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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a time-honored fashion house has harmonized its design identity over a sustai-
ned period with its successor designers. Givenchy Fashion House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is study focused on literary research, analyzed design features and fashion images based on photos of
Huber de Givenchy's collections (1952-1995) and collections by Riccardo Tisci (2006-2016), the creative
director of the house. Photos were gathered from books and fashion websites; in addition design was analy-
zed based on a review by experts on coll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Hubert de Givenchy won fame
for simplified modern elegance that presented a new beauty for modern women and reached the peak of his
career from the 1950s to the 1960s. Riccardo Tisci respected the couture tradition of the Givenchy Fashion
House. He successfully revitalized the house by simultaneously emphasizing his personal design features
and reinterpreting the design identity as well as tried to establish new house signatures. In conclusion, the
original design identity of the Givenchy Fashion House is based on Hubert de Givenchy's timeless modern
elegance that has been reformed by Riccardo Tisci as romantic goth and sensual eleg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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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세계 패션 업계는 대중화를 겨냥한 럭셔리 패션

과 패스트 패션으로 양분되어 치열한 경쟁과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다. 고급 맞춤복을 생산하는 쿠튀르 하우스

(couture house)에서부터 시작된 럭셔리 브랜드는 패션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20세기 이후 패션 산업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역사가 긴 여러 패션 하우스는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 등 후임 디자이너

를 발탁하여 하우스만의 역사와 차별성을 이어오고 있

다. 이 차별성은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패션 하우스의 계승은 때로 성공적이지 못

하고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 성공적인 결과로 재도약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재도약에 성공한 패션 하우

스가 어떻게 시대 변화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특성

을 반영하면서 디자인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가 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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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 관련 연

구는 각 하우스 창립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에 집중한

연구(Huh, 1993; Kwak, 2009; Lee, 2010)가 있으며, 최근

에는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 계승 연구(Hwang & Park,
2015; Jung & Ko, 2009; Lee et al., 2015; Park, 2014;

Park, 2007)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Park & Lee, 2010)가 있다.

그러나 패션 하우스에 따라 디자인 정체성과 그 계승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시 패션 하우스를 선택하여 디자인 정체성을 연구

하였다.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창업한 지방

시 패션 하우스는 50, 60년대 파리 오트 쿠튀르를 대표

하였고 현대적 우아함을 정의하였다(De la Pera et al.,

2015). 또한 지방시 패션 하우스는 소규모 중심이었던

럭셔리 패션 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여

(Thomas, 2007/2008) 국제 패션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

다. 지방시 패션 하우스는 1990년대 중반 LVMH에 인수

된 이후 주목 받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임으로 임명하

여 지속적으로 오트 쿠튀르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다. 그

러나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리카르도 티시(Ricc-

ardo Tisci)에 의해 지방시 패션 하우스는 최근 새로운 전

성기를 맞고 있다(Milligan,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을 어떻게 형

성하면서 하우스 부활을 이끌었는지 살펴보기에 지방시

패션 하우스가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방시 패

션 하우스 관련 선행연구로 Huh(1993), Kim(2008), Lee

(2009), Park(2007)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창업자 위베

르 드 지방시만을 다루거나 2000년대 중 ·후반기만을 대

상으로 하였고, 일부 컬렉션만을 다루어 티시에 의한 하

우스 계승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위베르 드 지방시와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

시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시 패션 하우스

의 디자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면서 현재에 이르렀

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컬렉션과 하우스 계승에 대한 패션계의 평

가를 참고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찰을 하고 지방시 패션 하

우스의 역사를 고찰한다. 둘째, 위베르 드 지방시의 패

션 철학과 대표 작품을 살펴보고 디자인 특성, 디자인

정체성을 밝힌다. 셋째, 리카르도 티시의 패션 철학과

그의 지방시 컬렉션을 분석하여 디자인 특성과 디자인

정체성을 밝힌다. 넷째, 위베르 드 지방시와 리카르도

티시에 의한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을 비교 고찰하여 지

방시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의 흐름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 지방시 패

션 하우스의 역사 고찰, 지방시와 티시의 패션 철학 파

악을 위해 서적, 논문,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

구를 하였다. 그리고 1952~1995년의 지방시 작품과 티

시의 2006~2016년 지방시 하우스 오트 쿠튀르와 프레

타 포르테 컬렉션 사진 및 관련 리뷰와 기사를 수집하

여 디자인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시의 작

품 사진은 주로 문헌 자료와 지방시 하우스 홈페이지

(https://www.givenchy.com)에서 수집하였고 티시의 컬

렉션 사진은 보그닷컴(http://www.vogue.com)과 하우스

홈페이지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패션 매체 평가는 컬렉

션 및 관련 기사를 보그닷컴 리뷰와 구글, 네이버 검색

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전통 있는 한국 패

션 브랜드 양성과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

패션 하우스는 고급 소재, 완벽한 재단과 제작 기술로

창의적 스타일을 창조한 쿠튀르 하우스의 전통을 이어

온 럭셔리 브랜드를 말한다(Hwang & Park, 2015). 따라

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브랜드 정체성 개념

에 기반하여 논의되어 왔다. 브랜드 정체성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화된 요소들로 인해 독특하다

고 인지되는 브랜드 역량’이다(Chevalier & Mazzalovo,

2008/2012). 브랜드 정체성은 브랜드 이름, 심벌, 개성, 이

미지, 연상 등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각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이 혼합된 개념이며 브랜드의 판매 및

광고 전략을 포함하기도 한다(Sohn, 2003).

디자인 정체성은 사람들이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특성화된 요소를 인지하는 것으로, 제품 외형

적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고유 이미지를 말한다(Kim,

2007).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선행연구(Jung

& Ko, 2009)에서 하우스 특징, 디자이너의 디자인 테크

닉에 의한 디자인 특성, 디자인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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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우스 특징은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하며 브랜드

로고, 이름, 마크, 디자인 철학(vision)을 포괄한다. 디자

인 특성은 디자이너가 형(style), 색채(color), 재질(textile)

을 다루는 디자인 테크닉에 의해 나타나며, 패션 이미

지와 미적 특성 등 디자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

성은 하우스의 디자인 철학 등 지향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다고 특성을 인

지한 고유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하

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하우스 ‘의상 작품의 조형성과

이를 통해 인지되는 패션 이미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

다. 본 연구는 작품 표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디자

이너의 예술 의지나 추구 방향을 디자인 철학으로 살펴

보고, 컬렉션 작품의 조형 특성과 패션 이미지를 분석

하여 대표 특성을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

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시그니처 아이템을 비롯한 하

우스의 유산이 축적된 아카이브를 티시가 어떻게 활용

하였는지도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과 관련하여 살펴

볼 것이다.

역사가 긴 여러 패션 하우스는 초대 디자이너 퇴임 후

후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고유 디자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재해석

또는 새로운 특수성을 만들어 발전시키는 계승이 중요

하며(Park & Lee, 2010), 하우스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간의 적합성이 중요하다.

