹색, 청

녹색, 파란색, 하늘색, 아이보리색, 금색으로 수를 놓

았는데, 구름과 파도문양 위로 해태(海駝)87)가 서있

다. 해태의 머리 위에 있는 닫집 모양의 차양위에는

연꽃의 문양과 아래로는 불교의 상징인 팔길상 문양

이 장식되어 있다. 해태의 머리와 꼬리는 위로 향해

있고 시선 역시 해를 바라보고 서있다. 왼쪽의 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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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로브 아

라 카라코 (1750)

- Revolution in

fashion, p. 72

<그림 10> 로브 아 라

카라코의 세부

- Revolution in fashion,

p. 72

<그림 11> 청조 아동바지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142

<그림 12> 청조

아동바지의 세부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142

<그림 13> 18세기

후반 와토 가운

(1770)

- Fashioning fashion,

p. 66

<그림 14> 와토

가운의 세부(1770)

- Fashioning fashion,

p.67

<그림 15> 청조

남성복식의 흉배

- Ladder to the

clouds, p. 9

<그림 16> 웨이스트

코트 (18세기 초)

- Revolution in

fashion, p. 71

에는 피지 않은 꽃문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만개한

꽃문양이 녹색의 나뭇잎에 둘러싸여 황금색과 아이

보리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큰 꽃잎 하나에 2-3단계

색의 명도차를 두어 아이보리와 금색으로 나타내거

나, 한 가지 색으로 꽃잎을 삼등분해서 경계에 금색

이나 아이보리 색으로 구분 지었다.

<그림 16>88)는 프랑스 남성 웨이스트 코트의 정면

으로 중앙에 대칭 구조로 꽃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파란색 실크위에 흰색과 빨간색, 노란색과 녹색으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자수 장식하였다. 꽃잎의 개수는

10장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파란색 바탕과 접하는

가장자리의 꽃잎은 흰색, 안쪽의 꽃잎은 빨간색과 흰

색이 섞여 있으며 꽃의 중앙은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아래 쪽 허리부분을 장식한 꽃은 더 넓은 각도

로 뉘어져 있으며 큰 꽃송이 밑에 아주 작은 꽃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15>에 제시된 청조 남성 복식의 흉배 오른

쪽에 위치한 두 개의 꽃문양과 <그림 16>에 제시된

18세기 프랑스 웨이스트 코트 중심에 대칭으로 보이

는 꽃문양은 형태와 꽃의 각도, 꽃문양을 메우는 자

수 기법이 유사하다. 또한 청조 남성 복식의 흉배의

꽃은 검정색 바탕에 청녹색 나뭇잎, 금색의 꽃모양에

이르는 색들이 동일계로 표현되어있는 반면, 18세기

프랑스 웨이스트 코트의 꽃모양은 가장자리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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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웨이스트

코트(1790)

- What Clothes Reveal,

p. 15

<그림 18> 로브 아

라 카라코

(1785~1790)

- Revolution in

fashion, p. 69

<그림 19> 로브 아 라

카라코 세부

- Revolution in fashion,

p. 69

<그림 20> 18세기 남성 코트

세부

(1770~1800)

- What Clothes Reveal,

p. 17

<그림 21> 청조

치파오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106

<그림 22> 청의

치파오 세부

- Costumes chinois

modes depuis

100ams, p. 106

<그림 23> 웨이스트 코트

(18세기 중~후반)

- Silk, p. 114

<그림 24> 웨이스트

코트

(1790~1810)

- What Clothes

Reveal, p. 190

보리 색 꽃잎을 배치하고 안쪽에 빨간색 꽃잎을 넣

어 보색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전자의 꽃은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반면, 후자는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89)의 웨이스트 코트는 꽃문양과 해태문

양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청조 남성복식의 흉배와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 그라데이션 색 처리

된 꽃문양과 해태의 문양은 청조의 흉배 문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8>90), <그림 19>은 18세기 로브 아 라

