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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ormative feature of the Chippendale style of the 18th 
century and to understand the aesthetic feature of the Chippendale style applied in the modern 
fashio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new possibilities are proposed in fashion design in more holistic 
and multifaceted views by comparing and delving into the fashion vis-à-vis other fields in a 
bigger scope of the formative art. The Chippendale style furniture is a combination of various 
styles of different eras and regions such as Gothic and Chinese style based on the Rococo style. 
Today, It is regarded in fashion as a composite design of heterogeneous elements or very curvy 
decorative design. The Chippendale style of this kind is classified into the Rococo style, Gothic 
style and Chinese style. Depending on each classification, formative features including curves, 
asymmetry, decorativeness, geometrical feature, exoticism, compositeness and graceness were 
derived. In comparative studies, fashion and furniture of the Chippendale style have the 
similarity in formative feature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expressive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Chippendale style represented in furniture and the 
modern fashion based on the Rococo-revival design in the modern fashion starting fro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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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적 다원주의 경향으로 패션

은 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표현되는 매체로서의 기능

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감성과 개성을 수

용하고자 시대적, 양식적, 지역적으로 이질적 요소가

혼재된 절충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패션디자인뿐만 아니라 미술과 건축, 디자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

너나 작가들은 타 조형예술 장르의 소재나 표현기법

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각 시대의 예술양식과 지

역적인 요소들을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제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예술양식의 현대적 변용과

타장르와의 연계는 패션 디자인의 창조적 발상에 있

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양식을 바탕으로 고딕

양식, 중국풍의 요소를 결합하여 창출된 18세기 영국

의 가구양식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성격

과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치펜데일 스타일

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18세기

유행했던 치펜데일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

고 현대 패션에 적용된 치펜데일 스타일의 미적 특

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는 조형적 유사성을 가진

두 장르를 비교 고찰하여 두 장르의 교차되어 표현

되어지는 상호관련적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

함으로써 조형예술이라는 큰 범주안에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패션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치펜데일 스타일의 개념

과 유형, 발생배경인 로코코 양식을 고찰하였고, 이

어 예술의 각 장르 간의 조형적 유사성 및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치펜데일 스타일의 조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에 실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사례연구로는 로코코 양식이 리바이벌된 현대 패션

에서 치펜데일 스타일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 조형성

과 표현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패션에 응용되

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치펜데일 스타

일의 기반이 되었던 로코코(Rococo) 양식이 널리 유

행했던 1715년부터 1789년까지 시기를 중심으로 하

고, 현대패션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 디

자이너의 여성복 컬렉션 작품으로 제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치펜데일 스타일의 개념
치펜데일 스타일이란 영국의 가구제작자 토마스

치펜데일(Thomas Chippendale)의 이름을 따서 붙인

가구양식이다. 1750-75년에 유행한 이 양식은 영국에

서 왕의 이름이 아닌 가구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붙

인 최초의 양식으로, 치펜데일이라는 용어는 1754년

런던에서 발행된 <신사와 가구제작자의 지침서 The

Gentleman and Cabinet-Maker's Director>라는 역사

상 최초의 가구디자인 책에서 유래했다. 치펜데일 스

타일은 특히, 구체적으로 1750, 1760년대에 변형된

로코코 양식의 영국가구를 가리키는 말로서1), 이 시

기는 영국 가구의 황금기로 일컬어진다.

18세기 영국의 장식 및 가구예술은 완전히 독자적

인 길을 취했다. 로코코에 열광하고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치펜데일 스타일을 만들어낸 영국의

로코코 가구 양식은 일종의 특이한 혼합체였다. 즉,

그것의 근본 요체는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이었지만

이것이 중국적 요소 및 고딕적인 요소와 강하게 결

합되어 전혀 새로운 것이 된 것이다.2)

치펜데일 스타일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치펜데일에 담긴 고딕과 중국 양식에 대한 열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코코의 자유로움을 절제 하고자

하는 영국의 내적 심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취향은 17세기 내내 유럽 대륙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였지만, 영국에서는 고딕보다 덜

두드러졌다. 그 이유는 고딕 양식 그 자체가 영국에

서는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고 희석된 형태로

라도 존속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고딕적인 취향에 기

반을 둔 보수적인 영국인들은 그들의 전통성에 중국

풍의 이국적인 것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새로움을

추구하였다.3) 한편, 18세기 문학, 사회,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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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코코식 치펜데일의 리본백

체어, 1754,

- http://lb.wikipedia.org

<그림 2> 로코코식 치펜데일 스타일

거울, 18C 중반,

- https://www.britannica.com/

<그림 3> 고딕식 치펜데일 스타일 체어,

18C,

- http://special.lib.gla.ac.uk

<그림 4> 고딕식 치펜데일 스타일 책장,

18C,

- The Chippendale Period in English

Furniture, p.47.