2.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역사

1927년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위베르 드 지

방시는 1944년 파리 예술학교(École des Beaux Arts)에

서 공부한 뒤 자크 파스(Jacques Fath) 등의 쿠튀르 하우

스와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부티크에서

일했다. 특히 스키아파렐리 부티크 경험을 통해 지방시

는 젊은 스타일의 단순하고 다양한 단품 라인에 대한 의

지를 키웠다(Beyfus, 2013/2015; De la Pera et al., 2015).

지방시는 1952년 파리에서 하우스를 열었다. 첫 컬렉

션은 주로 단품 라인인 세퍼레이츠(separates)로 구성되

었는데,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 룩(new look)

만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Seeling, 2000). 그는

1953년 자신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친 크리스토발 발렌

시아가(Cristobal Balenciaga)와 오드리 헵번(Audrey Hep-

burn)을 만났다. 스승이자 친구가 된 발렌시아가는 패션

디자인과 사업에 있어 지방시에게 큰 영향과 도움을 주

었다. 또한 지방시는 헵번의 영화와 개인 의상에서 많은

걸작을 탄생시키면서 동시대 패션을 선도하였다(Beyfus,

2013/2015). 지방시는 1968년에 고급 기성복 지방시 누

벨 부티크(Nouvelle Boutique)를 런칭했고(Beyfus, 2013/

2015) 1970년에는 G 이니셜을 이용한 하우스 로고를 만

들었다(Fig. 1). 지방시 브랜드는 국제 규모로 성장하였고

(Beyfus, 2013/2015) 1973년에 지방시 젠틀멘(Givenchy

Gentlemen)을, 1989년에 메이크업, 스킨 케어 라인을 런

칭하였다(De la Pera et al., 2015).

지방시는 1978년에 프랑스 최고 패션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황금바늘상을 수상했고 1983년에 레지옹 도

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수여 받았다. 그러나 시

대 변화의 영향으로 지방시는 1988년 LVMH에 하우스

를 매각하였다. 1991년 파리 의상박물관에서 그의 40년

업적을 기념하는 회고전이 열렸으며 1995년에 지방시

는 은퇴하였다(Beyfus, 2013/2015).

지방시 은퇴 후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1년, 1996

~2000년까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2001

~2004년까지 줄리앙 맥도날드(Julien Mcdonald)가 하우

스 수석 디자이너로 일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리

카르도 티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하우스를 이어왔

다. 테일러링에 강하면서 아방가르드 성향을 지닌 영국

출신 디자이너들의 영입은 패션계의 주목을 끌었으나 일

부에서는 이들에 의해 지방시 하우스의 정체성이 흔들

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Park & Lee, 2010). 티시

는 임명 초기 컬렉션에서 우려와 기대의 상반된 비평을

받았으나(Morton, 2005; Mower, 2005) 중반 이후부터는

하우스를 재도약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Mower,
2009b; Phelps, 2013).

III. 위베르 드 지방시의 디자인 정체성

본 장에서는 지방시의 디자인 철학과 대표 작품 분석

을 통해 디자인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위베르 드 지방시의 디자인 철학

지방시는 쿠튀르 하우스의 전통을 존중하였고 충격적

인 패션, 스트리트 패션이나 선정성을 배제하였다. 그리

고 그는 발렌시아가와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단순함, 완벽한 선과 볼륨, 순수성’을 추구하였다(Bey-

fus, 2013/2015; De la Pera et al., 2015; Kim, 2008). 그

는
 

디테일 생략, 장식 절제, 미니멀한 솔기 구성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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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것을 제거하는 단순함, 뛰어난 재단과 비례 조화를

통한 선과 볼륨의 완벽함으로 작품이 정제되어 자체의

아름다움이 가장 순수하게 구현되는 순수성(Kim, 1998)

을 추구하였다.

또한 지방시는 옷을 착용했을 때의 편안함을 강조하

여 여성의 몸, 자유로운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

인을 하였다. 그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실루엣

을 위해 원단을 인위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몸을

구속하는 재료와 디자인을 피하였다. 이 시도는 당대 유

명 디자이너 디올 등이 코르셋과 타이트한 상의 등 몸을

억누르는 디자인을 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었다(Beyfus,

2013/2015; Join-Dieterle, 1991). 지방시는 단순함, 완벽

한 선과 볼륨, 순수성 추구, 편안함 고려를 통해 여성이

옷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추구하였다(Beyfus, 2013/2015).

2. 위베르 드 지방시의 대표 작품 고찰

본 연구는 지방시가 가장 순수한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받는 50, 60년대 컬렉션(Beyfus, 2013/2015)을 중

심으로 대표 작품을 살펴보았으며 지방시 홈페이지와

관련 서적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작품을 참고하였다.

지방시는 첫 컬렉션에서 소재나 무늬가 다른 상의와

하의 아이템의 조합인 세퍼레이츠(Seperates, 1997)를 선

보이며 유명해졌다(Fig. 2). 그는 세퍼레이츠를 통해 고

정된 착장이 아니라 자유롭게 매치할 수 있어 편리하고

색다른 패션을 만들고자 했다. 컬렉션에서 모델 베티나

(Bettina Graziani)가 착용하였던 베티나 블라우스 <Fig.

3>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캐주얼한 흰색 면 소재에 검

은색 아일렛 자수의 러플이 풍성하게 달려 당시의 쿠튀

르에서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스타일이자 여성스럽고

장식적이었다(Beyfus, 2013/2015). 베티나 블라우스는

지방시 하우스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되었다(De la Pera
et al., 2015).

이후 지방시는 단순함과 편안함을 추구하였다. 그는

몸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몸과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피스와 우아하고 세련된 레이디라이크 수트(ladylike

suit)를 발표하였다. 1955년 원피스 <Fig. 4>는 작은 칼라,

단추 한 개, 반원형 다트로 포인트를 준 간결한 디자인

인데 몸을 유연하게 감싸며 우아한 실루엣을 보여주었

다. 7부 기모노 소매, 테일러드 칼라, 포인트 단추로 구성

된 1959년 수트 <Fig. 5>도 ‘부드러우면서 훌륭하게 재

단된 수트’라고 평가받았다(Beyfus, 2013/2015). 이후에

도 유사한 라인의 수트가 등장하였다.

또한 지방시는 허리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옷과 몸

사이에 여유가 있는 새로운 볼륨을 표현하였다. 색(sack)

드레스는 1957년에 등장했는데 <Fig. 6>이 대표적이다.

이 드레스는 뒷면은 부풀었다 엉덩이 아래에서 좁아지

며, 앞면은 평평하면서 좁아지는 형태였다. 다른 인기

디자인은 몸통이 넓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였다(Beyfus, 2013/2015). 베이비 돌(baby doll) 드레스는

상반신 요크 라인에서 주름을 잡아 풍성하게 퍼지는 실

루엣으로, 어깨에서 케이프같이 퍼지는 디자인도 있었

다. 1958년에 등장한 벌룬(balloon) 코트 <Fig. 7>은 가

운데가 넓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우아해 보였다
(Join-Dieterle, 1991).

