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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d majo and maja costumes of depicted in Francisco de Goya's paintings from the

middle of 18th to the early 19th century, and presented the costumes defined as the upward flow from the

lower classes to the upper classes. The study methodology selected those describing the maja and majo among

the figure paintings, portraits and genre paintings by Goya that identify unique characteristics with the quali-

tative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upward flow with that affect the costume of the upper classes. The influ-

ence of the majo and maja costumes were outstanding in the shape of the outfits while the French style gown

of the upper class women were one-piece dresses in shape, those of the maja were two-piece dresses that

consisted of the upper and gather skirts. The costume was perfected by use of the mantilla or head kerchief,

instead of the headdresses prevalent at those times. The majo's costume affected the men's costume of the

upper classes in the shape of the outfits. Short coat and tight breeches were preferred to the loose ones as

well as instead of a long coat. Rather than the wigs or tri-corn hat, the head kerchief and sash belt applied,

which could be evidence of the upward flow as well as shows proof of the influence of majo and maja cos-

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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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페인어 마호(majo)의 사전상 의미는 느낌이 좋은,

매력적인, 세련된, 멋진, 잘 차려 입은, 호화로운, 사치

스런, 세련된 남자라는 뜻으로, 마하(maja)는 마호의 여

성형이다(“majo”, n.d.; “Majo”, n.d.). 마호와 마하는 프

란시스코 데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y Lucientes,

1746~1828)가 생존했던 18세기 스페인의 마드리드(Ma-

drid)에 등장한 특이하고 멋진 복장과 자유분방한 행동

을 하는 하류계층 남 ·녀로, 18세기 스페인 문학에도 마

하, 마호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문화, 예술 전반에서 유

행했던 유형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하인, 종복, 매춘부,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하류계층에 행실도 점잖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들의 패션이 귀족들까지 모방할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bae@chonnam.ac.kr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6-268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018,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2, No. 1 (2018) p.74~87

https://doi.org/10.5850/JKSCT.2018.42.1.74

〔연구논문〕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회화에 나타난 18세기 스페인 마호(majo), 마하(maja) 서민복식의 상향전파 사례연구

– 75 –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Symmons, 1998/2001) 사실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마호와 마하는 18세기 스페인에 등장한 제멋대로

행동하는 하류계층의 멋쟁이 남 ·녀를 뜻한다. 엄밀히 구

분하자면 마호는 게으르고 뻔뻔한 멋쟁이 남자로 주로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말썽을 일으키는 남성 집단이고,

마하는 멋대로 자란 시골 처녀라는 원래의 뜻처럼 재치

와 유머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멋쟁이 여성

을 말한다(Von Radziewsky, 1996/2006).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 스페인의 대표적 화가인 고야를 비롯하여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들이 벽화, 유화, 소묘로 다양한 마

호와 마하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동일 인물을 착의와

누드로 그린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The Naked Maja)

(1800)>와 <옷을 입은 마하(The Clothed Maja)(1805)>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8세기 스페인은 고압적인 교회와 무자비한 전제 군

주, 나태한 귀족이 지배하는 폐쇄사회로, 유럽 대륙의

끝자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여 유럽 본토에 속한 국

가들로부터 변방 취급을 받았고, 복식문화도 유럽 여타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통 왕족 혹은 귀족이

복식문화를 주도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18세기

스페인에서는 마호, 마하와 같은 하류계층의 멋쟁이 남

·녀가 복식유행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페인의 마호와 마하를 중심

으로 한 하류계급 복식을 고찰해보는 것은 이제까지 다

루지 않았던 18세기 스페인 서민복식의 양상을 다룬다

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스페인 역사의 특수성과 문화적 특징, 민

족성을 통한 스페인 패션의 형성 요인과 특성을 도출

한 Lee(2013)의『스페인 패션의 형성 요인과 특성』에 관

한 연구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페인이 라틴아메리

카를 통치하면서 원래의 스페인 복식이 문화이식에 따

라서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하는 점을 다룬 Sun and Yoo

(1998)의『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 스페인

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스페인 복식 전반에 걸친 연구 혹은 스페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국가의 민속의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

것으로, 특정 시기나 계층의 복식 특히 18세기 하층계

급의 복식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마호, 마

하의 복식은 하류계층의 복식이 상류계층의 복식에 상

향전파된 특이한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복식사적 관

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낭만주

의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활동하였던 18세기 중

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회화작품에 묘사된 마호와 마

하의 복식을 고찰하고, 당시 스페인 서민복식이 상류계

층으로 상향전파된 사례를 밝히는 것에 있다. 본 연구

에서 연구대상으로 고야의 회화를 선정한 것은, 고야는

당시 화가들 중 인물화와 초상화, 풍속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였고 특히 귀족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풍속화를

통한 일반인의 생활상도 즐겨 묘사하였기 때문에 서민

이었던 마호와 마하의 복식 및 귀족의 복식을 잘 고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방법은 동 시기에

제작된 고야의 인물화와 초상화, 풍속화 중 귀족 및 마

하와 마호의 복식이 묘사된 작품을 선정하여 복식의 특

징을 추출하고, 마호, 마하 복식의 특징이 상류계층의

복식에 상향전파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II. 18세기 스페인의 사회적 배경과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작품세계