<그림 5>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의

침대, 18C,

- http://www.northeastauctions.com

<그림 6>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

캐비넷, 18C,

- http://www.life.com

당했던 유럽의 살롱문화는 친밀하고 안락한 사적 공

간을 추구하여 실내는 유연하고 섬세하게 꾸며졌다.

가구는 가볍고 실용적인 형태로 이전의 둔중한 형식

에서 탈피하면서 우아하면서 내구성 있는 가구가 출

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산업혁명에 따른 직물 공업

의 발전과 루프 및 리본 직기의 자동화로 이어지면

서 로코코 복식에서는 넘칠 정도의 다양한 장식들이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영

국에서는 마호가니를 가구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복식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정교하고도 현란한 문

양의 조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호가니는 단단하

여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제작자들에

게는 당시 최적의 재료였다. 그 결과가 로코코에 바

탕을 두고 고딕과 중국 취향이 녹아든 치펜데일 스

타일인 것이다.

요약하여, 18세기 치펜데일 가구는 프랑스의 로코

코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딕풍, 중국풍 등의 여러

시대, 여러 지역의 양식을 절충한 것으로, 본질적으

로 다른 양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탁월하게 조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한 디자인 양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세부적으로 프랑스의 로코코의 장식을 절제하

여 받아들인 로코코식 치펜데일, 고딕양식의 건축요

소를 차용한 고딕식 치펜데일, 중국풍의 모티브를 결

합한 중국식 치펜데일로 분류된다. 치펜데일 양식은

당시 로코코 양식을 ‘모던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섬

세하고 장식적인 새로운 형태에 여러 양식의 요소를

혼합한 획기적인 양식이었다. 오늘날 치펜데일 스타

일을 언급할 때 곡선 장식이 많고 화려한 양식 또는

다양한 절충적인 경향의 한 예로 간주된다.

2. 치펜데일 스타일의 유형
1) 로코코식 치펜데일

로코코식 치펜데일은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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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일부를 고딕 양식에 물들어있던 영국 시장

에 맞도록 덜 화려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대표적인

로코코 치펜데일 디자인으로는 좌대가 넓은 리본모

양의 등받이 의자<그림 1>4)로 이것은 등받이 가로대

가 큐피트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누각된 등판이

뒤얽힌 리본같이 조각되어 있다. 이렇게 의자 등받이

에 투조를 해서 경쾌함을 살린 디자인은 치펜데일

스타일의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5) 또 다른 중

요한 특징은 다리에서 보여지는데 앞다리는 곡선적

인 캐브리올 스타일을 적용하고 뒷다리는 직선적인

형태를 적용한 것으로<그림 1>, 캐브리올 스타일을

적용한 다리의 발통 부분은 마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의 발을 연상케 하며 직선적인 뒷다리와

대조를 이룬다.6) 이는 분명 치펜데일의 다양한 양식

의 복합적 표현에 딱 들어맞는 표현 양식이었다. 가

장 정교한 로코코식 디자인은 <그림 2>7)와 같이 조

각한 후 도금을 입힌 것으로 거울의 틀과 지란들, 콘

솔 탁자에 이용되었다.8) 오늘날 곡선적이며 장식이

많은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치펜데일 스타일은 이

러한 로코코식 치펜데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고딕식 치펜데일

고딕적인 취향에 기반을 둔 영국인들은 로코코 양

식을 고딕 건축물의 특징인 첨탑, 첨두형 아치, 박공

형태(pediment)등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적용하여 재

구성하였다. 주로 고딕식 치펜데일은 뾰족한 아치와

S자형 반곡선을 의자의 등받이에 결합시키거나<그림

3>9) 크고 묵직한 책장에 유리창살의 형태와 삼각형

의 박공벽을 결합시켰다<그림 4>10). 치펜데일 의자

등받이의 적용된 고딕식 창의 장식 격자는 선과 스

플랫(splat)11)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이는 또 다른 문

양과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차원적인 동시에 삼

차원적인 미적특성을 갖는다.

