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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of women 's fashion in the 

city culture of Paris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examining paintings by the 

Impressionist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visual 

examination paintings, 224 paintings(by Édouard Manet, James Tissot, Edgar 

DeGas, Gustave Cailleboat, Jean Béraud, Pierre-Auguste Renoir)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nineteenth century, Paris was a 

new city with new department stores. Department stores were centers of 

consumer culture, where the power of capital appeared rather than class. The 

spatial backgrounds of Impressionist paintings were places where they could see 

the consumption and leisure culture of urban people, such as outdoor parks, 

cafes, theaters, ballrooms, bars, streets, and the boat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fashion in paintings, it was found that various 

changes of artificial silhouettes were developed. Various frills, ruffles, 

gatherings, and pleats were thought to have been made by machines. In the 

urban space, many of the women's costumes stood out because of the black 

color. Not only the black color came to represent widows and mourning but the 

black outfits worn by women enhanced their sensual appearances. Women's 

fashion expressed in Impressionist paintings eventually contained a modern 

meaning that changed from 'class symbol' to 'expression of taste'. And the 

symbol of consumer and leisure culture showed, and a Demimonde's fashion 

became a trendsetter, and painters were used as an important element 

expressing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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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한 시대의 예술작품에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 인간의 감정과 , 

미의식이 담겨져 있다 예술작품이 작가의 주관적인 세계의 . 

표현이라 하더라도 작품에는 작가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역사, 

적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미술작(Hauser, 1974/2000). 

품 속에 평범한 일상적 이미지가 그려졌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건 그 화가가 살고 있는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 , 

화적 특수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Oh, 2011). 

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2013 <Impressionism, 

Fashion and Modernity>전이 열려 인상주의 회화 속에서 

패션을 통하여 당시의 근대적 삶의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

려한 작가들의 근대성을 새롭게 조명한 바 있다(Yu, 2013). 

이는 패션이란 시각언어의 세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의미 

체계라는 의 견해 에 비추어 볼 때 Barthes (Finkelstrin, 1996)

인상주의 회화의 패션에 내포된 근대성을 찾기에 좋은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상주자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세기 중후반에 활동하  19

며 햇빛 아래에서 변하는 자연을 직관적으로 그렸을 뿐 아

니라 전통적인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파리라는 도시, 

의 구석구석을 그렸다 인상주의 회화는 새로 건(Lee, 2011). 

설된 파리의 대로 기차 카페 등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도시, , 

의 일상적 정경을 플라뇌르 특별한 목적 없이 도시(fl neur: â
를 천천히 산책하는 세기의 취미적 행동 의 시각으로 다19 )

루었다 인상주의 화가들만큼 도시인들의 자유(Chun, 2011). 

로운 여가생활 개인의 삶 여성을 테마로 그린 화파는 없을 , , 

것이다 그리고 의 지적처럼 현대의 옷차림을 . Perrot(2007)

이해하기 위해서 세기 특히 제 제정기 앙시19 2 (1852-1870), 

엥 레짐 과 결별하기 시작한 시기의 패션에 (ancien r gime)é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기 중후기는 계층에 의한 . 19

의복의 상징이 무너지고 개인과 군중 댄디즘 획일화 차이, , , , 

점 동일함을 동시에 장려하는 패션 민주화의 시기였기 때문, 

이다. 

그동안 세기 여성패션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19

의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세기 패션의 남성성Foucault 19

과 여성성을 논의한 연구 세기 회화를 (Choi, 2007), 19

통한 여성의복의 실루엣을 분석한 연구 계(Kim, 2016), 

급과 여가문화를 세기 후반 파리 노동자 패션과 관련19

지어 탐색한 연구 마네와 패션문화를 함께 (Suh, 2015), 

연구한 논문 인상주의 회화를 패션(Cho & Kim, 2006), 

디자인으로 응용한 연구 르누아르의 작품 (Lee, 2013), 

속 이국취미와 패션 컬러에 대한 연구 등이 (Lee, 2018) 

있다 그러나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도시 . 

공간적 배경과 여성 패션을 연관하여 근대 도시의 기호로

써 패션의 의미를 연구한 논문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상주의 회화를 대상으로 근대   

도시의 기호와 다양한 계층의 여성과 여성의 패션을 살펴보

아 세기 파리의 근대 도시문화 속에 내포된 여성 패션의 , 19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동안 미술사학 문화사. , 

학 사회학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상주의 연구에 의류, 

학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회화. 

를 통한 시각적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문. 

헌연구는 국내외 미술사 문화사 사회사 관련 문헌과 세, , 19

기 패션 관련 문헌을 통하여 세기 근대도시 파리의 문화19

와 사회의 변화 인상주의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세, 19

기 패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상주의 회화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여성을 그린 회화작품에 한정하였다. 

풍경화와 교외를 주로 그린 Claud Monet, Camille 

미국에서 활동한 Pissarro, Berthe Morisot, Mary Stevenson 

및 후기인상주의화가들은 제외하고 Cassatt douard Manet É
점 점 점47 , James Tissot 67 , Edgar DeGas 38 , Gustave 

점 점Cailleboat 9 , Jean B raud 18 , Pierre-Auguste Renoir é
의 총 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작품은 인터45) 224 . 

넷 이미지 검색과 미술 자료집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가 회화라는 평면 작품을 인터넷과 미술도록

에 의존하였고 도시와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에 국한되었

음을 밝힌다. 

세기�파리의�사회문화적�배경과�인상주의.� 19Ⅱ

도시�근대화와�백화점의�등장1.�

세기 파리는 유럽문화와 근대화의 중심지였다 년에 19 . 1846

전보통신망이 새로 만들어졌고 년대에 이르러서는 대, 1850

서양을 건너는 해저 케이블이 생겼으며 거리에 신문이 등장, 

하였고 최초의 여성 패션 잡지 르 메르퀴르 갈랑 < Le 

Mercure Galant>이 등장하는 등 이전의 시대와 달리 삶의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파리의 근대화(Finkelstrin, 1996). 

는 제 제정기 나폴레옹 세의 지시로 오스만 남작이 주도2 3

한 파리 재건설 계획 으로 시작되었다 골목길이 (1851-1870) . 

사라지고 오래된 주거지가 철거되어 대로 가 건(boulevards)

설되었다 근대적인 대도시로의 변신은 파리의 인구가 . 1836

년 백만 명이었는데 년에는 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187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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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Dippel, 2002/2005) .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고층 아파트 백화점 유행상품점 등 , , 

부르주아 소비자를 겨냥한 새로운 소비상품점들이 번창하였

다. 

년 파리에 봉 마르세  1852 (Bon Marché 백화점이 개장되) 

었다 이는 근대적 소비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 

백화점은 근대도시의 물리적 재편과 중산층 노동계층의 소, 

비심리의 표현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적 공간과 사적 공, 

간의 중간적 성격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도시

공간이 되었다 는 그의 저서 봉 마르세 부르주아 . Miller = 「

문화의 백화점 1862 1920 – the Bon March = Bourgeois é
culture and the Department Store 1869 1920– 에서 )」

백화점은 변화하고 있는 소비 패턴의 반영 뿐 아니라 이러

한 소비가 일어나는 문화에 적극 기여하는 결정적 원동력으

로 보았다 취향과 선호의 변화 구매행동의 변화 사는 사. , , 

람과 파는 사람의 관계의 변화 마케팅 기술의 변화 등 새, 

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고 보았다(McCraken, 1988/1996).  

백화점은 세기 소비의 공간인 동시에 즐거운 여가활동의 19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그리고 백화점이 소비주체에 . 

대한 젠더 비전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백화점의 직원도 고객

도 주로 여성이며 백화점 안에 레스토랑 카페 독서실 등 , , 

여성들의 사교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이처(Choi, 2007). 

럼 백화점의 등장은 파리의 근대화와 맞물려 새로운 도시생

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다.