1. 18세기 스페인의 사회적 배경

18세기 이전 스페인은 미신과 종교재판이 전 국가에

만연하였고,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아프리카

에 접해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타 유럽 국가와의

교류도 많지 않았다(Lee, 2013). 그러나 역사적으로 페

니키아(Phoenicia), 카르타고(Carthago), 로마(Rome), 아

라비아(Arabia) 등의 여러 국가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등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가 융합되어 스페인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Yang, 2005). 18세기에 접어

들어 점차 개혁주의자들이 스페인 부르봉 왕조(House

of Spain Bourbon)의 후원 하에 계몽주의를 스페인에 들

여오기 시작하면서 합리주의 철학, 과학, 프랑스의 생

활방식 및 복식문화가 도입되었다. 스페인 귀족들은 복

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생활패턴을 프랑스식으로 바꾸어

나갔다(Lee, 2012).

문학 분야에서도 형식, 법칙, 규칙을 중요시하는 프

랑스 신고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스페인 작

가들은 프랑스의 영향보다는 스페인 문학의 전통을 고

수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 결과 프랑스 문학의 인위

적인 형식보다는 사실적인 것을 부각하였다. 17세기 초

반에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가 집

필한『돈키호테(Don Quixote)』를 1780년에 다시 출판하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76 –

여 이 작가를 스페인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스

페인 문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자신들만의 독

특한 전통을 고수하고자 노력하였다(Lee, 2012).

스페인 사람들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성향은 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정부는 1766년 스페인 전

통의 챙 넓은 모자와 검정 망토 착용을 금지시키고, 대

신 프랑스풍의 의복과 가발, 짧은 망토, 트리콘 햇(Tri-

corn Hat)을 착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

발하여 시민들은 폭동(Esquilache Riots)을 일으켜 250명

의 사망자를 내었고, 폭동은 이 금지령을 추진했던 에스

킬라체(Marqués de Esquilache) 재상의 추방으로 마무리

되었다(Lee, 2012). 이는 스페인 민족주의의 옹호 혹은

전통의 고수라는 독특한 사회적 배경 때문이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18세기 스페인 가톨릭교회에는 교

리와 예배 형태, 교황의 역할을 둘러싼 내분이 일고 있었

고, 종교재판을 통해 수많은 이단을 구금, 참수, 화형, 교

수형에 처하였다(Choi, 2005). 이 시기 스페인 국왕은 예

수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점차 계

몽 서적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대중이 계몽됨으로 인

해 게으른 귀족과 사치스러운 교회는 점차 설 자리를 잃

어갔다. 가난한 하층민에 대한 동정심이 사회 전체에 일

었으며, 이들에 대한 시청의 문호가 개방되고 게으른 귀

족의 육체노동 금지를 폐지하여 계층 간 격차가 줄어들

었다(Carr, 2000/2006). 소박한 복장의 왕족과 귀족계급

이 마호, 마하와 같은 화려한 복장의 하류계급과 어울리

는 모습은 당시 스페인에서 흔한 모습이었던 사실은 이

러한 18세기 스페인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이 되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

나 정권이 바뀌고 평범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Napol-

eon Bonaparte, 1769~1821)이 황제에 즉위하여 1808년

스페인을 침공하였으며, 스페인에서는 1808~1814년 사

이에 반도전쟁(독립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학

살당하는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Carr, 2000/2006).

이로 인해 고야의 민족의식이 고양되었고, 회화주제도

어둡고 침울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2.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작품세계

스페인 로코코 미술의 대표 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고

야는 미술사에서 뛰어난 거장으로 평가된다(Ahn, 2000).

고야가 살았던 18~19세기의 스페인은 계몽주의 시기이

자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과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

고, 그는 이러한 시대상을 그의 회화의 주제로 삼았다.

1746년 스페인 아라곤(Aragon) 지방의 사라고사(Za-

ragoza) 부근 푸엔데토도스(Fuendetodos)라는 작은 마을

에서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야는 17세에 마드리

드에 소재한 미술아카데미에 낙방한 후, 이탈리아 파르

마아카데미(Parma Academy)에 합격하여 실력을 인정

받았다(Von Radziewsky, 1996/2006). 그 후 스페인으로

돌아와 태피스트리의 밑그림, 프레스코화, 초상화, 인물

화, 풍속화, 판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화가로 활동

하였으며, 마침내 1799년 수석 궁정화가가 되어 스페인

최고의 영예와 대우를 누렸다(Symmons, 1998/2001).

고야의 작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771년

부터 1794년 무렵까지 후기 로코코 작풍시기와 1794년

이후 그가 사망한 19세기 초반까지의 독자적인 작풍시

기이다. 이 두 시점의 분수령은 중병을 앓아 청각을 잃

은 시점으로, 병으로 인생의 전기를 맞은 고야는 밝고

따뜻한 그림 대신 공포를 자아내는 섬뜩한 그림을 그리

기 시작하였다(Von Radziewsky, 1996/2006). 1794년 이

전에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왕조풍의 화려함과 환락의

덧없음을 다룬 작품이 많은 반면, 1794년 이후에는 스페

인 바로크 미술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

ázquez, 1599~1660),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

(Rembrandt van Rijn, 1606~1669), 히에로니무스 보시

(Hieronymus Bosch, 1450~1516)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형성하였다(“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de Goya]”, 2011).