Fig. 1. 4G Logo, 1970.

From 4G 로고 크리에이션

[Creation of the 4G logo]. (1970).

https://www.givenchy.com

Fig. 2. Seperates,

1952.

From De la Pera et al. 

(2015). p. 53.

Fig. 3. Bettina

blouse, 1952.

From De la Pera et al.

(2015). p. 58.

Fig. 4. One-piece

dress, 1955.

From Beyfus.

(2013/2015). p. 17.

Fig. 5. Ladylike 

suit, 1959.

From Beyfus.

(2013/201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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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는 1967년에 모던한 점프 수트를 제시했다(“쇼

트 드레스 [The short dress]”, 1967). 다양한 점프 수트

중 <Fig. 8>과 같은 점프 수트와 에이 라인 상의의 매치

는 선명한 색상 조화를 제시했고, 슬림한 검은색 이브

닝 점프 수트에 자수와 시퀸 장식 치마를 두른 스타일

은 큰 인기를 끌었다.

지방시는 다양한 이브닝 드레스와 칵테일 드레스로

동시대 패션의 드레스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Bey-

fus, 2013/2015). 그의 드레스는 단순한 라인에 자수나 끈

으로 장식한 절제되고 세련된 스타일이 많으며 1980년

대 이후로 화려한 느낌이 많아졌다. 특히 오드리 헵번이

영화에서 착용한 드레스는 다른 의상과 함께 새로운 현

대 여성의 미를 보여주면서 유명해졌고, 지방시 디자인

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1954년 영화 ‘사브리나(Sabrina)’의 드레스 <Fig. 9>는

흰색 뷔스티에 스타일의 상의, 몸에 잘 맞는 스커트, 버슬

과 트레인이 있는 긴 오버 스커트로 구성되어 앞과 뒤가

비대칭이었고 꽃무늬 자수가 환상적이었다. 영화 속 검

은색 칵테일 드레스는 어깨에서 묶는 작은 리본, 직선

형 보트 네크라인, 몸에 맞는 상의에 풍성하게 부풀린

스커트가 특징으로 드레스메이커들이 매우 많이 모방

하였다.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Breakfast at

Tiffany's)’의 우아하고 세련된 검은색 드레스 <Fig. 10>

−<Fig. 11>은 크게 성공하여 지방시 하우스의 가장 유명

한 시그니처 아이템이 되었다. 앞은 단순하면서 몸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뒤는 반달 모양으로 등을

많이 노출한 관능적인 디자인이다. <Fig. 11>을 비롯하여

지방시의 유명한 검은색 드레스들은 ‘리틀 블랙 드레스

(LBD)’라 칭해지기도 한다. 비치는 소재로 된 케이프를

더한 케이프 스타일 드레스 <Fig. 12>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해서 등장했다. 지방시는 단정한 디자인에 관

능적인 악센트가 있는 드레스도 다수 선보였다. 1952년

야뉴스(janus) 드레스 <Fig. 13>과 1953년 디너 드레스

<Fig. 14>는 앞면과 대조되는 등의 과감한 노출로 관능

과 반전을 표현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드레스들

이 등장하였다.

3. 위베르 드 지방시 작품의 디자인 정체성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지방시 대표 작품을 중심으

로, 관련 문헌(Beyfus, 2013/2015; De la Pera et al., 2015;

Huh, 1993; Join-Dieterle, 1991)과 하우스 홈페이지를 참

고하여 지방시 작품에 표현된 형태, 소재, 색채, 무늬, 장

식 및 디테일 등의 조형성과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

를 기반으로 디자인 정체성을 논의하겠다.

1) 조형성과 패션 이미지

(1) 디테일, 장식, 선의 절제

디테일과 옷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장식과 선의 절제

에 의한 단순함은 지방시 디자인의 일관된 조형 스타일

이자 지방시 하우스의 주된 이미지였다. 그러나 단순함

은 수준 높은 재단과 제작 기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

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었다. 예로 드레스 <Fig. 14>

는 ‘칼라도, 등판도, 아무것도 없지만 흠잡을 데 없는 형

Fig. 6. Sack dress, 1957.

From 자루스타일 드레스

[The sack dress]. (1957).

https://www.givenchy.com/

Fig. 7. Balloon coat, 1958.

From 발롱 코트

[The balloon coat]. (1958).

https://www.givenchy.com/

Fig. 8. Jump suit,

1967.

From Beyfus.

(2013/2015). p. 93.

Fig. 9. Evening dress,

1954.

From Beyfus.

(2013/2015).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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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고 평가되었다(Beyfus, 2013/2015). <Fig. 11>의 드

레스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구성 없이도, 단순한

앞면과 뒷면의 감각적인 커팅의 조화에 의해 패션 역사

에서 손꼽히는 세련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

한 디자인은 유행과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

움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몸과 조화되는 형태

지방시 작품의 가장 큰 조형적인 특징은 단순함과 함

께 여성의 몸과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형태였다. 고전

적인 X 라인부터 몸에 유연하게 맞는 의상, 몸의 자연

스러운 선을 벗어나는 새로운 볼륨의 의상까지, 그의 디

자인들은 정교한 바이어스와 식서 방향 재단의 조합, 정

교한 솔기선 구성, 비례 조화 등 뛰어난 기술을 통해 편

안함을 부여하면서 완벽하게 제작되었고 구조적이고 기

하학적인 형태를 형성했다.

<Fig. 4>−<Fig. 5>, <Fig. 10>과 같이 몸을 따라 흐르

듯이 맞는 의상들은 그의 디자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며, 자연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Fig. 9>,

<Fig. 13>과 같은 의상은 절제되거나 고급스러운 장식

과 함께, 허리선은 드러내되 몸을 과도하게 구속하지는

않아 인위적이지 않은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Fig.

6>−<Fig. 7>의 의상은 여성의 몸을 새로운 조형으로 표

현하되 지나치게 아방가르드하기보다는 몸과 조화를 이

루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처럼 여성의 몸과

조화되는 다양한 형태는 새로운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3) 독창적인 소재 매치, 감각적 디테일과 장식의 고

급 감각

지방시는 타프타, 새틴, 벨벳, 무아레, 모피, 가죽 등

전통 고급 소재와 트위드 같은 무게감 있는 소재, 린넨,

코튼, 저지 등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소재 특성을 고려하

는 것에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하였다(Beyfus, 2013/2015).

<Fig. 13>처럼 질감과 광택이 다르거나 이질적인 소재

를 독특하게 조합하는 것은 그의 큰 특징이었으며(Join-

Dieterle, 1991), 이는 재료의 뛰어난 질, 디테일 조합과

함께 지방시 하우스의 럭셔리 이미지를 형성했다(De la
Pera et al., 2015).