도시의 변모와 백화점의 출현은   mile Zola(1840-1902)É
의 소설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Au Bonheur des dame, 

1883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소설은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 」

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한 주변 상점의 변화 상품생산과 유통, 

의 변화와 새로운 취향의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심리구조

까지 세밀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가 시골에서 . Denise

상경하여 파리의 백화점을 처음 보는 장면의 묘사를 보면, , 

당시의 백화점을 짐작할 수 있다. 

“ 안으로부터 전해오는 분주함으로 인해 활기를 띤 ....

쇼윈도가 흥분으로 떨고 있는 듯 보였다 지나가던 . 

사람들마다 시선을 그곳으로 행했고 모두가 탐욕으, 

로 인해 거칠어진 듯 그 앞에서 발길을 멈춘 여자들

은 서로를 떼밀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백....

화점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동시에 매료시켰

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갈망 속에는 결정적. 

으로 그녀를 유혹하는 막연한 두려움...”(Zola 

1883/2012, p.30)

이상과 같이 새로운 도시의 대로건설과 백화점 등 인공적   

구조물은 소비문화 유행문화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 

곳으로 정착했다 파리는 자본의 위력과 유행의 빠른 변화. , 

상품화 소비문화가 일상화된 스펙터클한 사회였으며 모더니, 

티의 중심이었다. 

여가문화 과시의�기호와�패션산업2.� ,�

년부터 시작된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세기에 들어와1789 19

서도 프랑스 사회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시민들은 정치 이외의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

기게 되어 오페라 음악회 등의 공연과 전시회 경마 등의 , , 

관람과 여행에 관심이 컸다 세기의 부르주아시대 소비의 . 19

담론에 대해 은 과시소비론 는 스펙타클 Velblen ‘ ’, Debord ‘

사회 는 재화의 정치경제학에서 기호의 정치경’, Baudrillard ‘

제학 으로의 이행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 . 

는 궁극적으로 권력행사의 원리가 눈에 띄는 부의 노‘

출 이란 점에 이견이 없다 공연 전’(Stevenson, 2011/2014) . , 

시관람 여행 등 도시적 우아한 삶에는 새로운 스타일 이 , ‘ ’

요구되었고 그 스타일은 비싸고 인공적이고 잘 만들어 개, , , 

발된 것으로 귀족이든 중류계급이든 상관없이 남과 다르게 

구별짓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근‘ ’ (Boucher, 1965). ‘

대도시 에 어울리는 멋진 삶을 위한 새로운 과시의 기호 로’ ‘ ’

서 치장 패션 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실( ) . 

내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런던보다 야외활동을 즐기는 , 

파리의 여가문화가 이러한 패션과 패션의 의미가 소통하는 

장소로 적절하였다.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는 이제 왕과 귀족이 아니라 부르주  

아와 노동자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이들의 

패션을 유행의 시작으로 보았다 여가문(Finkelstrin, 1996). 

화를 즐기는 곳에는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를 노골적으로 과

시했던 소수의 성공한 화류계의 여성들이 나타나 최신의 유

행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산층이나 노동계급에서도 값싼 기. 

성복 중고의류로 자신을 꾸미고 몽마르트 중심의 무도장, , 

카바레 카페에서 노동계급의 여가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근, 

대적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 계급정체성보다 앞서게 되었다. 

또한 파리 중심부를 재건하면서 사회적인 공간이 대폭 늘어

났으며 특히 노상 카페가 줄지어 있는 넓은 대로, 

가 생겨났다 카페 콩세르 연극 오페라의 장면(Boulevard) . , , 

들은 육감적이고 시각적인 쾌락이 지배하는 세계를 보여주

었다 저녁마다 파리 시민들은 수많(Noriko & Park, 2005). 

은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극장 음악홀 카페 콘서트 레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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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랑 무도장 서커스장을 방문했다 노동계층은 여가시간에 , , . 

윈도우 쇼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 즐기기를 하며 잠시

나마 사회적 지위와 일상의 노동을 잊었다. 

결국 프랑스 사회에서 일반 사회계층이 여가를 즐기기 시  

작한 것은 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며 산업혁명과 19

시민혁명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 

세기 중반 이후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도시공간은 근대19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보여주기에 집중하는 과. ‘

시의 기호 는 패션의 유행과 소비문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

다. 

한편 년대부터 파리의 경제는 호황국면이었고 직물산  1860

업이 크게 발달하여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실크의 수입, 

화학염료인 아닐린의 발명으로 과거 화려하고 화사한 색상

의 의복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년에 이미 명 이상. 1847 7,000

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명의 기성복 제조자들이 파리에 233

있었다 는 점을 보았을 때도 파리의 패션(Finkelstrin, 1996)

이 얼마나 호황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화에 . 

의한 도시화는 근대화 작업으로 인한 새로운 여가문화의 공

간이 생기고 새로운 소비계층인 프티부르주아 중산층 노, , , 

동계층도 여가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변화가 생겼다 그리. 

고 근대 자본은 향락과 여가산업에 투자되어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 결국 신체 꾸미기 다시 말해 과시의 기호 로서의 ‘ ’, ‘ ’

패션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가문화 소비문화의 대표적인 상, 

징물인 것이다.

인상주의의�근대성3.�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년 1874 douard Monet(1832~1883), É
Edgar DeGas(1834~1917), Pierre-Auguste Renoir 

가 주도한 제 차 인상주의 공동전시회에서 처(1841~1919) 1

음 등장하였다. 인상주의의 모더니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

술사 미술학의 영역에서 기법과 의미에 대한 많은 연구가 , 

진행되었는데(Corbett, 2017; Hong, 2010a,b; Chun, 2011) 

최근에는 이들이 그려낸 산업과 여가 도시공간의 다양성, , , 

그리고 새로운 계급에 대한 묘사 등 주제와 내용을 통한 화

가의 자율성에 초점이 맞추어 고찰되고 있다(Hong, 2010a). 

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년대를 중심Manet 1870~1880

으로 최신의 유행의상을 입은 파리지엔 여성을 묘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전 시대(Iskin, 2007). 

의 나 Fran ois Boucher(1703-1770) Jean-Antoine ç
의 우아한 정밀 묘사와 달리 빠르고 새Watteau(1684-1721)

로운 붓 자국으로 인상주의 작품에서는 그 옷의 소재가 실

크인지 모슬린인지 변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상주의자들은 . 

도시속의 다양한 여성들의 활기찬 일상과 여가를 주제로 삼

아 근대의 모습을 그려내었다(Finkelstrin, 1996). 

인상주의 회화는 밝은 색채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유  

쾌한 활기를 재현했으며 소용돌이치는 선과 색채로 시민들, 

로 가득 찬 카페나 술집 야외 무도회나 레스토랑의 활기찬 , 

분위기 강가의 보트를 타는 여유를 그렸다 여가를 즐김에, . 

서 오는 즐거움을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이 그린 도시 무도회 및 술집 풍속 해수욕. , 

장 보트놀이 춤추는 무용수 평범한 전원 풍경 등은 전에, , , 

는 금기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Gombrich, 1950/2003). 

상주의화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는 상류계층의 사교생

활 부르주아나 노동계층의 여가생활 뿐 만 아니라 향락적인 , 

사회현상으로 야기되는 도시의 어두운 알코올 중독 및 매춘

까지 포함된다 인상주의의 작품에서 우리는 산업사회 자. ‘ ’ ‘

본주의 개인주의 도시문화 와 같은 당시의 프랑스 사회 ’ ‘ ’ ‘ ’

모습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문화를 (Lee, 2011). 

표현한 인상주의작품은 근대화된 파리라는 대도시의 균형과 

불균형 새로움을 고스란히 담고 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인상주의 회화의 근대성에 .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결국 인상주의는 근대적 시각으로 문화의 도시 파리를 객  

관적인 리얼리즘 기법으로 묘사하였다 인상주의 회화의 근. 

대성은 기법의 문제 뿐 아니라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도시 , 

속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점. 