먼저 로코코 작풍시기에는 주로 태피스트리 밑그림

과 귀족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는데, 특히 1783년 카를로

스 3세(Carlos III)의 측근이었던 플로리다블랑카 백작

(Count of Floridablanca)의 초상화 제작을 계기로 많은

왕가의 초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1786년 카를로스 3세

의 초상화를 제작한 후 1788년 카를로스 3세가 사망하

고, 1789년 카를로스 4세(Carlos IV)가 즉위하여 고야를

궁정화가로 임명하였다. 궁정화가로 임명된 10년 후인

1799년 고야는 수석 궁정화가가 되어 왕과 왕후를 비롯

한 많은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

초상화의 특징은 우아한 의상을 매우 섬세하게 그린 다

음 귀족 남 ·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그리는 것으로 고야

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초상화를 주문한 사

람도 자신의 얼굴보다는 값비싼 의복이 제대로 표현되

었는지가 더 중요하였던 시기로, 고야의 붓이 지나가면

옷감의 촉감이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한다(Von Rad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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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ky, 1996/2006).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야의 회화작품

은 복식사적 관점에서 당시의 복식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794년 이후에 고야는 점차 초상화에서 인물화로 전

환하였다. 1800년에 제작된 <카를로스 4세의 가족(The

Family of Carlos IV)(1800)>에는 당시 궁정사회의 인습

과 무기력, 퇴폐가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 직

후에 연달아 제작된 <옷을 벗은 마하>와 <옷을 입은 마

하>에서도 스페인의 전통적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관능

에 찬 강렬한 이미지의 여성이 표현되어 있다. 이 시기

무기력하고 퇴폐한 왕가의 모습과 적나라하고 관능적

인 여성의 표현 등 고야의 인물화는 점차 인간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양상을 보이게 되

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는 청각을 잃을 정도의

중병인 콜레라를 앓은 경험과 프랑스 대혁명의 충격, 나

폴레옹 군대의 스페인 침공, 1808~1814년 사이의 스페

인 독립전쟁으로 시작된 민족의식 때문이었다(“프란시

스코 고야 [Francisco de Goya]”, 2011).

그의 전쟁을 주제로 한 후기 작품과 연작판화 <전쟁

의 참화(Los Desastres de la Guerra)(1810~1814)>에는 흑

백 에칭(Etching)에 살육, 광기, 허무, 폭행이 가감 없이

묘사되었다. 또 다른 후기 작품들에는 고야 작품 특유의

암담한 느낌이 스페인의 독특한 니힐리즘(Nihilism)에 깊

이 뿌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야는 이러한 니

힐리즘의 시각화를 시도하여 자신의 별장 벽면을 <Fig.

1>과 같은 <검은 그림들(Black Paintings)(1820~1823)>

로 장식하였다(“프란시스코 고야 [Francisco de Goya]”,

2011). 이 결과 말년의 고야는 파괴적이고 지극히 주관

적인 느낌과 대담한 붓 터치로 주제와 작풍의 변화를 시

도하였고, 후일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예술의 혁명가였고,

스페인의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정신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화가였다(Ahn, 2000).

III. 18세기 스페인 남 ·녀 복식과

마호 ·마하 복식의 특징

1. 18세기 스페인 남 ·녀 복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

락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

들로부터 변방 취급을 받았고, 복식에서도 유럽 본토의

복식과 형태적 차이가 있었다. 복식은 기본적으로 당시

의 패션을 주도하였던 프랑스 복식유행을 따랐지만, 세

부적인 부분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국가적 특징과

장식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Boucher, 1965).

상류층의 우아한 여성들은 프랑스의 복식유행을 기

본으로 하였지만, 프랑스보다는 의복의 부피가 작고 길

이가 짧았다. 이 위에 화려한 색의 숄(Shawl)을 두르거

나 검은색 혹은 흰색의 만틸라(Mantilla, 머리에 두르는

레이스 혹은 실크의 베일)를 거북 등껍질이나 진주를

깎아 만든 빗 위에 둘러서 어깨 아래로 늘어뜨렸다. 또

한 꽃을 귀 뒤에 꽂거나 부채나 파라솔을 들어 스페인

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Boucher, 1965). <Fig.

2>에 제시한 라 솔라냐 후작부인(Marquise la Solana)의

초상화에 묘사된 복식에서도 신발이 보일 정도로 짧고

크게 부풀리지 않은 스커트와 머리와 어깨에 두른 레이

스 만틸라, 머리에 장식한 꽃, 손에 든 부채에서 당시

스페인 귀족 여성의 전형적인 복식이 파니에로 커다랗

게 부풀린 프랑스 귀족의 복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궁정 출입 시 혹은 결혼식에 착용한 여성 의복은

프랑스의 와토 가운(Watteau Gown) 혹은 로브 아라 프

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이

의복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1769에 널리 착용되고 있었

던 반면 스페인에서는 1785년에 처음 착용된 기록이 남

아있는 점도 스페인에 미친 프랑스 복식의 유행이 상당

히 늦었음을 말해주고 있다(Boucher, 1965). 또한 <Fig.