지방시는 절제된 검은색과 흰색을 선호하였지만, 금

색을 악센트로 사용하거나 <Fig. 8>처럼 생기 있는 색도

많이 사용하였다(Beyfus, 2013/2015). 그는 무늬 없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면서 기하학 무늬와 꽃, <Fig. 8>과

같은 나무, 과일 등 식물 무늬, 표범, 코끼리 같은 동물

무늬도 사용하였다.

또한 지방시는 잘린 토마토, 트롱프뢰유(trompe-l'œil)

기법 프린트 등으로 재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Join-Di-

eterle, 1991). 다른 디자인에도 위트, 반전의 감성이 공존

하였다. 그는 상의와 하의, 앞과 뒤를 대조적으로 많이

디자인했는데 예로 <Fig. 13>의 드레스는 은폐와 노출

의 대조와 반전을 보여주었다. 생생한 색상, 재미있는 프

린트, 반전 요소들은 유쾌한 감성을 부여하였다. <Fig.

3>, <Fig. 9>와 같은 고급스러운 자수는 우아하며 럭셔

리한 이미지를, <Fig. 11>의 절제된 관능 표현 같은 감

Fig. 10. Little black

dress, 1961 (I).

From Beyfus.

(2013/2015). p. 129.

Fig. 11. Little black

dress, 1961 (II).

From 리틀 블랙 드레스

[The little black dress].

(1961).

https://www.givenchy.com/

Fig. 12. Dress with 

cape, 1957.

From Beyfus.

(2013/2015). p. 100.

Fig. 13. Janus dress, 

1952.

From Givenchy 1952

Bettina, Evening

Gown. (n.d.).

https://www.pinterest.com

Fig. 14. Dinner

dress, 1953.

From Beyfus.

(2013/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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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디테일은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고

급 소재 및 독특한 소재 매치, 감각적인 디테일과 장식

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디자인 정체성

지방시는 오트 쿠튀르 전통에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디자인 특성을 결합해, 단순하면서도 여

성의 몸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적인 형태, 세련된 감각으

로 ‘우아하고 정제된, 세련된 분위기로 누구나 고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옷’이라는 지방시 패션 하우스 이미지와

스타일을 창조했다(Beyfus, 2013/2015).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스타일은 오드리 헵번과 재클린

케네디로 대표되었으며 이들은 세련되고 우아한 패션

이미지와 젊은 룩으로 패션 아이콘이 되면서 지방시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데 기여했다(Beyfus, 2013/2015).

특히 지방시와 헵번은 이전의 글래머러스한 여성 스타

일과 다른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는데(“하우

스의 역사 [History of the house]”, 1952) 이것은 현대적

인 우아함으로, 지방시 패션 하우스를 가장 대표하는 것

이다(De la Pera et al., 2015).

결론적으로 위베르 드 지방시에 의한 지방시 패션 하

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단순함, 여성의 몸과 섬세하게

조화되는 형태, 고급스러운 감각을 통한 현대적 우아함

(modern elegance)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Table 1>과

같다.

IV.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

이 장에서는 티시의 디자인 철학이 지방시 패션 하우

스의 전통에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디자인으로 표출되

었는지 살펴보겠다. 컬렉션의 영감과 테마, 조형성과 패

션 이미지를 살펴보고,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디

자인 정체성을 논의하겠다.

1. 리카르도 티시의 성장 배경과 디자인 철학

티시는 1974년 이태리 타란토(Taranto)에서 태어나 성

장했다. 그는 1999년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디자

인 대학(Central Saint Martin's Art and Design College)을

Table 1. Givenchy fashion house design identity by Hubert de Givenchy

Tradition of Paris haute couture

＋

Design vision of Hubert de Givenchy

· high quality material, exquisite cutting & precise sartorial

mastery

· pursuing perfection & creativity

· symbol of luxury

· respecting for haute couture tradition

· seeking simplicity, perfect line and volume, purity

· making clothes that provide comfort and freedom of move-

ment

· making clothes that enhance woman's attractiveness

▼

Formative features Fashion image

Form

· fitting to body moderately & voluminous silhouette

· structural, geometrical form 

· understated, perfect line & shape

· harmony of proportion & asymmetry

· image of simplicity

· image of refinedness & sophistication

· new image of modern woman

· image of elegance

Material/

pattern

· high quality & weighted fabric/new fabric

· mix & match fabrics of different texture and luster

· mostly plain fabrics/geometrical, plant, animal pattern/trompe-l'oeil

print

Color · black, white + strong & vivid color, gold

Detail/

decoration

· restrained detail & decoration

· sophisticated, elegant decoration

· form that harmonize with woman's body

· understated detail, line, decoration

· exquisite fabrication, detail, decoration

▼

Design identity of Hubert de Givenchy

modern elegance with simplicity, refined structural form and fine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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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뒤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 스테파

노 게리에로(Stefano Guerriero), 푸마(Puma)와 루포 리서

치(Ruffo Research)에서 일했다. 2002~2005년까지는 코

카파니(Coccapani)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그

는 2004년에 본인의 캡슐 라인을, 2005년에 본인 컬렉

션을 Milan Fashion Week에서 선보여(Santlofer, 2012),

언론과 바이어에게 호평받았다. 티시는 2005년 지방시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고 2008년부터

는 지방시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담당하고 있

다.

티시는 가톨릭 신념과 감정에 영감을 받은 고스(goth)

미학의 어두운 여성성(dark feminity)을 추구하며, 낭만

주의와 관능(romanticism and sensuality)을 사랑하여 이

요소들을 지방시 하우스에 주입했다(Santlofer, 2012). 그

리고 그는 오트 쿠튀르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것을 매우

존경한다고 하였다(Karmali, 2012). 티시의 가톨릭 신앙

은 유명하며 그는 2011년 패션 예술잡지『Visionaire』‘종

교’ 이슈(issue)의 초대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

는 유명 뮤직 스타들의 콜라보레이션 앨범 아트 디자인

과 공연 의상들도 디자인했다. 이처럼 패션과 예술계에

서 티시의 활동과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Santlofer, 2012).

2.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우스 컬렉션 영

감과 테마 분석

본 연구는 티시의 지방시 오트 쿠튀르 2005 FW~2012

FW와 2016 SS 컬렉션을 포함한 총 16시즌과 프레타 포

르테 2006 SS~2015 FW 컬렉션 총 20시즌의 작품 사진

과 리뷰를 수집하여 테마와 영감을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3).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티시의 디자인 경향과

지방시 패션 하우스 계승 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

료에서 테마나 영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공백으로

Table 2. Theme & inspiration of Riccardo Tisci's Givenchy Haute couture collection

Season Theme Inspiration Category

2005 FW
codes of the Givenchy house

Jean Cocteau film ‘La Belle et la Bête’