이 본 연구의 근거로 중요하며 인상주의 근대성이 그림의 

주제와 그 속의 삶이기 때문에 삶의 주인공인 여성과 여성, 

이 입고 있는 변화하는 최신식 의상은 바로 근대의 기호라 

볼 수 있다.

인상주의�회화에�나타난�도시공간과�여성패션.�Ⅲ

작가별�회화의�도시공간적�배경1.�

인상주의 회화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여성의 패션을 알아보

기 위해 먼저 douard Manet(1832~1883), James É
Tissot(1836~1902), Edgar DeGas(1834~1917), Gustave 

Cailleboat(1848~1894), Jean B raud(1848~1935), Pierre- é
의 작품에 나타난 도시배경을 Auguste Renoir(1841~1919)

살펴보았다 의 작품에 그려진 공간적 배경은 공원. Manet , 

정원 카페 술집 아파트 발코니 무도회 실내 등이 많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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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년 튈르리 정원의 음악회. 1862 <

Music in the Tuileries Garden 는 튈르리 궁정의 정원에서 >

열린 음악회를 보러온 사람들을 그린 것인데 파리의 문화인, 

인 부르주아 예술가와 문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의 

가족과 동료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년 자(Figure 1). 1877 <

두 브랜디, Plum , brandy 에서는 술에 반쯤 취한 매춘부가 >

허름한 도심의 카페의 구석에서 고단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표현 하였다 년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Figure 2). 1882 <

A bar at the Folies-Berg reè 의 경우는 도시의 밤 풍경이 >

배경의 거울 속으로 비쳐져 향락적인 도시의 밤 문화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술집의 여성은 무표정하고 공허한 눈빛. 

으로 관객을 응시하듯 보여 술집의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년 나나(Figure 3). 1877 < Nana 는 그림의 주제와 >

제목을 의 동명 소설을 참고로 하였는데 풍만한 몸매Zola , 

와 틀어 올린 금발머리 가는 허리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 , 

고급 매춘부의 매혹적인 모습이 그녀의 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실내에는 화려한 색상과 고급스런 가구들 (Figure 4). 

앞에 키가 큰 화장거울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 실크해트를 

쓴 나이 지긋한 신사의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 세기 프19

랑스 상류층 사회의 퇴폐적인 화류문화를 짐작케 한다 그런. 

가 하면 아름다운 파리지엔의 세련된 모습은 봄1881<

Spring 과 년 온실에서> 1879 < In the conservatory 에서 잘 > 

표현되고 그 밖의 도시 아파트의 발코니(Figure 5, 6) (Figure 

무도회 실내 공간 등이 보인다7), (Figure 8), (Figure 9) . 

의 경우 주로 년대를 중심으로 세련되고 아름  Tissot , 1870

다운 젊은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 그들의 배경이 된 도시공. 

간은 주로 공원 강가 거리 무도회 온실 거리 선상 상점 , , , , , , , 

등이 나타난다 의 많은 작품 중 동(Figure 10 ~ 17). Tissot

일한 여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 의 연인Tissot (Figure 

이지만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성으로 유명하10) , 

다 의 작품 배경에는 특히 강가와 공원이 많이 보이. Tissot

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여가와 소비문화적 배경이 잘 나

타났다 은 당시 암묵적인 매춘여성이었던 상점의 . Figure 11

점원< Shop girl 을 그렸고 는 대로의 마차 앞에 > , Figure 12

있는 여행자로서의 여성을 그린 년 여행자1883 < The 

Traveller 그리고 는 밤의 무도회장>, Figure 13, 14 < The 

ball 과 서커스장 서커스를 사랑하는 파리의 여성> < Woman 

of Paris, the circus lover 을 그리고 는 도시 곳> Figure 15

곳 공원에서 피크닉과 여가를 즐기는 모습 홀리데이< Holiday 

picnic 은 선상의 무도회에 참석한 여성 선상의 >, Figure 16 <

무도회The ball on shipboard 은 온실의 세련된 >, Figure 17

여성 라일락을 든 여성< The bunch of lilacs 이 표현되었다> .

의 경우는 와 매우 달랐다 근대도시  DeGas Manet, Tissot . 

의 이면 노동자 하층여성 무용수들을 그린 작품이 많았는, , , 

데 배경의 공간은 카페 술집 오페라 극장 발레연습장 모, , , , 

자상점 세탁소 등 노동의 현장이 많이 보인다 의 경, . DeGas

우는 회화의 구도가 파격적으로 다른 작가들과는 매우 다르

게 불안정한 구도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 그 속의 주인공, 

들의 힘든 삶과 도시의 이면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해 보

인다 년에 그려진 작품 압상트를 마시는 사람. 1875-1876 <

Absinthe 에서는 허름한 술집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지친 매>

춘여성이 술주정뱅이로 보이는 남성의 옆에서 우울하게 앉

아있다 발레는 의 대표적 모티프인데 화(Figure 18). DeGas

려한 무대보다는 무대의 뒷모습이나 연습실 대기실의 지친 , 

여성을 표현하였다 당시의 발레는 지금과 (Figure 19, 20). 

같은 품위 있는 예술이 아니었다 가난에 의해 자신의 몸을 . 

볼거리로 제공하는 사회적인 하층의 분야로 인식되어 무대

의 가수 무용수는 부르주아 신사들에게 잠재적으로 손님을 , 

기다리는 매춘부와 다르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의 발레는 침. 

체기였고 년에 이르기 까지 는 연습실과 1872-1876 DeGas

오페라 무대의 복잡한 공간 구조 속에 무희들의 동작연습을 

배치하거나 하여 매혹의 존재 돈 많은 남성의 사냥터로 암, 

시하였다 는 풍경을 그리지 않고 도시 공간의 내부. DeGas

와 외부에 관심을 가졌다 의 작품에는 또한 모자와 . DeGas

관련된 그림이 많은데 모자를 만드는 곳 써보며 사는 사, , 

람 모자를 파는 상점 등이다 그리고 카, (Figure 21 ~ 23) . 

페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장 다림질하는 세탁소의 내부 세, , , 

탁물을 나르는 노동여성들이 표현되었다(Figure 24, 25).

나 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도시의 대로가   Caillebotte B raudé
주 배경이었다 특히 의 년 작품 비오는 파. Caillebotte 1878 <

리의 거리Paris street, rainy day 는 근대화된 파리의 도시>

풍경과 그 안의 부르주아 남녀의 프라뇌르적 분위기가 그대

로 나타난다 새로 건설된 대로와 건물들과 그 (Figure 26). 

속에 표현된 백화점 봉 마르세에서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는 

동일한 우산을 쓰고 길가의 상점을 구경하는 듯 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잘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이밖에 따뜻한 햇볕. 

을 받으며 길거리 카페에서 자수를 놓고 있는 여인들(Figure 

밤의 무도회 유럽의 다리를 걷는 산책하는 27), (Figure 28), 

남녀 아파트 실내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중산(Figure 29), 

층 여성의 뒷모습 등 근대 파리의 구석구석을 잘 (Figure 30)

포착한 모습이다 의 경우는 마치 패션 플레이트처럼 . B raudé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의 파리 생활이 거리를 중심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한껏 치장을 한 젊은 여성이 대로를 걷는 . 

모습 대로에서 모자를 파는 여성 모자장수(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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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 특별석의 부르주아의 모습(Figure 32), (Figure 33), 

야외카페와 상점의 모습 빵집내부 그리, (Figure 36, 37, 38) 

고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즐가는 두 여성 이 (Figure 34)

나오는데 주로 도시의 건물을 배경으로 한 복잡한 대로 광, 

장 상점들 극장앞 등등 도시의 인공적 구조물, , (Figure 39) 

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장소들이 나타났다  Renoir . 1870, 

년대 선상에서의 점심식사1880 < Lunch of the Boat 처럼 야>

외의 즐거운 모임 과 실내외 상류층 하층민들의 (Figure 40) , , 

다양한 무도회의 모습 공원 그(Figure 41 ~ 44), (Figure 45) 

리고 가정에서 독서하는 여성이나 피아노 치는 여성 등 보

수적 부르주아들의 생활 을 그렸다 그리고 (Figure 46, 47) . 