카라코(robe à la caraco)의 하단을 장식한 꽃문양이

고, <그림 20>91)은 남성복 코트를 장식하고 있는 꽃

문양으로 녹색의 줄기와 잎, 그라데이션 처리된 빨간

색의 꽃문양이 로브 아 라 카라코의 꽃문양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92), <그림 24>은 청조의 치파오로 남색

빛이 도는 보라색 실크 바탕에 검정색의 선장식이

되어 있으며, 이 검정색 선 장식 부분에 흰색의 꽃과

새, 나비문양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다. 선 장식은 양

쪽 소매의 중간부분과 네크라인 앞부분, 밑단의 오른

쪽에 배치되어있고 꽃문양의 꽃잎의 크기는 크고 단

순하며, 모두 흰색으로 꽃잎이 메워져 있다. 의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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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웨이스트

코트의 세부

- What Clothes

Reveal, p. 190

<그림 26> 웨이스트

코트 (1740)

- Fashioning fashion,

p.142

<그림 27> 웨이스트

코트의 세부

- Fashioning fashion,

p. 142

<그림 28> 18세기 모자

(1725~75)

- Fashioning fashion,

p. 127

<그림 29> 18세기

모자 세부(1725~75)

- Fashioning fashion,

p. 126

바탕 직물의 색이 남보라색이어서 흰색 꽃 옆의 작

은 빨간색 꽃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림 23>93), <그림 24>94)에 제시된 꽃문양은 웨

이스트 코트에 자수 장식된 것으로, 중앙에 위치한

단추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꽃문양은 가장자리

의 꽃잎이 파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3-4단계의 색으

로 구성되어 있고, 완벽한 대칭구도가 아니라 약간의

비대칭 구성에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 3단계의

그라데이션 색구성과 파란색의 사용에서 청조 치파

오의 꽃문양과 매우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것은 청조의 꽃문양이 프랑스에서 폭넓게 받아들여

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6>95)은 꽃문양이 장식된 프랑스 웨이스트

코트이고 <그림 27>96)는 소매의 꽃문양을 확대한 것

으로, 단색 꽃문양의 자수기법이 선(線)을 활용하는

프랑스 자수가 아닌 면을 채우는 청조 자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Takeda와 Spilke97)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청조의 자수기법을 복

식에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98), <그림

29>99)의 18세기 남성 모자에도 꽃모양이 화려하게

자수 장식되어 있는데 문양의 형태가 간결하면서도

화려한 중국의 자수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새문양

새문양 역시 동·서양에서 남, 녀 복식에 모두 등장

하였다. <그림 30>100)은 중국과의 교역 이전의 17세

기 자수로 장식된 새문양이다. 두 마리의 새 모두 배

와 날개를 구분하여 묘사하였고 날개는 둔탁한 모양

의 깃털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1>101)은 중국에서

수출용으로 만든 자수이고 <그림 32>102)는 유럽이

중국에서 수입한 자수이다. 이전의 새문양 보다 날개

의 깃털 묘사도 분명하고 훨씬 날렵하여 바로 날아

갈 듯하게 생동감있게 표현되었다. 또한 <그림 33>

103)은 청조 여성 복식에 장식된 흉배의 봉황문양이

고 <그림 34>104), <그림 35>105)는 프랑스 여성의 로

브 아 라 카라코에 장식된 새문양이다. 청조의 흉배

는 장식과 상징의 기능을 하므로 진한 청색 바탕에

파란색과 빨간색, 청녹색으로 파도와 구름, 해, 소나

무, 봉황 등 장수 및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자

수 장식되어 있다. 특히 흉배 중앙의 봉황은 파도 위

에 한발로 서 있으며, 날개 부분은 파란색과 청 녹색,

빨간색 세 가지 색으로 나뉘어 경계를 이루며 색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새문양이 <그림 34>에 제시된