3) 중국풍 치펜데일

17세기 이후 유럽의 무역선들이 규칙적으로 동양

에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동양적 취향의 물건들이 눈

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양에서의 동양의 직물

은 이국적인 호기심과 신비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새

로운 취향에 이용되었으며12) 중국풍의 모티브는 건

축양식, 가구, 메탈워크, 도자기, 텍스타일, 복식, 회화

등에 걸쳐 다양한 장식미술에 표현 되어졌다.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은 주로 기와지붕의 선이나 중국의

격자 형태, 창 틀 문양, 탑 모양의 이국적인 모티브

를 의자의 뒷면이나 가구의 가장자리 등에 세공으로

장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3). 중국식으로 장식

된 방에 놓이게 되는 중국식 치펜데일 가구는 당시

시누아즈리의 강한 영향으로 옻칠이 입혀져 장식되

기도 하였고<그림 5>14) 색채 또한 중국풍이 짙게 드

러나기도 하였다. 로코코식과 중국풍 치펜데일의 거

울에는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돋

보이는 모티프들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로코코 특유

의 곡선, 중국인의 모습, 호호새, 정자 지붕, 중국의

우화에 나오는 동물들까지 표현되었다.

3. 치펜데일 스타일의 미적 특성
로코코 양식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창출된 치펜데

일 스타일은 무엇보다 로코코 특유의 유동적이며 여

성적인 감성의 곡선미를 갖는다. ‘C’자와 ‘S’자 형태

의 우아하며 흐르는 듯한 곡선미는 의자 등받이의

섬세하게 조각된 리본의 매듭이나 녹아내리는 듯한

고드름 모양의 윤곽, 입체감과 함께 구불거리는 체스

트의 형태, 캐브리올이라고 하는 구부러진 다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곡선미는 로코코식 치펜데일에

서 마호가니라는 탄력 있는 재질과 가구제작자의 조

각 기술이 결합되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로코코 양식에서는 벽면과 천장, 소조 등을

조개나 자연물 형상 뿐 아니라 ‘C’나 ‘S’자 같은 기본

형태 위에 교차곡선과 역곡선을 그린 문양으로 장식

했는데, 대칭보다는 미묘한 비대칭을 기본으로 삼았

다. 이러한 로코코 양식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치

펜데일 스타일이 비대칭적인 특성을 갖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치펜데일 스타일에 나타난 비대칭성은 꽃

과 나뭇가지, 아칸서스 잎 등의 자연물의 형태와 ‘C’

나 ‘S’자 형태를 결합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나타났고,

이차적으로 중국인의 생활모습이나 호호새, 여러 가

지 식물과 동물 등의 모티브를 자유자재로 혼합함으

로써 나타났다.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고딕식 치펜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

- 25 -

<표 1> 치펜데일 스타일의 발생 요인과 조형적 특성

사회문화적요인

18C 로코코 양식

고딕양식의 잔재

시누아즈리의 영향

조형성과 미적가치

곡선적 조형, 장식성, 비대칭성,

여성성, 우아성

기하학성 조형, 질서미

이국성 우연성 절충성

일에서도 기하학적인 아치형태가 서로 결합되고 분

할됨으로써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오물루(ormulu)란

동을 주조하여 금도금을 한 것을 말하는데 가구의

손잡이나 모서리, 도자기의 주둥이나 받침, 촛대, 시

계 프레임 따위에 다양하게 쓰였다.15) 이러한 오물루

장식은 치펜데일의 가구에 장식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비대칭적인 조형성을 만들어낸 큰 요소 중의

하나였다.