우산< The Umbrellas 처럼 거리의 소녀상인과 그 배경으로>

서의 우산을 표현하여 대량생산되는 소비재의 풍요로운 문

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Figure 48). 

의 내부를 그린 그림에서도 무대가 아닌 오페라를 즐기는 

관람석을 위주로 여가문화를 즐기는 여성인물에 초점이 부

여되고 있다 앞선 다른 화가들과 달리 는 (Figure 49). Renoir

도시의 즐거움과 다양한 모습들을 주로 즐거운 분위기로 표

Table� 1.� The� Space� Background� of� Modern� City� in� Impressionist's� Paintings

Artist
Space�

Background�
Paintings

Édouard

Manet

(1832 ~ 

1883) 

Garden, 

Cafe

Balcony 

Private room

Public park

Ball room 

Bar

Figure� 1.
Music� in� the�

Tuileries� Garden,�
1862

Figure� 2.
Plum� Brandy,�

1877

Figure� 3.
A� Bar� at� the�
Folies-Bergère,�

1882

Figure� 4.
Nana,� 1877

Figure� 5.
Spring,�
1881

(www.nationalgal

lery.org.uk)

(www.nga.gov) (https://courtau

ld.ac.uk)

(http://www.

manet.org)

(http://www

.manet.org)

Figure� 6.
In� the�

Conservatory,�
1879

Figure� 7.
The� Balcony,�

1868

Figure� 8.
Masked� Ball� at�
the� Opera,�

1873

Figure� 9.
The� Lady�with� Fans,� Portrait�
of� Nina� de� Callias,� 1873

(http://www.man

et.org)

(http://www.ma

net.org) 

(http://www.m

anet.org)

(http://www.manet.org)

현되었다. 

결국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작품들의 근대도시 기호로 카  

페 대로 술집 도시공원 상점 실내 무도회장 극장 모자, , , , , , , , 

점 공연장 도심 산책 등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 , . 

리하면 다음 과 같다Table 1 . 

근대�도시공간에�나타난�여성패션의�특성2.�

인공적 실루엣의 빠른 변화1)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주로 년대부터 년대까1860 1880

지 약 년 동안 그려졌다 눈에 띄는 것은 시기별로 여성 30 . 

의복의 실루엣 변화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서양복식사. 

의 흐름에서 보면 중세이후 세기까지 여성복 실루엣은 , 18

거의 년 주기로 변화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략 100 . 

전후의 주기로 여성 실루엣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10

을 회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먼저 년대의 회화작품에서는 크리놀린스타일의 풍성  1860

한 실루엣이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의 그림에. Manet

서 잘 나타난다 년 가 그린 튈르리의 음악회. 1862 M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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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rtist
Space�

Background�
Paintings

James 

Tissot / 

(1836

~1902)

Public park

Shop 

Boulevard

Circus venues

On board 

Ballroom

Conservatory

Figure� 10.
October,� 1877

Figure� 11.
� Shop�Girl,

� 1878� ~� 1885

Figure� 12.
� The� Traveller,�

1883

Figure� 13.
The� Ball,�
1878

Figure� 14.
Woman� of�
Paris,� the�

Circus� Lover,
1883-1885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Figure� 15.
Holiday(Picnic),�

1876

Figure� 16.
The� Ball� on� Shipboard,�

1874�

Figure� 17.
The� Bunch� of� Lilacs,

1875�
(www.google.com) (www.google.com) (www.google.com)

Edgar 

DeGas 

(1834 ~ 

1917)

Cafe

Bar

Opera house

Ballet practise 

Room

Millinery shop

Laundry

  

Figure� 18.
Absinthe,�
1875-1876

Figure� 19.
�Waiting,
1880-1882

Figure� 20.
Dance� Class,�

1873

Figure� 21.
Little� Milliners,�

1882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com)

Figure� 22.
�Millinery� Shop�

1882

Figure� 23.
�Millinery� Shop,�

1885

Figure� 24.
�Woman�

Ironing,� 1876

Figure� 25.
Laundress� Carrying� Linen,�

1876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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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rtist
Space�

Background�
Paintings

Gustave 

Caillebotte  

(1848 ~ 

1894)

Boulevard

Bridge

Cafe

Room with 

view

Figure� 26.
Paris� Street,�

Rainy� Day,� 1878

Figure� 27.
Portraits� in� the�
Country,� 1876

Figure� 28.
Soirée� in� Hotel,�

1878�

(www.bbc.com)
(www.google

.com)
(www.google.com)

      

Figure� 29.� � Europe� Bridge,� 1876 Figure� 30.� Interior,� 1880

(www.google.com) (www.google.com)

Jean

Béraud

(1849 - 

1935)

Boulevard

Cafe

Street 

Shops

Theatre

 

Figure� 31.
Jeune� Femme�
Traversant� le� � �

Boulevard,� 1880

Figure� 32.
Miller� on� the�

Champs� Elysees

Figure� 33.
The� Box� by�
the� Stalls,�
1883�

Figure� 34.
Women�
Skating,�
1893�

Figure� 35.
Parisienne,�
Place� of�
Concorde,�

1890� �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Figure� 36.
Boulevard� of�

Capucines,1889
�

Figure� 37.
Cafe� Gloppe,�

1889

Figure� 38.
Walking� in�
Paris,� 1890

Figure� 39.
� The� Boulevard� at� Night� in�

front� of� Theatre� des�
Varietes,� 1883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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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rtist
Space�

Background�
Paintings

Pierre

-Auguste 

Renoir

(1841 ~ 

1919)

Boat

Ball

Dance party

Park

Opera house

Street

Private room

Figure� 40.
Lunch� of� the�

Boat,� 1880-1881

Figure� 41.� �
Dance� in�
the� City�
1882� –�
1883�

Figure� 42.�
Dance� at�
Bougival,�
1883
�

Figure� 43.
Dance� in�

the�
Country,�
1883

Figure� 44.
Dance� at� le�
Moulin� de�
la� Galette� ,�

1876

Figure� 45.
The� swing,� �

1876

(www.google

.com)

(www.go

ogle.com)

(www.goog

le.com)

(www.go

ogle.com)
(www.googl

e.com)

(www.googl

e.com)

  

Figure� 46.
Camille� Monet�
Reading,� 1872

Figure� 47.
Woman� at� the�
Piano,� 1875

Figure� 48.
The� Umbrellas,�
1881~1886� �

Figure� 49.
At� the� Theatre,

1876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

.com)

(www.google.com) 

Music in the Tuileries Garden 에서 대중들 대>(Figure. 1)

부분은 정장을 차려입고 모자를 쓰고 있다 노란색의 무늬가 . 

없는 풍성한 옷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두 명의 

여성은 부채를 들고 있다 야외임에도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 

있는 모습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모, 

두 크리놀린 스타일의 풍성한 드레스 가운을 입고 있다 스. 

카이 블루 색상의 챙이 넓은 보넷을 쓰고 턱 아래 커다란 

리본으로 장식했다 오른쪽 여성은 검은 레이스의 베일까지 . 

착용한 것으로 보아 나이 지긋한 모습의 보수적 느낌이 든

다 같은 해에 그린 거리의 여가수(Figure 50). < Street 

Singer 에서도 당시의 유행한 실루엣이 크리놀린 스타일을 >

볼 수 있고 특히 겉옷의 코트 역시 스커트의 풍성함만큼 확

대되어져 있음을 잘 알 수 있다(Figure 51). 