3>의 와토 주름 부분을 자세히 보면, 프랑스의 와토 가

운은 등 부분의 주름이 의복의 옆선에 연결된 구성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름과 상의 바디

스(Bodice) 부분이 연결되어 있으나, 스페인의 것은 의

복의 옆선에 와토 주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뒤 네크

라인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바디스의 옆선과 주름이 분

리되어 있는 의복 구성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저명한

복식학자이자 큐레이터(Curator)인 부셰(Françoise Bou-

cher, 1965~)에 의하면 이는 이미 제작된 의복에 주름을

추가하여 마치 프랑스의 유행 의복처럼 보이게 제작하

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Boucher, 1965). 헤어스타일

은 여타 유럽 국가의 여성들처럼 커다랗게 부풀린 스타

일과 쓰개를 착용하거나 혹은 머리를 감싸는 머릿수건

을 두른 경우, 만틸라를 두른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성 또한 유럽 본토의 남성 복식과 의복의 여유분,

길이 및 장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기본 형태는 유럽

타 국가의 남성 복식과 같은 코트(Coat), 셔츠(Shirt)와

브리치스(Breeches), 베스트(Vest), 크라바트(Crava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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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였으나(Bae et al., 2016), 스페인 남성들은 여기에

넓은 새시 벨트(Sash Belt)와 크라바트를 매었고, 유럽 국

가들의 의복보다 더 짧고 타이트한 형태의 코트와 베스

트, 브리치스를 착용한 사례도 있었다(Boucher, 1965).

<Fig. 4>에 제시된 스페인 남성의 복식에서도 의복과 장

식에서 컬러 대비가 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

며, 타이트하고 짧은 코트, 베스트, 브리치스의 스페인

남성 복식 특유의 착용 사례를 볼 수 있다. 헤어스타일

에 있어서도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한 하얗게 분칠을 한

긴 가발(Laver, 1982)보다는 짧고 단정한 가발을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

2. 18세기 스페인 마호 ·마하 복식의 특징

고야가 살았던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 스페인

에는 신분이 천차만별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살

았다. 비록 16~17세기와 같은 스페인의 전성기는 아니

었지만 여전히 수도 마드리드는 활기가 넘쳤고, 수공예

품을 파는 상인부터 싸움을 일삼는 백수건달 마호, 당돌

하고 정열적인 오렌지 아가씨 마하, 시골 농부와 귀족

들이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으로 구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Von Radziewsky, 1996/

2006).

<Fig. 5>−<Fig. 6>에 제시된 고야의 초기 태피스트리

의 밑그림 용도로 제작된 <만자나레스 강둑에서의 소

풍(Picnic on the Banks of the Manzanares)(1776)>과 <만

자나레스 강둑에서 춤추는 마호들(Dance of the Majos

at the Banks of the Manzanares)(1777)>에는 화창한 날씨

에 드넓은 전원을 배경으로 귀족풍의 복장을 착용한 마

호와 마하가 격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상류층과 같은 느긋한 모습이며 자유분방하면서

도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

<Fig. 6>의 세부 사진인 <Fig. 7>을 보면 마호는 화려

한 색에 길이가 짧게 변형된 코트와 타이트한 브리치스

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상의가 마치 재킷 길이 정

도로 짧지만 코트의 아래쪽에 포켓이 선명하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코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허리 아래쪽 코트

의 볼륨도 가볍게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의 색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갈색 등 다양하고, 넓은 새시

벨트와 느슨하게 착용한 크라바트를 볼 수 있다. 또한

머리 장식도 마치 여성처럼 머릿수건(Head Kerchief)을

둘러서 단정하게 헤어스타일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마하는 투피스 형태의 남색, 황금색, 흰색, 빨

간색 의복에 타이트한 상의, 크지 않은 볼륨의 햄라인

(Hem Line) 장식이 있는 발목 길이 주름 스커트와 목

부분을 가리는 삼각형 스카프의 일종인 피슈(Fichu), 머

리카락을 감싸는 머릿수건과 경우에 따라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777년에 제작된 <파라솔(The Parasol)(1777~

Fig. 1. Saturn Devouring

One of His Son, 1820-1823.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4.

Fig. 2. Marquise la Solana,

1792.

From Boucher.

(1965). p. 321.

Fig. 3. Spanish Bridal gown,

1765-1775.

From Boucher.

(1965). p. 321.

Fig. 4. The Family of

Duke of Osuna, 1788.

From Symmons.

(1998/2001).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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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역시 태피스트리의 밑그림으로 제작된 작품으

로,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밝은 느낌이 지배적이다.

<Fig. 8>을 보면 남성이 녹색 양산을 들고 풀밭에 앉아

있는 여성을 햇살로부터 가리고 있는 장면으로, 이들은

하류계층의 젊은 마호와 마하이다(Symmons, 1998/2001).