· archives of Givenchy house

· ethinc culture

· myth, ritual/ imagined world/

goth

· artist

· movie

· sensibility

· mix of the haute & street

2006 SS archive and spirit of the Givenchy house

2006 FW imagined worlds of ritual and myth ethnic sources

2007 SS
seaport Taranto, metamorphosis of sailors

into mermaids

2007 FW creatures from the underworld goddesses and amazons of Greek mythology

2008 SS gothic ballerina dance-skirt, military, equestrian

2008 FW trip to Peru Inca culture

2009 SS

erotic turn-of-the-century paintings of imag-

ined ancient rituals, ballet costumes of Pina

Bausch, eighties

2009 FW
strict-chic & goddess like creatures from

imagined lands
Morocco, Berber tribes, equestrianism

2010 SS strong, erotic phase of Parisian women
seventies, Serge Lutens (makeup artist, pho-

tographer)

2010 FW a romantic way to see death
Frida Kahlo and her obsessions: religion, sen-

suality, human anatomy

2011 SS Japan of robot toys and Kazuo Ohno dancer Kazuo Ohno, robots, crane

2011 FW purity, lightness, fragility

2012 SS basketball
movie Metropolis, theme music from film

Aelita, art deco

2012 FW the haute and the street
simple lines of the sixties, look of gypsies in

southern Italy

2016 SS

 collection related with Givenchy house's archive

no haute couture show between 20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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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

티시는 지방시 컬렉션을 위한 영감을 에스닉 요소와

예술가 및 디자이너에서 많이 받았으며 여신, 인어, 아

마존 여전사, 핀업 걸(pin up girl)과 같은 다양한 여성,

신화나 제의적 요소, 가톨릭 종교, 스포츠, 영화에서도

받았다. 또한 지방시 패션 하우스 시그니처를 포함하는

오리지널 아카이브와 하우스 활동으로 형성된 티시 자

신의 아카이브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영감으로부터 티

시는 상상의 세계, 고스를 표현하였고, 강인함과 연약함,

관능, 글래머, 우아함이 혼합된 여성, 과거 디자이너나

지방시 패션 하우스에 대한 오마주, 다양한 영역의 혼합

을 표현하였다.

지방시 패션 하우스 오리지널 아카이브와 관련 있는

컬렉션은 2005 FW, 2006 SS, 2012 FW 오트 쿠튀르 컬

렉션과 2006 FW, 2007 SS, 2013 SS 프레타 포르테 컬렉

션이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2005 FW~2007 SS, 그리고

Table 3. Theme & inspiration of Riccardo Tisci's Givenchy Prêt-à-porter collection

Season Theme Inspiration Category

2006 SS
homage to the eighties of Alaïa and Mug-

ler

· archives of Givenchy house

· ethnic culture

· artist/designer

· sensuality/elegance

· goth

· catholic religion

· sports

· various women image

· mix of different culture

2006 FW
homage to the heritage of Hubert de Giv-

enchy's house

2007 SS
Givenchy's ethnic geometries, Tisci's fetish

accents, tribalism

2007 FW naval japanese marine jacket circa the 1920's

2008 SS warrior women

2008 FW catholic rock chic
south america, romantic sensuality, elegan-

ce, catholic

2009 SS western bondage american west, mexico

2009 FW
Schiaparelli, animal sensuality, the forties,

the thirties

2010 SS
arabic influences, goddess like draping, six-

ties roman couture

2010 FW
aesthetics of the nineties with high-drama

parisian glamour
ski, scuba, colors of the Bauhaus

2011 SS
leopard, gothicism, twenty-first-century de-

cadence

2011 FW Bettie Page, Amanda Lear, panther

2012 SS surfers and mermaids

2012 FW equestrian seventies photography of Guy Bourdin

2013 SS back to the roots

Hubert de Givenchy and his couture of the

sixties, Tisci's Italian catholic heritage, Ca-

rlo Mollino

2013 FW
gypsy culture with the classics, archives of

Tisci's Givenchy collection

2014 SS crash of the japan and african cultures
fragility of japan and the draping of africa,

madame Grès

2014 FW celebrating elegance and bon ton
erotic charge of Carlo Mollino photograph,

prints of animal and insects

2015 SS gypsies, Game of Thrones, Joan of Arc

tyrolean costume, vintage pinball game, na-

ughty rock girls of Tisci's earliest days at

Givenchy

2015 FW victorian-chola girl
victoriana, chola girl gangs in south amer-

ica

 collection related with Givenchy house's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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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W~2013 SS이었으며 오트 쿠튀르와 프레타 포르

테 컬렉션이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티시는 하우스 데

뷔 초기에 하우스 아카이브를 연구하여 컬렉션에 반영

함으로써 하우스 계승을 위한 시도를 보였고 이후 본인

디자인에 집중한 컬렉션을 전개하다가 다시 하우스 아

카이브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방시 하우스에서 본인이

진행했던 컬렉션도 아카이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우스 컬렉션 디

자인 분석과 디자인 정체성

티시는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아카이브와 정신을 반영

하면서 고스, 낭만, 관능을 추구하는 특성을 더하여 새

로움을 만들었다. 그는 하우스 데뷔 무렵 ‘지방시의 정신

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여성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한

다’고 하였고(“RICCARDO TISCI의 최초의 여성 기성복

컬렉션 [Riccardo Tisci's first haute couture]”, 2005) 오트

쿠튀르의 가치를 존중하였다. 그는 2013년 이후 하우스

경영진이 쿠튀르를 중지시킨 후에도 프로젝트를 통해

쿠튀르 의상을 계속 제작하였고, 2014 SS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부터는 쿠튀르 수준의 디테일이 있는 작품을 선

보였다.

1) 오트 쿠튀르 컬렉션

(1) 하우스 아카이브 재해석

티시는 데뷔 작품인 2005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서 지방시 패션 하우스 아카이브와 장 콕토(Jean Coct-

eau)의 영화 ‘미녀와 야수(La Belle et La Bête)’에서 받

은 영감을 표현했다. 그는 지방시처럼 검은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고스 감각을 조화시켰고, 세퍼레이츠를 강

조하였다(“RICCARDO TISCI의 최초의 여성 기성복 컬

렉션 [Riccardo Tisci's first haute couture]”, 2005). 또한

낭만적인 드레이퍼리와 다양한 볼륨을 제시했다. 베티

나 블라우스를 재해석한 디자인도 있었다(Fig. 15). 그는

2006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도 하우스 유산을 다루

었다. 1952년 장미 꽃잎 같은 볼레로 <Fig. 16>을 응용한

<Fig. 17>과 베티나 블라우스 <Fig. 18>이 있었다.

이후에도 티시는 하우스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재

해석한 디자인을 다수 선보였다. 예로 1960년대 지방시

작품 <Fig. 19>와 세퍼레이츠 <Fig. 2>를 재해석한 2007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표범 무늬 수트 <Fig. 20>, 2012

SS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Fig. 21> 디자인이 있었다. 리

틀 블랙 드레스는 <Fig. 22>−<Fig. 23>을 비롯하여 여러

시즌에 걸쳐 다양한 실루엣과 재질, 디테일로 재해석되

었다.

(2) 오트 쿠튀르 컬렉션의 조형성과 패션 이미지

티시는 지방시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뛰어난 재단

능력을 보여주는 테일러링으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였

고, 극단적으로 정교한 장식, 대조되는 영역과 스타일의

결합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우아한 이미지와 함께 낭

만, 고스,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 럭셔리 이미지가 복

합적으로 표현되었다.