로코코식 치펜데일 스타일은 다양한 곡선적인 형

태와 더불어 유기적인 모티브가 서로 얽혀진 형태로

조각되어 기하학적 장식, 유기적 장식, 양식화된 장

식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에서는

절제된 로코코 양식의 가구에 파고다, 이국적인 동물

과 식물 등의 조형장식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형태와

분위기를 변화시키거나 중국풍의 격자무늬를 가구의

내적 장식요소로 적용하였다. 당시 치펜데일 가구양

식의 재료였던 마호가니는 광택이 화려하고 나무결

이 아름다우며 조직이 치밀하면서도 조각하기가 수

월하여 장식적인 가구를 만드는 데 적합하였다. 금도

금이 된 가구의 장식과 가구에 쓰인 밝고 다채로운

색상의 중국풍의 실크 직물은 장식에 화려함을 더하

는 수단이었다. 장식성의 특성은 ‘C자’, ‘S자’ 형태의

곡선 표현과 함께 자연적인 모티브로 우아하게 장식

한 로코코식 치펜데일 스타일과 다양한 중국풍의 모

티브의 혼합과 다채로운 색채가 나타난 중국풍 치펜

데일 스타일에서 나타났다.

기하학적인 형이란 모든 시각적인 대상을 배제하

고 대상과는 무관한 순수한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

로 간결하며 응축되고 단순화된 형태들이다.16) 시각

적으로 기하학적인 형태는 유기적인 형태와는 달리

명확성, 합리성, 단순성을 가지며 상징적인 미를 지

닌 것으로서 수학과 같은 수적법칙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규칙적이며 명쾌한 조형적 감정을 유발시키

는 대뇌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17)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형성은 우선적으로 고딕식 치펜데일 스타

일에서 파악된다. 고딕 건축의 천장에서 보여지는 첨

두형 아치, 리브 볼트, 그리고 다발 기둥 등의 수직

적인 건축 요소들은 주로 의자의 등받이나 팔걸이,

침대나 책장의 상부에 적용하여 조각되어졌다. 기하

학적인 형태의 선들은 2차적인 평면에 놓여져 외각

(外殼)의 선과 맞닿으면서 면분할을 하며 그 긴장감

에 따라 공간감이 형성되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만들

어지면서 직선적이며 차갑고 이지적이며 단호한 느

낌을 지닌다. 한편, 로코코 양식의 유기적인 곡선 형

태의 문양을 단순화시키고 규칙적인 질서를 이루도

록 배치하여 우아한 기하학적 형태가 형성되기도 한

다.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격자무늬

나 뇌문18)은 의자 등받이나 책장의 전면에 장식 요

소로 사용되거나 테이블의 테두리에 둘러져 장식되

었는데 고딕식 치펜데일의 장식 문양보다 더욱 단순

화된 형태로 딱딱하고 직선적이며 반복적인 형태로

적용되었다.

이국정취를 탐닉하는 경향은 로코코 양식에 중국

풍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로써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로 유형

화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을 모던하다고 여기며 이국적인 스타일로서 받

아들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치펜데일 스타일은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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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치펜데일 고딕식 치펜데일 중국식 치펜데일

형태
비대칭적인 형태

유기적인 형태

평면적인 형태

규칙적인 형태

로코코의 유기적인 형태에

이국적인 자연적 형태 결합

선

C. S자형의 곡선

반복적인 곡선, 리드미컬한 곡선,

자연적,유기적인 선

유연한 곡선

아치 형태의 곡선과 직선의 결합

수직적인 선,기하학적인 선

뇌문의 직선

C자형 커브와 직선의 결합

자연적, 유기적인 곡선

색채
마호가니의 윤기나는 붉은 갈색

금색
마호가니의 윤기나는 붉은 갈색

금색, 옻칠의 검정색

다채로운 색상대비

마호가니 색

모티브
조개, 아칸서스잎 꽃, 리본,

화살형태

첨탑, 리브볼트

아치, 트레이서리 뾰족탑의 피니얼

정자지붕, 호호새, 용, 이국적 식물

동양적 형상 중국인생활모습

기법

유기적인 형태를 테두리에 장식,

의자등받이에 유연한 곡선을

섬세하게 조각

건축적 모티브를 의자 등받이나

가구의 일부에 적용

동양풍의 모티브와 로코코 양식의

결합 격자무늬 형태를 가구에

활용, 중국의 실크를 가구에 사용

미적

특성

여성성, 우아성

장식성

평면성 기하학성

질서미
유희성, 우연성, 이국성, 절충성

<표 2> 18C 치펜데일 스타일의 유형과 조형적 특성

적인 양식에 또다른 이국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새롭

게 탄생된 양식이다. 이러한 이국성(exoticism)은 미

의 다양성을 공간적으로 넓혀, 자국의 그것과 같은

가치를 두려는 입장19)으로 이질적인 미나 형상을 대

상으로 한 표현방식은 낯설음으로부터 출발한 새롭

고 신기한 감성을 포함한다. 중국풍의 기와지붕이나

중국 창틀의 격자 형태가 장식 요소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형태를 띤다. 당시