18세기 프랑스 로브 아 라 카라코에 나타난다. 세부

사진인 <그림 35>의 새문양은 짙은 녹색 바탕에 빨

간색, 파란색, 청녹색으로 3단으로 경계를 구분하여

자수를 장식한 예를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다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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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7세기

유럽자수

- The worldwide textile

trade 1500~1800, p. 98

<그림 31> 17세기 중국

- The worldwide textile

trade 1500~1800, p. 171

<그림 32> 17세기

유럽 수입 자수

- The worldwide textile

trade 1500~1800, p. 175

<그림 33> 청조 여성

흉배

- Ladder to the clouds,

p. 243

<그림 34> 로브 아

라 카라코 (1720)

- Revolution in

fashion, p. 31

<그림 35> 로브 아 라

카라코 세부 (1720)

- Revolution in

fashion, p. 32

<그림 36> 로브 아라

프랑세스

(1740~60)

- Fashioning Fashion,

p. 57

<그림 37> 로브 아라

프랑세스의 세부

(1740~60)

- Fashioning Fashion,

p. 56

조의 봉황문양과 같은 색 구성 기법을 보여준다. 청

조의 봉황과 형태는 다르지만 프랑스의 새문양은 날

개를 접고 두발로 안정적으로 서있고, 시선은 45도

각도로 고정되어 중국 여성 흉배에 장식된 봉황 문

양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점은

청조의 새문양은 날렵한 반면 프랑스의 새문양은 둔

탁하고 새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사한 새문양으로 <그림 36>106), <그림 37>107)의

로브 아 라 프랑세스에 사용된 직물의 새문양이다.

새의 종류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새의 날개를 표현

한 깃털은 층을 이루고 있고, 머리 부분의 장식과 꼬

리 부분의 등근모양의 깃털표현은 <그림 33>에 제시

된 청조 여성 흉배에 나타난 새의 모양의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단지 새의 시선은 발아래를 향하고 있

어 <그림 33>과 <그림 37>는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38>108)는 청조 남성의 관복에 착용되었던

흉배의 학문양이고, <그림 39>109)은 18세기 프랑스

남성 웨이스트 코트 앞부분의 학문양 자수 장식이다.

<그림 38>는 짙은 청색 바탕의 실크에 학문양을 중

심으로 구름, 파도, 바위, 물, 나무, 산, 파고다문양으

로 구성되었다. 짙은 청색은 아이보리 색 학의 형태

를 더욱 뚜렷이 부각 시켜주고 있는데, 그 형태는 물

이 흐르는 바위 위에 한발로 서 있는 자세이고, 부리

를 벌리고 시선은 45도 위를 향하고 있다. 머리와 다

리부분에 몸통과는 구별되게 빨간색을 사용해서 전

형적인 학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날개는 3단계의 회

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프랑스의 학문양으로 <그림 39>에 제

시된 것을 들 수 있는데, 녹색 바탕의 실크에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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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청조 초기

흉배

- Ladder to the

clouds, p. 240

<그림 39> 웨이스트

코트 (1780~90)

- Silk, p. 114

<그림 40> 청조

초기 흉배의 세부

- Ladder to the

clouds, p. 240

<그림 41> 프랑스

코트 (1715)

- Fashioning

Fashion, p. 54

<그림 42> 프랑스

코트의 세부

- Fashioning Fashion,

p. 54

<그림 43> 로브 아 라

프랑세스 세부

- Fashioning Fashion,

p. 57

과 노란색, 회색, 흰색으로 자수 장식을 하였다. 큰

나뭇가지와 나뭇잎, 꽃 과 새로 구성되어 있는 웨이

스트 코트 앞면의 새문양은 새의 날개가 꺾여 있으

며, 부리와 다리는 빨간색, 몸통은 흰색, 날개는 흰색

에서 회색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였다. 한 다리는 나

뭇가지를, 다른 한 발은 나무 넝쿨 위에 얹고서 머리

는 몸통 쪽으로 향하여 숙이고 있다.