Fig. 15. Bettina blouse

reinterpretation, 2005 FW HC.

From GIVENCHY의 최초의 상

징적인 작품인 블라우스의 재

해석 [Revisiting the First Iconic 

piece of Givenchy]. (2006).

https://www.givenchy.com

Fig. 16. Bolero jacket,

1952.

From 2006 봄/여름 오뜨 꾸뛰르

[Haute Couture Spring/

Summer 2006]. (2006).

https://www.givenchy.com

Fig. 17. Bolreo jacket 

reinterpretation, 2006 SS HC.

From 2006 봄/여름 오뜨 꾸뛰르

[Haute Couture Spring/

Summer 2006]. (2006).

https://www.givenchy.com

Fig. 18. Bettina 

blouse

reinterpretation,

2006 SS HC.

From Morton. (2006).

http://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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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뛰어난 재단에 의한 다양한 형태

티시는 뛰어난 재단과 예리한 테일러링으로 볼륨 X

라인부터 몸에 유연하게 맞는 라인, 여유 있는 에이치

(H), 독특한 기하학적 라인 등 다양한 형태를 표현했다.

<Fig. 21>처럼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형태를 비롯하여

<Fig. 24>처럼 단순하고 절제된 기하학적 라인이 있었

고 <Fig. 25>처럼 곡선과 직선이 강하게 표현된 형태가

있었다. 또한 <Fig. 26>처럼 예리한 라인에 깃털 장식으

로 변화를 주거나 러플을 더해 복잡한 실루엣을 만든 것

도 있었다. 모던한 테일러링은 시크한 이미지를 보여주

었고(Mower, 2008) 유연한 라인은 우아하고 세련된 이

미지를, 드레이퍼리 등은 낭만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② 극단적으로 정교한 장식 기법

티시는 가죽, 모피, 레이스 등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

하면서 하우스 전통인 수공예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정

교하고 독특한 러플 장식 <Fig. 27>−<Fig. 28>, 섬세한 깃

털 장식 <Fig. 30>−<Fig. 31>, 비즈와 가죽으로 만든 프

린지 <Fig. 32>, 그라데이션 효과 <Fig. 20>, <Fig. 27>,

<Fig. 31>, 비치는 소재 위에 섬세하고 과도한 장식을 하

는 것 <Fig. 30>, 비치는 소재 레이어링 <Fig. 23>, <Fig.

28> 등 특유의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런 기법은 티시가

지방시 하우스에서 형성한 새로운 시그니처로 평가 받

았다(Blanks, 2010a; Phelps, 2012a). 정교한 장식이 있는

의상 한 벌의 재단과 봉재에는 2,000~4,000시간이 걸리

기도 하였다(Blanks, 2011). 티시는 장식과 기법을 효과

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늬 없는 원단을 많이 사용하였

고 무채색과 베이지 등 흐린 색조를 선호하면서 액센트

색상을 조화시켰다.

섬세하며 극단적인 장식은 오트 쿠튀르의 최고급 럭

셔리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비치는 소재와 함께 사용되

어 낭만적 이미지나 고스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였다.

③ 대조되는 영역과 스타일 결합

티시는 대조되는 영역과 스타일을 결합했다. 남성성

과 여성성의 대조와 혼합 <Fig. 26>, 쿠튀르와 스트리트

의 혼합 <Fig. 32>는 그의 시그니처로 평가되었다(Jon-

es, 2010). 또한 그는 <Fig. 29>처럼 고대 제의식을 그린

에로틱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 란제리 풍 의상과 베일로

관능과 종교 분위기를 결합했다.

이런 결합으로 낭만과 우아한 이미지와 함께 시크와

관능, 비현실적 상상, 고스, 그로테스크 이미지가 표현되

었다. <Fig. 21>은 절제된 색상, 고급 소재의 단순한 의상

에 정교하면서 과장된 코 장식과 귀걸이로 모던한 우아

함과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죽음을 낭만적

으로 표현한 <Fig. 30>은 크리스탈 장식 뼈대와 연약한

깃털로 낭만적이면서도 고스 이미지를 보였다. <Fig. 31>

같이 로맨틱한 드레스와 거대한 머리 장식은 낭만적이

면서 그로테스크하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2)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1) 하우스 아카이브 재해석

티시는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도 지방시 패션 하

우스의 유산과 전통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Fig.

33>처럼 세퍼레이츠와 리틀 블랙 드레스를 고스 미학으

로 재해석한 2006 FW 컬렉션과, 지방시 작품의 기하학

적 구조를 에스닉 요소와 결합한 2007 SS 컬렉션이 있었

다. 또한 지방시와 60년대 쿠튀르, 티시 자신의 하우스

Fig. 19. Animal

print, 1969.

From Beyfus.

(2013/2015).

p. 78.

Fig. 20. 2007

FW HC.

From Mower.

(2007b). http://

www.vogue.com

Fig. 21. 2012

SS HC.

From Phelps.

(2012a). http://

www.vogue.com

Fig. 22. 2012

FW HC (I).

From Phelps.

(2012b). http://

www.vogue.com

Fig. 24. 2012

FW HC (II).

From Phelps. 

(2012b). http://

www.vogue.com

Fig. 23. 2016

SS HC.

From Mower.

(2016).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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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디자인을 참고한 2013 SS 컬렉션 <Fig. 34>−<Fig.

35>가 있었다. 이 컬렉션은 아름답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Phelps, 2012c).

(2)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조형성과 패션 이미지

티시는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쿠튀르 수준의 재

단을 통한 다양한 형태, 강한 조형 표현, 여러 스타일의

복합 표현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우아한 이미지와

관능 이미지를 위주로, 다양한 하위문화 이미지가 복합

적으로 표현되었다.

① 뛰어난 재단에 의한 다양한 형태

티시는 쿠튀르 수준의 재단으로 절제된 형태와 기하

학적 형태, 라인에 변화가 많은 형태를 표현하였다. 하우

스 아카이브와 관련된 2013 SS 컬렉션은 몸에 유연하

게 맞는 것부터 기하학적 형태가 정제되어 우아하고 세

련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Fig. 34)−(Fig. 35). 2007 FW

컬렉션은 잘 재단된 수트들이 <Fig. 36>처럼 시크한 이

미지를 표현하였고 2010 SS 컬렉션은 <Fig. 37>처럼 기

하학적 형태와 인상적인 비례의 조화, 드레이핑 디테일,

현대적 그래픽으로 전개된 에스닉 문양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Mower, 2009b).

② 강렬한 무늬와 장식, 디테일 조합

티시는 무늬와 장식, 디테일의 강렬한 조형 표현으로

자신의 시그니처를 만들었다. <Fig. 36>과 <Fig. 38>의

금속 장식은 티시 특유의 장식 기법으로 인정되었고 그

는 이를 하우스 액세서리 라인으로도 전개하였다.