풍성한 노란색 주름 스커트와 몸에 꼭 맞는 하늘색 상

의 위에 흰 망토를 걸치고 풀밭에 앉아있는 마하와 갈

색 코트, 베스트, 브리치스에 빨간색 조끼, 파란색 넓은

새시 벨트와 검은색 목수건, 흰색 크라바트, 머릿수건

을 착용한 마호는 독특한 스페인 복식의 사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파라솔>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마호와 마하의

복식을 보여주는 회화로 <Fig. 9>에 제시된 <마하와 가

면을 쓰고 있는 마호들(A Walk in Andalusia)(1777)>이

있다. 이는 안달루시아(Andalucia)의 산책길에서 마주친

마호와 마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된 작품으로,

검은 망토를 길게 늘어뜨리고 넓은 새시 벨트에 긴 칼을

찼으며, 노란색, 빨간색의 원색의 코트와 브리치스에 모

자와 연결된 검은 가면을 착용하여 눈만 드러낸 마호의

모습이 그들의 불량한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이

러한 마호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마하는 밝고 명랑한 모

습으로, 검정색 상의와 주름 스커트에 빨간색 숄을 허

리에 두르고 있으며 얇은 삼각형의 피슈를 어깨에 걸치

고 있다. 머리에는 꽃과 만틸라를 착용한 모습이다. 역

Fig. 5. Picnic on the Banks

of the Manzanares, 1776.

From Symmons.

(1998/2001). p. 54.

Fig. 6. Dance of the Majos at the Banks of the 

Manzanares, 1777.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39.

Fig. 7. Detail of Dance of the Majos at the Banks of the Manzanares, 1777.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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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커트의 볼륨이 작고 길이가 짧아서 신발이 드러난

형태이고, 으슥한 안달루시아의 산책길에서 마주친 여

러 명의 마호들 사이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묘사된 마

하를 볼 수 있다.

1788년에 제작된 또 하나의 ‘소풍’이라는 주제를 다

룬 작품인 <Fig. 10> 역시 왕궁을 장식할 벽걸이 타피스

트리 제작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Fig. 5>와 유사하게

드넓은 전원을 배경으로 젊은 마호와 마하가 소풍을 즐

기는 모습이 묘사된 이 작품에도 노란색과 검정에 가까

운 자주색의 코트와 브리치스에 빨간색의 새시 벨트와

베스트, 흰색 크라바트, 트리콘 햇의 프랑스풍 복식의

남성과 동시에 짧은 코트와 타이트한 브리치스, 머릿수

건을 착용한 마호의 복식이 묘사되어 있고, 좌측에 앉

아 있는 마하는 노란색과 분홍색의 주름 스커트와, 흰

색 상의, 레이스 피슈, 만틸라로 치장한 모습으로 묘사

되어 있다. 여러 마호들에 둘러싸여 있으나 당당한 모습

으로 묘사된 마하는 화려한 색의 의복과 장식으로 자신

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스페인 사라고사 출신의

신고전주의 화가 라몬 바이유(Ramón Bayeu, 1746~1793)

의 인물화에도 화려한 복장의 기타 치는 마호가 묘사되

어 있는데, 고야의 풍속화에 묘사된 마호의 복장보다 더

욱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1>에 묘사된 마호의

복장은 분홍색의 짧은 코트와 다리에 꼭 끼는 브리치스

에 연두색 장식이 있고, 노란색 베스트, 커다란 망토를 착

용하였으며, 머릿수건과 챙이 넓은 모자를 동시에 착용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화가가 제작한 <Fig. 12>

에 묘사된 당시 귀족 남성의 길이가 긴 코트의 형태와

색, 장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화려한 스타일로, 고

야뿐만 아니라 동시대 타 화가의 작품에도 유사한 복장

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마호 복장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상의 작품들은 시골 출신의 무명화가였던 고야가 마

드리드에 입성해서 제작한 초기 작품으로, 이때 제작한

왕실용 태피스트리의 밑그림들은 사냥, 소풍, 장터, 놀

이 문화 등 당시의 풍경과 풍속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궁정의 벽면을 장식할 태피스트리에 대담하게 마호와

마하를 묘사한 것은 고야의 두둑한 배짱을 드러냄(Von

Radziewsky, 1996/2006)과 동시에 당시 왕실의 취향이

신화적 주제나 역사화에서 벗어나 대중에 밀착된 동시

대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영향을 받

았을 것이며(Symmons, 1998/2001), 더 깊게는 18세기를

풍미했던 계몽주의의 확산이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고야의

비교적 초기 풍속화이고 활동 중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초상화와 인물화로 전환하였다. 특히 마하를 묘사한 작

품이 1800년 이후 다수 제작되었는데 <Fig. 13>−<Fig.

16>은 화려하게 치장한 마하를 묘사한 작품들이다.

이 시기가 되면 19세기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복식의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Fig. 10>과 <Fig. 13>에서 복식

실루엣의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전자는 X자형 실

루엣의 투피스 스타일 의복이라면, 후자는 A라인 혹은

H라인 실루엣의 원피스 혹은 투피스 스타일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의복의 색에 있어서도 흰색과 검정색을 기

본색으로 여기에 황금색 혹은 빨간색의 장식이 포인트

컬러로 사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드러난 가슴

을 피슈, 만틸라 혹은 숄을 둘러서 가리고 있다. 이들이

Fig. 8. The parasol, 1777-1778.

From Von Radziewsky. (1996/2006). p. 44.

Fig. 9. A Walk in Andalusia, 1777.