이는 머리와 날개의 방향만 다르고 붉은 다리와

부리, 회색의 깃털 구분 색구성과 부리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회색의 선 등에 있어서 거의 모든 표현이

중국의 학 문양과 유사하다고 분석된다.

3) 파고다문양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고다는 18

세기 프랑스 복식 문양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17세기

이전에는 서양의 직물 문양에 거의 나타나지 않던 것

으로, 18세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그 양

식도 매우 중국적인 것이므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

양으로 추정된다. <그림 38>의 청조 흉배에 나타난

파고다의 세부 문양이 <그림 40>110)인데, 이와 유사

한 파고다문양이 <그림 41>111), <그림 42>112)의 18세

기 프랑스 남성 복식에도 이국적인 식물과 함께 묘사

되어 있다. <그림 38>에 제시된 청조의 파고다문양은

2층의 구조로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두운

배경과 색의 차이로 형태가 뚜렷이 강조되어 있다.

프랑스 남성 코트에 직문으로 사용된 <그림 42>의

파고다문양은 4층이고 화려한 보라색과 청색으로 구

성되어 이국적인 식물과 더불어 복식의 주된 문양으

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43>113)은 <그림 36>의 로브

아 라 프랑세스에 직문으로 사용된 파고다문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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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특성

문양
청조 프랑스

조형적 특성

청조 프랑스

꽃

<그림 8> <그림 10>

-예복

-실크에 자수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금색, 파란색, 검정색

-로브

-실크에 자수

-노란색 바탕에 녹색,

빨간색, 회색

<그림 15> <그림 16>

-흉배

-실크에 자수

-검정색 바탕에 파란색,

금색, 녹색, 흰색

-웨이스트 코트

-실크에 자수

-파란색 바탕에 녹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그림 22> <그림 23>

-치파오

-실크에 자수

-검정색 바탕에 파란색,

핑크색, 흰색

-웨이스트 코트

-실크에 자수

-흰색 바탕에 녹색,

노란색, 파란색

새 <그림 33> <그림 35>

-흉배

-실크에 자수

-짙은 청색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금색.

-로브

-실크에 자수

-짙은 녹색바탕에

노란색, 빨간색

<그림 38> <그림 39>

-흉배

-실크에 자수

-검정색 바탕에 흰색,

파란색, 빨간색, 금색

-웨이스트 코트

-실크에 자수

-녹색 바탕에 노란색,

빨간색, 흰색

파고다

<그림 40> <그림 42>

-흉배

-실크에 자수

-검정색 바탕에 흰색,

파란색, 빨간색, 금색

-코트

-실크에 직문

-하늘색 바탕에 파란색,

보라색

<표 1> 청조와 프랑스 문양의 조형적 특징 비교표

보다 정교한 갈색의 3층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지붕의

색은 자주색에 가깝고 검정색으로 파고다문양의 선

전체를 둘러서 윤곽을 강조하였다.

청조의 파고다문양은 바탕과 대조적인 색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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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현 보다는 문양의 전체적인 형태를 강조한 반면,

프랑스의 파고다는 보다 세밀하게 파고다문양을 표

현한 차이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 청조 복식의 문양과 동시대 프랑스

복식에 사용된 문양 중 꽃문양, 새문양, 파고다문양

은 청조 복식에서 사용된 것과 형태 및 색의 사용에

있어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Ⅳ. 결론
17세기의 웅장한 남성적인 바로크 문화의 반동으

로 18세기 로코코 복식은 가볍고 여성적이고 화려하

였다. 이러한 로코코 양식에는 17세기 이전부터 왕족

과 귀족들 사이에 유행한 시누아즈리라는 동양풍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17세기부터 등장

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

로 왕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점차 대중

에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유럽에 등장한 시누아즈리

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와 유럽

문화가 교류된 결과이며, 18세기 중반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시누아즈리가 복식 문

양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복식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문양은 중국의

풍경, 자연, 동·식물, 인물, 건축물(파고다) 등인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식으로 변형된 다양한 시누아