이러한 확대된 실루엣은 이후 점차 자연스럽게 차분해 진  

다 불과 년 후인 년도 작품인 발코니. 6 1868 < balcony 에서 >

두 명의 부르주아 여성 화가 와 바이올리니스트( Morisot

로 알려진 이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밖을 쳐다보는데Claus ) ,

과도한 실루엣은 보이지 않고 적당한 부풀림의 흰색 드레스

의 세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년대에는 (Figure 7). 1870

명확히 버슬 실루엣의 전성기가 나타난다 인상주의 화가들. 

의 작품들은 주로 년대부터 년대까지가 많은데 특1870 1880 , 

히 년대에 그려진 의 여성들은 세련되고 고급스1870 Tissot

런 젊은 여성이 잘 나타난다 년 무도회. 1878 < The ball 나 >

년 선상무도회1874 < The ball on shipboard 에서 오버스커>

트를 뒤로 끌어 올리고 드레이프 진 버슬 실루엣의 인공적

인 실루엣이 잘 나타난다 특히 무도회(Figure 13, 16). < The 

ball 의 뒷모습은 여성의 보디스가 슬림하고 버슬 부분이 낮>

은 엉덩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이 길게 리니어한 

실루엣으로 잘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긴 트레인의 리니어 . 

버슬 실루엣은 의 년 야망의 여성Tissot 1883-1885 < A 

woman of ambition 이나 의 년 >(Figure 52) , Caillebotte 1878

호텔에서의 밤의 무도회< Soir e in hotelé 에서도 잘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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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작품에서 나타난 리니어하고 긴 트레인의 (Figure 28). 

버슬실루엣은 물고기 고지처럼 늘어져 주로 밤의 드레스에 

해당된다 선상 무도회에 참여한 여성들은 흰색 드레스에 검. 

은색 선과 리본으로 장식을 한 버슬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년대 낮의 일상복은   1870 Figure 6, 11, 22, 26, 29, 30, 

에서 보이듯 다소 슬림하고 밤의 의상보다는 심플한 45, 53

버슬 실루엣이다 의 년 작품 그네. Renoir 1876 < The swing>

의 여성의 실루엣을 보면 정확히 정면의 모습이 슬림하고 

긴 실루엣을 확인 할 수 있다 조금 더 포멀한 (Figure 45). 

멋을 낸 년 의 파리지엔느1874 Renoir < Parisienne 에서는 버>

슬의 인공적 실루엣이 완벽하게 보인다 의 (Figure 54). Tissot

년의 점원1878 < Shop girl 에서는 일하는 도시의 여점원의 >

단정함이 차분한 도시적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의 년 작품 온실에서11). Manet 1879 < in the conservatory>

에서는 더욱 좁아진 실루엣의 데일리 투피스 차림의 우아한 

여성이 보인다 일상적 낮의 옷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상의가 . 

타이트하고 요크절개가 있으며 단추가 좁게 달려있고 동색

의 스커트는 뒷자락이 옆으로 의자에 올려져있는데 규칙적

인 주름이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의 슈트에 (Figure 6). 

노란색 모자와 리본장식 그리고 장갑과 파라솔까지 노란색, 

으로 조화롭게 코디네이트된 모습이다. 

이처럼 인상주의 회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실루엣은   1860

년대의 거대하게 확대되었던 모습에서 년이 채 안되어 폭10

이 점차 가라앉고 자연스러워 지다가 리니어한 스타일로 바

뀌어 유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년대에는 여성의 힙. 1870

을 강조하는 인공적이고 관능적인 버슬스타일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상주의화가들이 사실적인 도시생활을 잘 . 

Figure� 50.�
Detail� of�Music� in� the�
Tuileries� Garden� by�

Manet,� 1862

(www.nationalgallery.org.uk)

Figure� 51.�
Street� Singer� by�
Manet,� 1862

(www.mfa.org)

Figure� 52.
A�Woman� of�
Ambition(or�
Reception)� by�

Tissot,
1883-1885

(www.google,com)

Figure� 53.�
Detail� of� Paris�

Street,� Rainy� Day,�
1878

(www.google.com)

Figure� 54.
Parisienne� by�
Renoir,� 1874

(www.google.com)

Figure� 55.
Conversation� by�
Béraud,� 19c

(www.google.com)

표현한 만큼 의 가 그린 세탁부나 다림, Figure 24, 25 DeGas

질 하는 여성처럼 고된 노동계층의 옷차림은 단순한 상의와 

하의의 노동복을 입은 모습이 나타난다. 

년대 작품에는 버슬실루엣이 더욱 단단하고 인공적인   1880

모습으로 나타난다 의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Manet < A bar 

at the Folies-Berg reè 의 여종업원의 타이트하고 딱딱한 보>

디스 와 의 여행자(Figure 3) , Tissot < The Traveller 의 여성의 >

타이트한 재킷과 스커트의 규칙적인 주름을 이용한 인위적 

형태 그리고 의 특별석(Figure 12), B raud <é The box by the 

stalls 의 여성의 옆모습은 버슬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허리> , 

와 엉덩이가 직각이 되는 형태의 인공적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의 년 베리테의 극장 (Figure 33). B raud 1883 <é
앞 밤의 대로The boulevard at night in front of theatre 

des Varietes 에서도 직각에 가까운 버슬 스타일의 코트에 )

모피가 장식되어 인공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 년대 말부터 년대로 가면서 (Figure 39). 1880 1890 B raudé
의 경우는 졸라맨 허리를 더욱 강조하였고 년대의 타이1880

트한 소매보다는 다소 부풀려지는 형태가 나타나며 스커트

는 년대 보다는 버슬의 확대가 다시 낮아지고 약화되어 1880

부드러워지는 실루엣으로의 변화를 그렸다(Figure 34, 35, 

따라서 인상주의 회화 속의 도시여성들의 실루엣37, 38).  

은 크리놀린에서 부드러운 부풀림으로 변하고 다시 자연스

런 버슬과 긴 트레인의 리니어 실루엣어서 인공적인 조형성

이 강한 딱딱한 버슬 실루엣으로 변하였고 마지막으로 버슬

의 확대와 과장이 조금 가라앉고 흐르는 자연스런 실루엣으

로의 변화가 나타나 세기 후반 아르누보 스타일 등장을 19

예고하는 경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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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장식의 유행2) 

은 그의 저서 세기 패션과 여성의 Cunnington(2003) <19

태도 Fashion and Women's Attitudes in the Nineteenth 

Century 에서 년대를 장식적인 년대 라고 소개한> 1870 ‘ 70 ’

다 그는 당시 다양한 주름과 리본장식의 과도한 활용을 . 

대표적 패션유행으로 기술하고 있다 년 이후 재봉. 1855

틀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의복디자인에도 재봉틀의 , 

영향이 미쳤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계급이나 사회적 .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을 꾸미는 수단으로써 플리

츠 러플 개더 등 각종 주름장식을 활용하였다, , . 

인상주의 회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 

의복의 많은 주름과 리본 장식이 특정계급과 상관없이 장소, 

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으

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애용되었다 카페 공원 도심 산책. , , , 

술집 길거리 서커스관람 음악회 무도회장 등의 여가활동, , , , 

의 도시 구석구석에서 각종 주름이 매우 규칙적으로 많이 

나타난다(Figure 2, 6, 9, 10, 12, 13, 17, 18, 28, 31, 36, 

그리고 부르주아여성이건 화37, 39, 41~45, 52, 54, 55). , 

류계의 여성이건 보수적인 가정주부건 물건 파는 거리의 , , 

소녀이든 점원이든 모든 여성들이 주름장식에 매료된 것처, 

럼 유행하였다 하층계급의 술 취한 여성들을 그린 마네의 . 

자두 브랜디< , Plum brandy 나 의 압생트>(Figure 2) DeGas <

를 마시는 사람Absinthe 에서 조차도 플리츠 장>(Figure 18)

식 의상을 잘 볼 수 있다 술에 반쯤 취해 도심의 허름한 . 