From Von Radziewsky. (1996/2006).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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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인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고야가 작품의 제목에

‘마하’라고 직접 언급한 점과 당시 마하가 아닌 일반 하

류계층 여성의 의복은 <Fig. 15>의 좌측 인물과 <Fig.

17>−<Fig. 18>의 인물에 제시된 것과 같이 소박하고 장

식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

와의 차이는 허리선의 위치가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가

슴 아래로 높게 올라가고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변화

하였으나, 그 외의 새시 벨트, 만틸라, 피슈, 양산 등은 거

의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특히 <Fig. 18>은 고야가 당시

의 권력자인 마누엘 데 고도이(Manuel de Godoy, 1767

~1851) 재상의 궁전도서관에 장식하기 위한 과학, 산업,

상업, 농업 연작 중 공업을 묘사한 그림으로, 당시 사회

의 발전상과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Pérez Sánchez, 1989/

1990). 여기에는 기계를 다루고 있는 하류계층 여성의

소박하고 장식 없는 복식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으며,

<Fig. 17>의 물을 긷고 있는 하녀의 복식과 같은 장식

Fig. 11. El majo de la guitarra, 1786.

From Rococo in Spain. (2017).

https://en.wikipedia.org

Fig. 12. Obsequio Campestre, 1778.

From Ramón Bayeu Obsequio campestre.

(2017). https://commons.wikimedia.org

Fig. 13. The Clothed Maja,

1805.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13.

Fig. 14. Maja and Celestina,

1808-1812.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75.

Fig. 15. The Young Maja,

1812-1814.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32.

Fig. 10. A Picnic, 1788.

From Merienda campestre. (2017).

https://commons.wikimedia.org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82 –

없는 상의, 하의, 숄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마호와 마하의 복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마

호는 몸에 잘 맞고 길이가 짧은 코트와 베스트, 브리치

스, 셔츠, 크라바트와 망토, 넓은 새시 벨트, 머릿수건 혹

은 챙 넓은 모자를 착용하였고, 의복색은 주로 빨간색,

파란색, 갈색, 자주색, 분홍색, 검정색을 선호하였다. 스

페인 마호의 복식은 유럽 여타 국가와 달리 코트의 길이

가 매우 짧고 몸에 꼭 낄 정도로 잘 맞으며 넓은 새시 벨

트와 머릿수건을 착용한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하는 18세기에는 투피스 형태의 가볍고 길이가

짧은 X자형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고 의복의 색도 화려

한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하늘색이 주요색이었다. 19세

기에 접어들어서 의복의 실루엣이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바뀌고, 의복의 주요색은 흰색과

검정색에 황금색과 빨간색이 포인트 컬러로 사용되었

다. 세기가 바뀌었어도 유럽 여러 국가의 여성 복식보다

길이가 짧고 가벼우며 스페인풍의 피슈와 만틸라, 머릿

수건, 양산, 머리의 꽃 장식이 부가된 점을 마하 복식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IV. 마호 ·마하 복식의 상류계층

상향전파 사례

1. 여성복식

스페인 상류계층 여성 복식에 미친 마하 복식의 영향

은 당시 스페인의 패션리더였던 마리아 루이사 왕비(Qu-

een Maria Luisa of Parma)와 알바 공작부인(Duchess of

Alba, Maria Teresa Cayetana de Silva)의 복식에 주로 나

타난다. 고야가 그들을 묘사한 초상화에는 당시 궁정예

복으로 착용한 프랑스 복식과는 확연히 다른 스페인 특

유의 마하 복장을 착용한 모습이 다수 나타난다.

카를로스 4세의 왕비였던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초

상화인 <Fig. 19>를 보면 당시의 프랑스 복식과 유사한

커다란 헤드드레스(Headdress)와 피슈, 앙가장 소매(En-

gageantes Sleeve), 양옆으로 부풀린 스커트의 X자형 실

루엣 가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의 패션리더였던 베나벤테 공작부인(Dutchess of Bena-

vente)의 복식이 묘사된 <Fig. 20>의 초상화에도 <Fig.

19>에 제시된 것과 같은 복식스타일이 묘사되어 있다.

즉,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 프랑스 복식의 유행으로 상

류계층이 착용하던 일반적인 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반

면 <Fig. 21>에 제시된 마리아 루이사 왕비의 초상화는

스페인식 헤드드레스인 만틸라와 A자형 실루엣의 투피

스 드레스에 숄을 두른 전형적인 마하 복식의 착용 사

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한동안 화가 고야의 애인이었던 스페

인 최고의 미녀이자 전통 있는 가문 출신인 알바 공작

부인의 초상화에도 나타난다. 작은 파르마(Parma) 공국

출신의 왕비와는 품격이 다른 스페인 대귀족 출신의 그

녀는 왕과 왕비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가운데 한명이었다(Von Radzie-

Fig. 17. Water Carrier, 1808-1812.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29.

Fig. 18. Manufacturing, 1800.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99.

Fig. 16. Majas in Balcony, 1815.

From JAEWON ART BOOK

Editorial Department. (200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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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ky, 1996/2006). 이러한 여성이 평소 착용한 복장은

<Fig. 22>에 제시된 것과 같은 단정한 A자형 실루엣의

흰색 하이웨이스트 로브와 빨간색의 넓은 벨트, 리본 장

식이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 18세기 로코코 스타일

에서 19세기 신고전주의 스타일 복식으로 변화하는 과

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로브의 길이가 길어서 신

발이 보이지 않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반면 <Fig.