유행에 따라 제작되었던 중국풍 치펜데일 스타일 의

자는 변칙적인 격자 세공, 구멍을 뚫은 뇌문 세공,

사각형의 다리 등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곡선은 철저

히 제외되었다.20) 가구 디자인에 활용된 중국풍의 여

러 가지 모티브들은 부분적으로 장식되었으나 가구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표현성을

갖는다. 특히, 동양적인 문양과 강렬한 색상 표현, 그

리고 금도금(gilding) 장식이 주목성이 높았다. 또한

자유로운 동양 회화풍의 구도, 즉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구도를 통한 표현은 기존의 서양의 방식과는

다른 이색적이며 비현실적인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

출하기도 하였으며 영국에서 재패닝(Japanning)이라

고 불리우는 동양의 옻칠이 가구에 장식 요소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토마스 치펜데일은 자신의 제작 의도를 “인생에서

의 모든 환상과 실제 환경”에 적합 하도록 했다고

그의 책에서 밝혔다.21) 치펜데일 스타일은 로코코 양

식을 바탕으로 고딕 양식, 중국풍의 모티브와 색채,

바로크적인 구성 요소 등 다채롭고 풍부한 대상들을

혼합하여 절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치펜데일

의 우수성은 각기 상이한 요소들의 완전한 조화로움

을 위하여 어느 한 취향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이 영국적인 특성에 맞게 적절히 통일감 있게

재구성 되었는데 여기서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은 안정감 있는 균형 감각이 커다란 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2)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에서 두드러지는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디자인의 법칙이나 규범에서 벗어나 이질

적인 요소를 자유롭게 조합한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

일에서는 이국적이며 기묘한 모티브의 장식이 자유자

재로 섞여 있는데 여기서 우연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우연성이란 어떤 사물이 인과율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성질이다.23) 이러한 우연성은 예술 표현의 중요한 수

단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한 오브젝트에 끌

어들여 우연을 일으키는데 치펜데일 스타일은 이질적

인 형태의 병치, 이질적 양식의 병치, 유기적 모티프

와 기하학적인 모티프의 병치, 동양과 서양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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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obe à la française,

- 서양복식문화사, p.245.

<그림 8> english gown, 18C,

- http://cfa.ilstu.edu

<그림 9> Mrs. Hugh Bonfoy-Joshua

Reynolds, 1754,

- http://www.abcgallery.com

의 병치 등에 의해 재구성된 것으로 정리된다.

치펜데일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로코코 시대의 섬

세하고 유연한 곡선미의 장식을 수용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적인 면에서는 경쾌하게 들어올려 표현

했다. 유기적인 모티브가 만들어내는 유동적이며 부

드러운 곡선, 섬세하고 정교한 세공의 장식 디테일,

마호가니 재질의 색상과 광택이 만들어내는 치펜데

일 스타일은 우아한 미적 특성을 지닌다. 우아미에

대하여 Felibien은 정신을 통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

잡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Lipps는 무의

식적이며 무의지적인 미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우

아는 정신적 측면을 배제하고 감성적 측면이 표현된

외연적 운동에 중점을 둔 범주이다. William Hogarth

는 그의 저서<미의 분석 Analysis of beauty>에서 우

아미를 파상적 곡선에 비유했다. 유기적인 곡선미와

파상적인 곡선이 지배적이었던 18세기 로코코 양식

에서 이러한 우아미는 조형예술 전반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미적 특성이며24) 치펜데일 스타일에서도 가

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적가치이다. 치펜데일 스타

일은 ‘완전함에 이르는 우아한 형태’로 일컬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앤틱가구로 꾸준히 재생산 되고 있으며

가구 디자인의 전형으로 회자된다.