카페의 구석에 앉아 있는 매춘부의 모습에서 금색의 레이스

로 장식한 모자 핑크색 재킷에 주름장식의 흰 블라우스가 , 

고단한 도시뒷면의 여성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야외의 피크닉이나 공원에서는 화이트나 줄무늬의 스포티  

한 의상에 장식 주름이 표현되었고 모자의 활용이 두드러졌

으며 밤의 무도회에서는 보디스 부분은 타이트하고 목선이 

올라오고 소매도 타이트하지만 레이스 장식과 보디스의 커

팅선 버슬의 규칙적 주름 그리고 러플과 잔잔한 프릴 등 , 

매우 섬세한 장식으로 세련미를 극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 년 무도회(Figure 13, 15, 16, 28, 41, 49). Tissot 1878 <

의 의상은 노란색 가운이다 흰색 레이The ball> (Figure 13). 

스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보디스의 프린세스 라인 일명 찰스 (

프레데릭 워스 스타일 Charles Frederick Worth Style 옷), 

자락이 바닥에 끌리듯 길고 마치 물고기 테일처럼 리본들이 

층층이 달려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의 년경의 다. Tissot 1883

른 그림 야망의 여인< A woman of ambition 에서도 매우 >

유사하게 나타나 제목에서 암시하듯 나이 지긋한 남성과 동

행한 무도회의 젊고 스타일리시한 당당한 애인으로서의 여

인의 모습이 보인다 는 즐거운 여성 실(Figure 52). Renoir , 

내의 여성 보수적이고 조신한 여성들 가령 독서나 피아노 , 

치는 여성들의 그림이 많으나 그 여성들의 의상에서도 주름

장식의 유행은 잘 나타난다(Figure 46, 47). 

결국 인상주의회화에서는 년대를 중심으로 공공장소  1870

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조차도 여성들의 의상에서 자신을 아

름답게 표현하고 유행과 부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프릴 러, 

플 개더 플리츠 리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름의 장식, , , 

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봉틀의 . 

발명에 의한 기술적 진보로 년대를 장식의 시대1870

로 규정짓는데 일조를 하였다(decorative 70’s) .  

검정색의 유행3) 

인상주의 회화는 색채의 향연으로 알려져 있다 밝은 빛 속. 

에 야외의 풍경 속에서 즐거운 사람들의 색채는 화려했다. 

당시 인공염료의 발명과 기술적 진보로 이전시대보다는 색

상이 화려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의 . 

근대 도시공간 을 배경으로 하는 회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 ’

들의 패션 중 화려해진 색채와 더불어 눈에 띠는 것은 바로 

검정색이었다 즉 일종의 도시 기호로 검정색이 남성의 색. , 

도시근로자의 색 뿐 만아니라 도시 여성의 유행색으로 일조

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영국의 방송에서는 . BBC 19

세기 파리를 한마디로 묘사하며 하늘은 보통 회색이고 패‘

션은 항상 검정색이다 라고 하였다’(Farago, 6 July 2015) . 

검정은 과거에는 상복이나 민속복 수도복의 이미지가 강  , 

했으며 일반적으로 세기 코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20

를 중심으로 검정색을 현대패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성들. 

의 검정색은 이미 댄디즘과 부르주아 프티 부르주아의 색으, 

로 정착이 되었지만 도시공간을 그린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 

근대도시공간과 함께 여성들의 의상에서 지위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검은색 패션은 세기 근대성 표19

현의 하나의 기호로 볼 수 있다. 

사실 세기 초반까지도 검정 드레스가 결코 여성패션과   19

연결되지는 않았다 검정은 노인의 색이며 년대 초까지. 1860

만 해도 더러움을 감출 수 있는 목적의 숄이나 코트에 기능

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년대 말부터 완전히 패셔너. 1860

블한 색이 되었다(De Young, 2009) 이후 년대부터 인. 1870

상주의 회화 속에서 검정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 기호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

년 가 그린 비오는 거리의 모습에서는 고  1877 Caillebotte

급스런 검정색의 패션을 볼 수 있다 진주귀걸이(Figure 26). 

를 한 부르주아 여성은 모피로 살짝 트리밍이 된 고급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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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코트를 입고 있어 도회적 분위기의 세련미를 보인다

한편 의 오페라 극장의 가면무도회(Figure 53). Manet <

Masked ball at the opera 에서는 검은색 가면과 검은 색 >

옷을 입은 한 무리의 남녀들 이 서로 은밀함을 암시하고 한

편으론 노골적인 묘한 분위기이다 화려한 색채로 (Figure 8). 

즐거움을 표현한 화가인 역시 년 검은 옷을 Renoir 1881 <

입은 두 소녀Two girls in black 극장에서>, < At the 

theatre 우산>, < The umbrellas 에서 검정색 의상은 일상복>

에 노동계층의 일하는 옷에 그리고 도심의 카페에서 일상적 , 

모임이나 저녁 오페라 관람복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Figure 

그런가 하면 년 마담 하트만의 초상56, 47, 48). 1874 <

portrait of madame Hartmann 이나 파리지엔느> <

Parisienne 의 세련된 파리 여인의 의상색도 모두 완벽한 검>

정색 이며 의 그림에서도 (Figure 59, 60) Caillebotte, B raudé
도시 곳곳의 세련된 여성들이 검은옷을 입고 있어(Figure 

사회적 계급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검정색은 도57, 58, 61) 

시에서 매우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De 

이 설명하고 있는 섹시한 미망인과 어두운 부Young(2009) ‘

인들(Sexy widows and Somber Wives 과 관련된 패션이)’

다 은 프랑코 러시안 전쟁으로 인해 파리에 미망. De Young

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망인들의 옷으로 그리고 그들을 애

도하는 색으로 검정을 입었다고 하였다 검정색은 프랑코. -

프러시안 전쟁 이후 상복의 상징으로 남아 있거나 파리 혁

명정부의 혁명적 분위기로 입혀지기도 하면서 년대에 1870

지속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유행에서는 미. 

망인 애도의 이미지가 아닌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향락적 , 

분위기와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의 검정 옷은 오히려 관능적

Figure� 56.
Two�Girls� in� Black�
by� Renoir,� 1881

(www.google.co.kr)

Figure� 57.
Detail� of� the�

Boulevard� at� Night� in�
front� of� Theatre� des�
Varietes� by� Beraud,�

1883�
(www.google.co.kr)

Figure� 58.
Detail� of� Cafe�

Gloppe� by� Beraud,�
1889�

(www.google.co.kr)

Figure� 59.
Portrait� of� Madame�

Hartmann� by�
Renoir,� 1874�

(www.google.co.kr)

Figure� 60.
Parisienne� by�
Manet,� 1875�

(www.google.co.kr)

Figure� 61.
Detail� of� � Europe�

Bridge� by�
Caillebotte,� 1876

�
(www.google.co.kr)

이고 유혹적인 이미지가 담기게 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집안. 

에 있는 정숙한 여성들에게는 보수적인 어두운 이미지로 검

정색이 해석된다. 

한편 와 의 회화에 보이는 점원들의 유니폼  Tissot B raudé
은 도시적이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모두 가지(Figure 11, 38)

게 되었다 검정색의 의상이 단정하고 심플한 모습으로 일하. 

는 젊은 여성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원은 잠재된 매춘, 

녀라는 인식이 있었다 파리의 상점의 점원은 당시 상품화된 . 

여성을 상징하였던 것이다 마네의 폴리 베르(Chun, 2011). <

제르의 술집A bar at the Folies-Berg reè 이나 대로를 휘젓>

고 걷는 아름다운 상제리제의 모자장수< Miller on the 

Champs Elysees 우산파는 아가씨 우산>, < The umbrellas> 

등에서 보듯이 검정색은 거리에 나와서 일을 하는 젊은 여

성들의 색이 되기도 하였다(Figure 3, 32, 48).. 

따라서 검정색은 상복 애도의 색 성과 관련된 색 도시  , , , 

의 색 유혹의 색 등으로 복합적 뉘앙스를 담고 당시 파리, 

에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상주의의 화가들의 작품 속 . 