티시는 2011년경부터 섹시함, 퇴폐주의 같은 관능 표

Fig. 25. 2006

FW HC.

From Mower.

(2006). http://

www.vogue.com

Fig. 26. 2010

SS HC.

From Mower.

(2010). http://

www.vogue.com

Fig. 27. 2010

SS HC.

From Mower.

(2010). http://

www.vogue.com

Fig. 28. 2007

SS HC.

From Mower.

(2007a). http://

www.vogue.com

Fig. 29. 2009

SS HC.

From Mower.

(2009a). http://

www.vogue.com

Fig. 30. 2010

FW HC.

From Blanks.

(2010a). http://

www.vogue.com

Fig. 31. 2011

SS HC.

From Blanks.

(2011). http://

www.vogue.com

Fig. 32. 2012

FW HC.

From Phelps.

(2012b). http://

www.vogue.com

Fig. 33. 2006

FW RTW.

From Phelps.

(2006). http://

www.vogue.com

Fig. 34. 2013

SS RTW.

From Phelps

(2012c). http://

www.vogue.com

Fig. 35. 2013

SS RTW.

From Phelps.

(2012c).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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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조형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만들

어 갔다. 2011 SS 컬렉션은 대담한 표범 무늬, 지퍼 장

식, 비치는 소재 혼합으로 고딕 이미지와 21세기 퇴폐미

를 표현하였다(Fig. 39). 노출과 비치는 소재 레이어링으

로 성적 이미지를 표현한 2011 FW 컬렉션에서는 <Fig.

40>처럼 하우스의 새로운 프린트를 개발하였다. 2014

FW 컬렉션은 <Fig. 41>처럼 강렬한 나비와 나방, 동물

무늬, 잘 재단된 수트와 럭셔리한 장식으로 매우 우아

하고 프랑스적이며 성적인 암시를 표현하였다(Phelps,

2014a). 2015 SS 컬렉션은 <Fig. 42>처럼 여전사와 집

시 이미지를 정교하고 장식적인 디테일로 섹시하게 제

시하였다(Phelps, 2014b).

③ 다양한 스타일의 복합 표현

티시는 컬렉션에서 우아, 시크, 고스를 비롯하여 관

능, 에스닉, 펑크, 젊은 하위문화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복

합적으로 표현하였다. 2011 SS 컬렉션은 <Fig. 39>처럼

퇴폐와 펑크, 고딕 이미지를 혼합하였다(Blanks, 2010b).

2013 FW 컬렉션은 펑크와 그런지를 낭만, 우아함과 혼

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는데 <Fig. 43>의 디즈니

만화 사슴 밤비(bambi) 프린트 스웨트 셔츠(sweatshirt)

와 다양한 소재 조합, 독특한 헤어 스타일로 극찬을 받

았다(Bowles, 2013a). 그의 ‘디자이너 스웨트 셔츠’는 이

후 크게 주목받았다. 2014 SS 컬렉션은 <Fig. 44>와 같

이 일본과 아프리카 문화 충돌을 드레이핑과 기모노 수

트, 강렬한 메이크업, 쿠튀르 수준의 공예로 우아하며 시

크하고, 섹시하게 표현했다(Bowles, 2013b). 2015 FW 컬

렉션은 ‘빅토리아 시대 혼혈 라틴 아메리카 소녀’ 테마

로 ‘또래 집단의 우두머리(boss of the gang)’를 표현하였

다. 고스와 에로티시즘이 표현된 의상 <Fig. 45>는 페플

럼 자켓, 얼굴에 붙인 보석과 코 장식, 독특한 헤어 스타

일로 젊은 하위문화, 남성과 여성 경계의 모호함, 인종

의 다양함을 반영한 ‘숭고하고 세련된 컬렉션’이었다
(Mower, 2015).

3)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하우스 아카이브 재해석과

새로운 시그니처 형성

티시는 베티나 블라우스, 리틀 블랙 드레스, 세퍼레이

츠, 지방시의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 프린트를 위

주로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였다.

또한 그는 극도로 정교한 장식, 그라데이션 기법과 독특

한 주름 기법, 프린지, 과장된 액세서리와 얼굴 장식, 비

치는 소재 레이어링, 메탈 장식과 스웨트 셔츠, 새로운

하우스 프린트 등 본인에 의한 새로운 시그니처를 형성

하였다(Blanks, 2010a; Phelps, 2012b).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4)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

티시는 뛰어난 재단과 테일러링 기술로 위베르 드 지

방시 작품의 구조적, 기하학적 형태를 재해석하면서 더

강하고 다양한 형태를 시크하고 모던한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또한 그는 극도로 정교한 장식, 강렬한 무늬, 독

특한 장식과 디테일을 특징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대조되는 영역이나 여러 스타일의 결합을 시도하

여 쿠튀르와 스트리트 결합, 남성성과 여성성 결합, 다

양한 하위문화가 혼합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형성과 이미지로 티시는 상상 속 여신, 여전사, 인어

Fig. 36. 2007

FW RTW.

From Phelps.

(2007a). http://

www.vogue.com

Fig. 37. 2010

SS RTW.

From Mower

(2009b). http://

www.vogue.com

Fig. 38. 2008

SS RTW.

From Phelps.

(2007b). http://

www.vogue.com

Fig. 40. 2011

FW RTW.

From Phelps.

(2011). http://

www.vogue.com

Fig. 39. 2011

SS RTW.

From Blanks.

(2010b). http://

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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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2014

FW RTW.

From Phelps.

(2014a). http://

www.vogue.com

Fig. 42. 2015

SS RTW.

From Phelps.

(2014b). http://

www.vogue.com

Fig. 43. 2013

FW RTW.

From Phelps.

(2013). http://

www.vogue.com

Fig. 44. 2014

SS RTW.

From Bowles.

(2013b). http://

www.vogue.com

Fig. 45. 2015

FW RTW.

From Mower.

(2015). http://

www.vogue.com

Table 4.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 building new signature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House archive Tisci's reinterpretation

Bettina blouse/

bolero jacket/

separates

Little black

dress

Structural,

geometric

form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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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현실적 여성과 여러 문화 요소가 혼합된 현실 세

계의 다양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티시의 지방시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우아함, 고스,

낭만, 시크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글래머, 섹시의 관능

표현이 혼합되었는데 강하면서도 절제되어 상업성이 잘

조화되었다(Blanks, 2010b; Bowles, 2013b; Phelps, 2014a,

2014b). 다양한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스와

관능이 어우러진 우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티시는 정

교한 장식을 통한 낭만적 고스풍 우아함(romantic goth-

elegance), 무늬와 디테일 조합을 통한 절제된 관능적 우

아함(understated sensual elegance)으로 하우스의 디자

인 정체성을 재창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5>와

Table 4. Continued

Building

new signature

Gradation technique Folding technique & fringe detail

Extraordinary elaborate ornamentation Veiling, sheer layering

Grotesque,exaggerated decoration Metal decoration

Designer sweat shirts New house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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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 종합적 논의