즈리 문양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조와 프랑스

복식에 동시에 사용된 꽃문양과 새문양, 파고다문양

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유

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꽃문양의 경우, 프랑스에서 동양과의 교역

이전의 꽃문양은 양식화된 꽃문양의 표현방식을 보

여준 반면 중국의 영향으로 등장한 시누아즈리 문양

에서 꽃문양은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그라데이션 색

구성과 동시에 사실적인 동양적 꽃문양의 특징이 나

타나고 있었다. 꽃문양 자수기법에서도 그 변화가 나

타나는데, 청조의 꽃문양은 형태도 크고 단순한 10장

이내의 꽃잎을 2~3단계 그라데이션 색 구성으로 메

우는 자수 기법을 활용하였고, 프랑스의 꽃문양도 역

시 그라데이션 색 구성으로 면을 메우는 자수 기법

을 사용하여 선을 따라가는 전통 프랑스 자수기법

보다는 청조의 자수기법에 더 가깝게 묘사되고 있었

다. 문양의 구성과 색채의 사용에서는, 청조에서는

단위문양을 프랑스에서는 비대칭의 문양의 구성을

보여주며, 문양의 색채는 청조의 경우 의복과의 보색

대비를 사용하여 무겁고 중후하게 표현한 반면 프랑

스는 동일계색을 사용하여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표

현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문양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이전의 프랑스의

새문양은 배와 날개가 확실히 구분되었고 날개는 둔

탁한 모양의 깃털로 표현되었으나, 중국의 영향 이후

의 새문양은 날개의 깃털 묘사가 매우 분명하고 날

렵하여 바로 날아갈 듯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된 변

화가 있었다. 특히 새문양에서 중국에서는 남성에게

는 학, 여성에게는 봉황을 성별에 따라 구별하여 상

징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에 오면 상징

은 사라지고 남성복에는 중국의 학과 유사하게 한발

로 서서 부리를 벌리고 날개는 3단계의 회색으로 그

라데이션 색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와 다리는 빨간색

인 전형적인 학의 형상이 나타나고, 여성복에는 새의

날개에 빨간색, 파란색, 청녹색 3단계로 경계를 이루

며 자수 장식한 새문양이 청조의 봉황문양과 같은

색 구성을 보여준다. 차이점은 청조의 새문양은 날렵

하고 긴 꼬리로 인해 봉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는 반면, 프랑스의 새문양은 둔탁하고 새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새문

양이 프랑스로 유입되면서 문양의 상징성 보다는 단

지 중국에서 사용된 봉황과 학의 성별 구분을 형태

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묘사한 파고다문양은 17세기 이전 서양의 직물 문양

에 거의 나타나지 않던 것으로, 18세기 프랑스에 본

격적으로 나타나며 그 양식도 매우 중국적인 것이므

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양으로 추정된다. 단지 청

조에서는 2층 구조의 단순한 형태의 파고다로 세부

구조의 묘사가 없고 단일 색으로 이루어져서 어두운

배경과 색의 차이로 파고다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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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프랑스에서 사용된 파고다 문양은 3-4층이고

화려한 색 구성으로 청조의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청조에서의 파고다문양

은 자연스러운 배경의 일부로 아주 작게 묘사된 반

면, 프랑스에서 파고다문양은 이국적 식물 열매와 어

우러져 마치 식물의 일부처럼 파고다문양을 표현한

것 혹은 주요 문양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중국에서 전래된 여러 문양들은 프

랑스에서 그 본래의 상징성을 상실한 채 형태와 색

구성, 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문양에서 본래 중국인들이

사용한 상징과는 무관하게 학은 남성복에 봉황은 여

성복에 사용된 프랑스의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중국

의 영향을 확실하게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

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

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동양과의 문화 교류가

확대됨으로 인해 동·서양 복식에 서로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다 폭넓게 지역을 확장해서 연구함으로써

동서양 문화전파와 확산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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