색채는 화려하고 다채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외의 풍. 

경이 아닌 도시에 집중한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

장하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은 검정색 의복을 적지 않게 입

고 있기에 이러한 검정색의 유행은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인상주의�회화에�표현된�여성�패션의�의미.�Ⅳ

계급상징에서�취향표현으로�변화1.�

세기 이전까지 패션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19 . 



8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4

년까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나타나는 패셔1860~1890

너블한 여성들은 일부 상류층을 포함하여 부르주아 중간계, 

급 하층민 화류계 여성들이었다 의 여성들 역시 각, , . Manet

기 다른 사회계층 출신이었다 의 그림에서는 그러한 . Manet

여성들의 개성과 패션 특징을 세련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강조하였다 인상주의 회화 속 여성 패션은 의 . Crane(2012)

지적처럼 여가추구 꿈 야심과 관련된 정체성을 표현하는 , , 

일종의 수단으로 의복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람. 

자를 똑바로 응시하는 당당한 화류계의 여성 긴 소파 위에 , 

비스듬히 누운 여인 술에 취한 여인 술집 여종업원 등의 , , 

일련의 그림 은 전통적으로 평판이 좋(Figure 2, 3, 4, 8, 9)

지 못한 여성들을 암시한다 가정에 칩거하는 점잖은 여성스. 

타일을 깨버리고 그들은 인공적이고 관능적인 모습과 사치

스런 복장 등 소비문화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의도와 취향

을 표현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근대도시화의 천박. 

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계층, 

과 상관없이 자의식이 강한 여성의 자기선택과 표현으로 이

해 할 수 있다. 

은 세기 코르셋의 사용은 단지 남성의 눈이  Steel(2010) 19

나 다른 여성의 시선을 의식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 , 

로 자신감 과 즐거움 에 의한 것이라 단언했다 이러한 점‘ ’ ‘ ’ . 

과 연결하여 본다면 인상주의회화 속 패션은 여성 자의식, ‘

의 표현 즉 스스로 선택한 인공적 패션미가 잘 나타나고 ’ 

있는 것이다 크리놀린의 확대 실루엣에서 리니어 실루엣으. 

로 이행 그리고 더욱 딱딱하고 더욱 인공적인 버슬 실루엣, 

으로의 변화와 곧 이은 자연스런 실루엣으로의 빠른 전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말하는 당시 하녀들. Crane(1999)

에게는 매혹적이고 멋진 의상을 입는 것이 고용주의 가정에

서 벗어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이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대중 문화였던 점과 패션의 표현

을 통해 더 높은 신분과 부를 가지고 싶은 욕망 표현의 적

극성은 계층구별 로서의 패션이 아닌 자기표현의 취향 이라‘ ’ ‘ ’

는 근대성의 가치로 평가 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 혁명 이. 

후 남성의 옷이 민주화 되어진 것과는 조금 늦게 여성의 옷

은 세기중반 이후에 이르러 근대적 의미의 패션민주화가 19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비문화와�여가문화의�상징적�기호2.�

인상주의 작품 속 여성패션은 세기 중반이후 파리를 중심19

으로 형성된 근대도시 속 소비문화 여가문화의 주체자로서 , 

근대적 여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소비문. 

화의 시작은 부르주아가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층계급이

나 노동자계급의 취업여성이었다 단조로운 옷(Crane, 1999). 

을 입고 실내에 틀어박혀서 노동만 하던 기혼여성들 가령 (

의 노동계층 보다는 밖에서 일하고 여가 활동에 적극DeGas )

적으로 참여하던 미혼의 젊은 취업 여성이 유행의 중심이었

다 공원 카페 야외무도회 공적 장소에서의 여가복장에서. , , , 

는 하녀와 주인을 구별하기 어렵다. 

는 패션 상품을 다룬 여성용 모자상점 시리즈   DeGas < > 

등을 통해 남성에게는 신분표현인 모자가 여(Figure 21~23)

성에게는 소비와 과시와 사치의 표현이 되는 당시의 시대상

을 모자 만드는 여성과 모자를 구매하는 여성을 통해 기호

화 하였다 는 아름다운 유행에 민감한 젊은 여성. Caillebotte

의 외모와 시선처리를 통해 는 우산을 팔(Figure 26) Renoir

거나 여가를 즐기는 여성들을 통해(Figure 48) (Figure 

는 대도시의 거리와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40~47). B raudé
나 산 물건 선물 을 들고 다니는 여성 모자를 파는 여성( ) , 

들을 통해 소비문화의 일상을 (Figure 31, 32, 35, 36, 37)

보여주었다 의 점원 아가씨는 상점의 문을 확짝 열고 . Tissot

밝은 얼굴로 손에는 상품을 든 채 손님을 배웅하는 모습이

며 상점의 윈도우를 통해 지나가는 행인들이 상점을 들려다 , 

보는 안과 밖의 정경을 표현했다 상점 안에 널(Figure 11). 

려 있는 상품들과 이 상품을 정리하는 또 다른 점원이 보이

기도 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은 각종 원단과 패션 상품

과 패셔너블한 여성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나 는 도시 인상주의 화가들 중   Caillbotte B raudé
스트리트가 주제였다 에 따르면 는 . Chun(2011) Caillbotte

년대 후반부터 년대 초에 걸쳐 근대화된 파리1870 1880

의 일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찰을 통해서 현대 소비사

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근대 소비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만

들어냈다 의 회화는 사실적인 양식으로 세기 . Caillbotte 19

말 파리의 일상 현실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여성 패션을 

확인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가령 파리의 거리. < , 

비오는 날Paris street, rainy day 에서는 새로 건설된 >

파리의 건물들 사이의 포장된 인공적 도로와 공간 속의 

대량 생산과 소비의 상징처럼 획일화 된 우산들 마치 봉 (

마르세 백화점에서 구입했을 것 같은 과 비슷한 의복의 )

이미지를 통해 소비문화를 비추고 있다 남녀 부르주아들. 

의 상점을 보는듯한 시선 처리 등 세기 파리 부르주아19

의 일상을 보여준다 최신 패션으로 치장한 부르주아 여. 

성은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처럼 보인다. 

결국 산업화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소수가 아닌 대  

중을 위한 산업에 거대한 자본이 몰려들어 패션 산업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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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고 상업 극장이나 물랭루즈 같은 무도회 장소들이 ‘ ’ 

탄생하여 소비와 여가문화는 중요한 삶의 일부였다 이러한 . 

삶의 생생한 모습들이 인상주의 회화 속 도시 공간에 고스

란히 담기며 그 주인공인 여성의 패션은 소비와 여가문화의 , 

주체적 기호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표현으로써�드미몽드 패션3.� (demi-monde)�

드미몽드는 귀족적인 차림의 패션과 우아한 행동으로 귀부

인들을 따라 했던 화류계의 여성을 말한다 년 풍속적 . 1855

사실주의인 의 희곡 라 드미몽드Dumas < La Demimonde 를>  

통해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물론 드미몽드가 이전시대에. 

서도 존재했던 화류계 여성들이지만 세기 중반기에 도덕, 19

적으로 조금은 느슨하고 상류층에서 하류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한 유행에 빠진 젊은 여성들이다 의 . Zola

소설 나나< Nana 도 고급 매춘부인 드미몽드를 다루었고 >

의 그림으로도 표현되었다Manet . 

은 부자들을 상대하는 고급 매춘녀 드미몽드  Crane(2012)

가 세기 파리의 패션 아이콘이었다고 보았다 그들은 소19 . 

설 연극 회화에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 , 

의복은 사실상 파리의 유행을 주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살롱 공식 연회장 그리고 사교계의 파티에서는 고급. , , 

스런 화류계 여성들이 그리고 그 곳에서 배제된 화류계 여, 

성들은 저렴한 극장과 자유스런 무도장에서 활약하였다. 