위베르 드 지방시와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 패션 하

우스 디자인 정체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방시는 오트 쿠튀르 전통에 단순함, 완벽한 선과 볼륨,

순수성, 여성의 편안함 추구를 접목했다. 그의 작품은 고

급 소재, 뛰어난 재단과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하지

만 완벽했고 순수미를 표현했다. 편안함 추구는 세퍼레

이츠와 몸을 구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에서

구현되었다. 지방시는 시그니처 디자인인 베티나 블라우

Table 5. Givenchy fashion house design identity by Riccardo Tisci

Tradition of Givenchy fashion house

+

Design vision of Riccardo Tisci

· high quality materials, fabrics, sewing, exquisite cutting

and tailoring 

· pursuing perfection

· symbol of luxury

· romanticism + sensuality

· dark feminity with goth aesthetics

· reinterpreting Givenchy fashion house spirit as modern fe-

minity

· respecting for haute couture· modern elegance with simplicity, refined structural form

and fine taste

▼

Haute couture

Formative features Fashion image

Form · various, geometrical silhouette

· image of elegance

· image of romanticism & goth

· image of modernness & chicness

· mixed image of apposite style

Material/

pattern

· high quality fabrics, exotic skins, fur, lace

· without pattern/geometrical, animal pattern

Color · monochrome + vivid color, pastel color

Detail/

decoration

· extraordinarily elaborate ornamentation

· exaggerated head gear, ruffle, pleats, feather, fringe,

beads and embroidery

· various form by exquisite cutting and tailoring

· extraordinarily elaborate ornamentation

· mix of opposite things and style

· building Tisci's own technique and design signature for Givenchy

fashion house

Prêt-à-porter

Form
· various, geometrical silhouette

· dualism of hard and soft lines

· image of elegance

· image of sensuality & sexuality

· image of goth, grotesqueness

· image of chicness & sophistication

· mixed image of various style (ethnic, subcultural image)

Material/

pattern

· various fabrics + metal, plexiglas

· strong pattern: geometrical, animal, insects, flowers pa-

ttern, comics and pinup girl print

Color · monochrome + vivid colors, gold, pastel colors

Detail/

decoration

· high quality details, metal decoration

· face jewelry, face painting

· exquisite cutting and tailoring

· strong pattern and decoration

· mixing of various style

· developing new signature print, items, and decoration technique for

Givenchy fashion house

▼

Design identity of Givenchy fashion house by Riccardo Tisci

romantic goth - elegance with elaborate decoration  understated sensual elegance with print and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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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리틀 블랙 드레스, 절제된 레이디라이크 수트 등을

통해 세련되고 우아한 새로운 현대 여성의 미를 제시하

였다. 그 결과 지방시는 단순함, 여성의 몸과 조화되는

형태, 고급스러운 감각을 통한 현대적 우아함으로 하우

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둘째, 티시는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유산에 고스와 낭

만, 관능을 더하였다. 그는 쿠튀르 전통을 존중했고 지

방시 하우스의 정신을 오늘의 여성성으로 재해석하려

하였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를 탐구하여 시그니처 디

자인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지방시 작품의 절제

된 기하학적, 구조적 형태를 단순한 것부터 강한 형태까

지 모던하게 재해석하였다. 나아가 티시는 극도로 정교

한 장식 기법, 강렬한 무늬, 독특한 장식과 디테일, 대조

되거나 다양한 스타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는 지방

시의 단순하고 절제된 스타일과 다른 방향이었으나, 티

시는 조형 요소를 잘 통제하여 오늘의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우아, 고스, 낭만, 관능 및

여러 요소의 혼합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 결과 티시는

정교한 장식에 의한 낭만적 고스풍 우아함, 무늬와 디테

일 조합을 통한 절제된 관능적 우아함으로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티시 이전의 하우스 디자이너 맥퀸은 폭력적인 성적

행위를 주도하는 여성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였고, 맥

도날드는 억제되지 않은 화려함을 표현하였기에 지방

시 패션 하우스 이미지는 오리지널 디자인 정체성에서

큰 변동을 겪으면서(Mower, 2005) 한 때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 비해 티시는 지방시 하우스의 유산을 존

중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자 하였고 하우스

의 디자인 정체성인 ‘현대적인 우아함’을 재해석하였다.

티시는 ‘낭만적인 고스와 관능이 어우러진 우아함’을 동

시대적이면서 세련된 감각으로, 오늘의 여성성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그니처를 더하여 지방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재형성하였다

(Table 6).

V. 결 론

본 연구는 후임 디자이너가 하우스 고유 디자인 정체

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례로 지방시 패션 하

우스를 선택하여 창업자 위베르 드 지방시와 현재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도 티시의 컬렉션 작품을 중심

으로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베르 드 지방시는 50, 60년대 전성기에 파리

오트 쿠튀르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패션 철학에 기

반한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그는 여성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새로운 현대 여성의 미를 제시하였는

데 시그니처 디자인은 베티나 블라우스, 리틀 블랙 드레

스, 절제된 레이디라이크 수트를 들 수 있다. 지방시는

단순함, 완벽한 선과 볼륨, 순수성, 여성의 편안함을 추

구하는 디자인 철학과 오트 쿠튀르의 뛰어난 기술과 고

급 감각을 접목해, 현대적인 우아함으로 대표되는 하우

스 디자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둘째, 리카르도 티시는 오트 쿠튀르 전통과 지방시 하

우스의 유산을 존중하면서 고스 미학과 관능을 더하여

현재에 맞는 다양한 여성성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재단, 정교하고 강한 장식에 기반을 둔 특

유의 디자인 기법과 아이템으로 새로운 하우스 시그니

처를 형성하였다. 티시의 지방시 컬렉션에서는 낭만, 고

스풍 아름다움, 관능, 대조적인 영역과 다양한 하위문화

가 혼합된 패션 이미지가 주로 표현되었다. 특히 프레

타 포르테에서 관능과 성적 이미지가 강조되면서도 천

박하거나 과하지 않게 표현되었다. 티시에 의해 지방시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낭만적인 고스풍 우아함, 통

제된 관능적인 우아함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지방시가 정립한 지방시 패션 하우스 디자인

Table 6. Design identity of Givenchy fashion house

Original design identity of Givenchy fashion house

+

Design features of Riccardo Tisci

· modern elegance

· aesthetics of goth, romanticism, sensuality

· new formative features & images

· creating new signature

Design identity of Givenchy fashion house

elegance recreated with romantic, goth and sensual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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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에 티시의 패션 철학과 디자인 특성이 더해져 디

자인 정체성이 재형성되었다. 티시는 지방시 패션 하우

스의 ‘현대적 우아함’ 전통에 동시대 감각을 부여하여

‘리카르도 티시풍 우아함’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는 새

로운 하우스 시그니처를 만들어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

성을 더 충만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패션 하우스 디자인 정체성의 계승을 패션

현장 비평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시 하우스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 모든 후임 디자이너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들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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