23>에 제시한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화에는 이와는 다른

제 허리선에 두른 빨간색 새시 벨트, 노란색 상의, 검정

색 주름 스커트, 숄, 만틸라로 구성된 <Fig. 21>의 마리

아 루이사 왕비의 복장과 유사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복장 역시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서 신발이 모두 보이고

있다. 작품이 제작된 년대상으로도 <Fig. 22>가 1795년

이고 <Fig. 23>이 1797년이면 신고전주의 복식스타일로

더욱 변화된 복장이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

하고, 그렇지 않은 점은 알바 공작부인의 복식이 스페인

전통에 기초한 마하 복식을 착용한 사례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인 1800년에 제작된 <Fig. 24>의 친촌 백

작부인(Countess of Chinchon)의 초상화에는 더욱 발전

된 형태의 신고전주의 복식스타일이 묘사된 점은 이 사

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야 회화의 연구가

인 Symmons(1998/2001)와 Von Radziewsky(1996/2006)

역시 이들의 독특한 복장이 마하 복식에서 기인한 것임

을 주장하고 있다.

2. 남성 복식

여성복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상류계층 남성 복식에

미친 마호 복식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

페인의 신고전주의 화가 라몬 바이유의 인물화에 묘사

된 마호의 복식과 상류계층의 남성 복식의 차이에서 언

급한 것처럼, 남성 복식에서 마호와 프랑스풍 복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Fig. 25>에 제시된 <그릇 장수

(The Crockery Vendor)(1779)>라는 제목의 이 작품에는

귀족 남성과 마호가 동시에 묘사된 사례를 보여준다. 가

운데 앉아 있는 빨간색 코트 차림의 귀족은 전형적인

18세기 귀족의 긴 길이 코트와 가발을 착용한 헤어스타

일을 보여주는 반면, 마차에 타고 있는 마호는 길이가

짧고 금색의 장식이 있는 흰색의 코트와 다리에 꼭 끼

는 브리치스, 머릿수건을 착용한 전형적인 마호 복식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마호 복식을 더욱 정확히 보여

주는 작품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Fig. 26>−<Fig. 27>

로, 여기에는 투우를 하거나 연을 날리는 등 당시 유행

하던 놀이를 즐기고 있는 남성의 짧은 상의와 의복과

대조적인 색의 새시 벨트, 머릿수건이 정교하게 묘사되

Fig. 20. A Portrait of Dutchess

of Benavente, 1785.

From Symmons.

(1998/2001). p. 109.

Fig. 21. A Portrait of Queen

Maria Luisa with mantilla, 1799.

From Maria Luisa of Parma.

(2018). http://en.wikipedia.org

Fig. 19. A Portrait of Queen Maria

Luisa of Parma in Court Dress, 1789.

From Maria Luisa of Parma.

(2018). http://en.wikipedia.org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84 –

어 있다. 이러한 머릿수건의 착용은 고야 이외에 당시의

화가인 <Fig. 28>의 로렌쪼 티에폴로(Lorenzo Tiepolo,

1736~1776) 회화에도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머릿

수건 위에 트리콘 햇을 겹쳐 착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티에폴로는 이탈리아의 대가 지암바티스타 티아폴로(Gi-

ambattista Tiapolo, 1696~1770)의 아들로, 1762년부터 생

을 마감할 때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작품활동을 하였

으므로(“Tiepolo, Lorenzo Baldissera”, 2017) 이 작품도

스페인 서민복식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왕이 마하의 복장을 하고 초상화를 제작한 것과 달

리 왕이 마호의 복장을 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Fig.

29>에 제시된 작품에는 여성은 만틸라와 커다란 숄, 발

목이 보이는 주름 스커트의 마호 복식을 착용한 반면 남

성은 긴 길이의 코트와 브리치스, 흰 가발, 트리콘 햇으

Fig. 23. Portrait of Duchess

of Alba, 1797.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76.

Fig. 24. Portrait of Countess

of Chinchon, 1800.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96.

Fig. 22. Portrait of Duchess

of Alba, 1795.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76.

Fig. 26. The Bull, 1779.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1.

Fig. 27. The Kite, 1778.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36.

Fig. 25. The Crockery Vendor, 1779.

From Hagen and Hagen.