에 의하면 세기 부르주아 여성들은 공공연하게 Lee(2011) 19

도시를 돌아다닐 수 없었기에 밤거리를 활보하거나 유원지, 

를 마음대로 다니는 여성 공연 무대에 오르는 여성은 하층 , 

여성이었고 인상주의 화면에 등장하는 많은 하위계층 여성

들은 잠재적 매춘부였다 은. Jung(2014)  이 여염집 여Ducan

인들과 매춘부가 도무지 구분되기 어렵다고 비난하기도 했

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의 드미몽드 패션의 유행을 설명한다. 

또한 과 은 당시 화가들의 그림에Dippel(2002) Iskin( 2007)

서 여성이 매우 중요하였고 최신의 패션을 그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최신. , ‘

의 패션 근대성 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화= ’ . 

가들이 동시대의 패션을 묘사하는 것은 근대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드미몽드의 패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속 의 나나  Manet < Nana>, Tissot

의 무도회< The ball 야망의 여인>, < A woman of ambition>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여성 카페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여, , 

성 무대의 무용수 점원 등 도시 곳곳에 존재하는 잠재적 , , 

매춘여성들은 당시 어쩌면 자연스런 존재였을 것이다 특히 . 

는 년대 초부터 이런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기 DeGas 1870

시작했다 앱상트를 마시는 사람. < Absinthe 을 그리거나 자> , 

신의 몸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용수를 그렸는데 부르주

아 신사들에게 잠재적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매춘부로 인식

되었다 가 그린 근대적 세련미를 가미한 놀이와 여. Renoir

가의 모습 속에서는 중간계급의 취향과 향락을 알 수 있다.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Dance at le Moulin de la 

Galette 는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있던 야외주점인 1876>

데 맘껏 즐기는 파리인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무도, . 

회의 모임은 고급 사교계나 정숙한 여성들에서는 볼 수 없

는 금지된 신체밀착과 포옹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한편 . 

카페 콘서트가 유행을 하여 년대가 절정을 이루었는데 1870

여가수는 대부분 누군가의 정부였고 그들의 꾸밈은 매우 화

려했다 의 작품 속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Manet < A bar at 

the Folies-Berg reè 나나>, < Nana 봄>, < Spring 부채를 든 >, <

여인The lady with fans, portrait of Nina de Callias 의 >

작품 속 세련된 파리지엔 들은 평판이 좋(Figure 3, 4, 5, 9)

지 못한 드미몽드 여성이거나 그런 이미지의 패션을 즐기는 

여성들로 해석된다 는 혼외 아이를 낳아 사회적 지탄. Tissot

을 받은 여인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 월, <10 October 과 >

라일락을 든 여성< The bunch of lilacs 처럼> (Figure 10, 17) 

마치 패션 플레이트와 같은 최고급 패션을 그렸다.  B raudé
의 카푸친의 거리< Boulevard of Capucines 와 발레리 극> <

장 앞 밤의 대로The boulevard at night in front of 

theatre des Varietes 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패셔너블한 >

여성의 패션 은 당시 패션의 리더이며 패션 (Figure 36, 39)

아이콘인 드미몽드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결국 인상주의 회화 중 도시 공간의 배경에서 표현된 아  

름다운 여성과 그들의 패션의 특징중 하나는 소비문화 속에 

피어난 과시적 드미몽드 스타일이며 이러한 드미몽드 패션, 

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근대성이 투영된 일종의 기호이자 상

징이었다고 하겠다. 

결론.�Ⅴ

은 패션 철학 Svendsen(2004) < Fashion a Philosophy 에서 >

근대화 는 항상 이중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억압으로부터‘ ’

의 해방 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것을 종식하는 자기 인식’ ’ ‘ ’

으로 보았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 

그 안에 자기 의지와 자율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패션의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상주의 회화. 

의 근대도시의 기호와 그 안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의 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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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기 파리는 새로운 도시 계획과 근대화로 대로가 형성  19

되고 많은 건물들이 생겨났으며 백화점이 등장하였다 근대, . 

도시의 백화점은 상품문화 유행문화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 

소비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계급보다는 자본의 위력이 나타나, 

는 곳이었다 이러한 소비생활의 중심에 여성이 주체자로 등. 

장하게 되었다 자본과 소비와 여성은 새로운 과시의 기호로. 

써 패션 치장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급과 상관없는 취( )

향으로의 패션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인상주의 . 

화가들은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활기

찬 여가문화의 근대적 현상들을 스펙터클하게 표현하였다. 

따라서 인상주의 회화에는 산업사회 자본주의 개인주의, , , 

도시문화와 같은 근대적 대도시의 삶이 잘 녹아 있기에 그 

시대의 여성의 패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의 공간적 배경  Manet

은 야외의 공원 카페 공연장 무도회 술집 강가 대로 온, , , , , , , 

실 선상 상점 실내 등 도시인들의 소비와 여가문화를 볼 , , , 

수 있는 곳들이었다 회화에 나타난 여성패션의 특성으로는 . 

우선 인공적인 실루엣의 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시

기별로 알 수 있었다 년대에는 크리놀린스타일의 확대. 1860

된 실루엣이 년대로 넘어가면서는 보다 부드럽고 자연1870

스런 실루엣이 보이다가 스커트자락이 뒤로 올라가며 버슬

의 형태가 나타났다 낮의 의복에서는 정면에서는 스트레이. 

트한 실루엣에 살짝 뒤가 강조되고 부풀려지나 이브닝 의상

에서는 긴 트레인의 물고기 꼬리와 같은 리니어한 실루엣이 

많이 보였다 년대 이후에는 보다 인공적이고 딱딱한 . 1880

느낌의 버슬이 강조되고 스커트 자락은 조금 짧아진다 옆모. 

습에서는 직각의 버슬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년대. 1890

로 가면서는 버슬이 내려오고 보다 자연스런 실루엣으로 나

타나 이후 아르누보양식의 전초를 보여주고 있다.

장식적으로는 기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작의 생  

산성과 편리성에 의한 현상으로 짐작되는 프릴 러플 개더, , , 

플리츠 등 각종 주름장식이 이용되었다 레이어드 스커트 자. 

락을 형성하거나 목과 소매 등 의상 전체에 주름장식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보디스와 소매부분은 오히려 타이. 

트하며 버슬의 규칙적 주름과 디테일 주름의 사용은 섬세

함과 세련된 파리지엔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이. 

러한 장식적 의상은 비단 부르주아와 상류층을 위한 옷만

이 아니고 의 노동복을 제외하고는 사회계급과 상DeGas

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풍경화나 교외의 그림들을 그린 인상주의자들은 색채의   

화가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공간속 여성들의 의상에. 

서 주목되는 것은 검정색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미망인. , 

애도의 뜻이 담겨있던 검정색이 향락적 분위기의 사회 변화

에 의해  색의 이미지가 변하였다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의 . 

검정 옷에는 오히려 관능적이고 유혹적인 이미지가 담기게 

된 것이다 또한 와 의 점원들이 착용한 유니. Tissot B raudé
폼 같은 검정색의 의상은 일하는 젊은 여성 모던하고 도시, 

적 이미지인 동시에 상품화된 여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이는 의 술집 종업원이나 대로를 휘젓. Manet

고 걷는 아름다운 모자장수 우산 파는 소녀 등 거리에 나, 

와서 일을 하는 젊은 여성들의 색이 되기도 하여 근대적인 

색으로 그리고 암시적 매춘여성의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했

다 이처럼 검정색은 표면적인 기호와 내포된 의미에서 이중. 

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색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인상주의 회화에 표현된 여성 패션은 결국 계층상징 에서   ‘ ’

벗어나 취향표현 으로 변화하는 근대적 의미가 담겨 있었‘ ’

다 그리고 소비문화와 여가문화의 기호가 나타나 있었으며 . 

드미몽드의 패션이 최신 유행의 아이콘이 되어 화가들이 근

대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인. 

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도시적 근대성을 담는 일종의 기호

와 상징으로써 여성패션이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 

인상주의의 근대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패션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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