(2010/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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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형적인 귀족 차림을 하고 있다. <Fig. 30>에 제시된

작품에는 연 날리기, 투우와 더불어 당시에 유행하던 눈

가리고 맹인 놀이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마호,

마하, 귀족 남 ·녀의 복식이 모두 묘사된 사례를 보여준

다. 화려한 색상의 상의와 발목이 보이는 주름 스커트를

착용한 마하의 복식과 길이가 짧은 코트와 꼭 끼는 브

리치스를 착용한 마호의 복식, 오른쪽 두 번째 인물의

긴 길이의 코트와 브리치스를 착용한 귀족 남성의 복식,

커다란 헤어스타일과 약간 가리기는 하였으나 전형적

인 귀족 여성의 복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격

의 없이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계급의 인물들이며, 또한 마호, 마하의 복식이 당시 프

랑스풍의 귀족 복식과 동시에 묘사되었다는 것은 귀족

남성들도 마호의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Fig. 10>의 프랑스풍 귀족

의 복장과 마호, 마하의 복장을 한 남 ·녀가 소풍을 즐

기는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V. 결 론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6세기부

터 17세기까지 유럽 최강의 제국을 형성하고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와 산악지형으로 인해 유럽 여러 국가들

로부터 변방으로 취급되었고, 그 대신 타 민족과 종교의

잦은 접촉으로 이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프

란시스코 고야가 활동하였던 18세기 스페인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유럽에서 불어온 계몽주의의 영

향으로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중의 의식

이 변화하였다.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점차 합리주의

철학과 생활방식이 받아들여졌고 복식문화도 프랑스풍

으로 변화하였다.

스페인 상류계층이 프랑스의 복식을 받아들이는 사이

하류계층에서는 멋쟁이 남 ·녀인 마호와 마하를 중심으

로 한 독특한 복식유행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복식이 상류계층의 복식에 영향을 미쳐 상향전파된

특이한 사례를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회화작품에 묘사된 귀족, 마호와 마하의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류계층 여성 복식에 미친 마하 복식의 영향은 의복

의 형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류계층 여성의 프랑

스풍 가운이 원피스 드레스 형태였던 반면에 마하의 복

식은 상의와 주름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 스타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마하 스타일이 여왕의 복식부터 귀족

여성의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Fig. 28. Common people, 1771-1773.

From Pérez Sánchez. (1989/1990). p. 40.

Fig. 29. Market in Madrid, 1778.

From Symmons. (1998/2001). p. 59.

Fig. 30. Blindman's Buff, 1788-1789.

From Hagen and Hagen. (2010/201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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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복식스타일에는 당시 유행하던 커다란 헤드드레

스 대신 마하 복식의 특징인 만틸라 혹은 머릿수건이

착용되어 복장을 완성하였다.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의

주름 스커트 아랫단에는 프릴이 층층이 장식되어 율동

감을 주며 이러한 복장을 착용한 남 ·녀가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고야의 회화에 묘사되어 프랑스풍 복

식을 착용하고 근엄한 표정과 모습으로 묘사된 귀족의

초상화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로코코 복식

스타일에서 신고전주의 복식스타일로 변화하는 시기에

도 허리선의 위치가 올라가고 실루엣이 X라인에서 스

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변화하는 형태상의 변화 이외에

새시 벨트, 만틸라, 머릿수건, 양산, 꽃 장식 등은 변함없

이 고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페인의 전통을 중

시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자신들의 복식을 지키

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상류계층 남성 복식에 미친 마호 복식의 영향 역시

의복의 형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긴 길이의 코트 대

신 재킷처럼 짧은 코트와 여유있는 브리치스 대신 타이

트한 브리치스로 나타났다. 또한 분가루를 뿌린 흰색의

가발 혹은 트리콘 햇 대신 여성의 것과 유사한 머릿수

Table 1. An influence of majo · maja costumes on the upper class costumes

Costume Characteristics Influence to Upper Class Representative Samples

Maja

Clothing

⇒- tight top or jacket

- gather skirt (ankle length)

- watteau gown (one-piesce dress) →

two-piece dress

- long length → ankle length

Accessories

⇒
- fichu or shawl

- mantilla or head kerchief

- sash belt or apron

- fichu or shawl

- big headdress → mantilla or head

kerchief

- sash belt

Majo

Clothing

⇒
- short coat

- short vest

- tight breeches

- long coat → short coat

- short vest

- loose breeches → tight breeches

Accessories

⇒

- cravats

- sash belt

- head kerchief

- cape

- cravats

- sash belt

- wig or tri-corn hat → head ker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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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착용하였으며, 여기에 프랑스풍 복식에는 없는 넓

은 새시 벨트를 착용하여 스페인 마호 복식 특유의 복

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여

왕이 마하 복식을 착용한 것과는 달리 왕이 마호 복식을

착용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여성 복식에 마하

복식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의복 색은 전반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을 사용하고 있

어서 남 ·녀 및 상 ·하 계층 사이의 차이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고, 장식적인 면에서도 18세기 복식이 화

려하게 장식되었기 때문에 마호, 마하 복식의 화려한 장

식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변방 스페인은 자신들의 지리적, 지형적 결점

을 오히려 장점으로 발전시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와 복식으로 정착시켰다. 이 결과 20세기에 가서야 나타

나게 된 의복 상향전파 사례가 스페인에서는 이미 18세

기에 나타났고, 18세기에 유행한 수평적으로 확대된 스

커트 형태가 이미 17세기에 유행하였으며, 현대에 접어

들어 세련된 색으로 받아들여진 검정색의 유행이 스페

인에서는 16세기에 시작된 독특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는 귀족 복식 중심이 아닌 18세기 스페인 서민복식

의 양상을 다루고, 더 나아가 이들의 복식이 귀족 복식

에 상향전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귀족 복식 중심의 복식사 연구대상을 다양

한 계층으로 넓힘으로써 보다 넓게 복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는 관점에서 후속연구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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