Ⅲ. 복식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
18세기 로코코 여성복식은 복식사상 가장 사치스

럽고 화려한 경향을 띄게 되었다. 섬세한 곡선과 꽃,

리본, 레이스, 프릴 등의 풍부한 장식요소는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데콜테와 조여 만든 가는

허리, 파니에로 부풀린 풍만한 힙과 화려한 머리장식

으로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25) 당

시 영국의 의상은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을 받아들이

긴 하였으나, 로코코 복식에서 보여지는 과다한 장식

을 간소화시키고 형태를 축소하여 실용적으로 디자

인 되었는데<그림 8>26)<그림 9>27) 이는 복식에 나타

난 치펜데일 스타일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로코코 복식에 나타난 시누아즈리라 할 수

있다<그림 7>28). 로코코 시대의 건축이나 실내장식,

공예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식에서도 시누아즈리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치펜데일 스타일의 혼합

적이며 절충적 성격과 공통성을 갖는다. 복식에서의

시누아즈리는 동서양 모티프의 혼합인 이차원적 결

합인 동시에 이차원적인 동양과 삼차원적 서양, 다시

말해서, 동양의 텍스타일과 서양의 재단이 결합된 다

차원적인 하이브리드 현상을 나타낸다.29) 중국풍의

옷감은 서양식으로 재단되어 전형적인 로코코 패션

의 실루엣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동서양의 결합은두

개의 대조적인 문화가 그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이룬 진정한 조화를 상징한다.30) 중국풍 텍스타일

의 모티프로는 중국인의 모습, 놀고 있는 아이들, 파

고다, 정자나 뇌문으로 장식된 다리, 이국적인 꽃과

식물, 나비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다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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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직물의 무늬들과 함께 혼합된 형태로 디자인

되었고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던 로코코 양식의

경쾌함과 섬세한 아름다움과도 조화가 되었다.31) 현

대 패션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의 사례를 분석하

기 위하여 분석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로코코의 리바

이벌 스타일의 패션으로 정하였고, 이차적으로 로코

코 리바이벌 스타일에 절충된 양식에 따라 로코코식,

고딕식,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현대 패션에서의 로코코식 치펜데일은 프랑스의

로코코의 장식을 절제하여 나타난 것으로 정의되기

는 하나 근본적으로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도입한

것으로서 조형적 특징으로 볼 때 로코코 양식과 유

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로코코

식 치펜데일은 로코코의 리바이벌로 봐도 무리가 없

다고 여겨진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코코식 치펜데

일 스타일은 곡선미와 비대칭성, 장식성, 우아성의

미적 특성을 갖는다. 프릴(frill), 러플(ruffle), 플리츠

(pleats), 턱(tuck), 플라운스(flounce), 드레이프(drape),

셔링(shirring), 리본(ribbon) 등 로코코적인 디테일의

사용은 곡선의 반복적인 연결 형태로 나타나 곡선미

를 강조하면서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낸다. 코사지

(corsage)나 유기적 모티브의 입체적 장식의 불규칙

한 배열과 비대칭적인 실루엣으로 섬세한 감수성과

모던함을 표현하였고, 풍부한 색감과 과감한 실루엣,

새틴의 광택, 보석 장식 등은 사치스러움을 내보이며

장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현대 패션에서 고딕식 치펜데일 스타일은 로코코

특유의 곡선미와 장식성의 특성을 가지면서 고딕 양

식의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동시에 표출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유기적이며 자연적인 형태미와 함

께 인공적이며 기하학적인 선의 미를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서 상반되는 개념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현

대 패션 디자인에서 현대성을 표현하는 조형 형식으

로 활용된다. 복식 조형에 있어서 외적 형태와 내적

형태가 이루어 내는 복합적인 구성은 전체적인 실루

엣을 형성하고 복식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기하학적인 형태는 정확한

직관과 완벽성에 대한 이지적인 열망을 의미한다.32)

로맨틱한 감성과 이와 상반되는 이지적이고 인공적

인 이미지를 동시에 표출하는 이 유형은 파이핑

(piping), 바이어스 테입(bias tape), 띠 형태의 트리

밍 장식, 절개선 <표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치펜데

일 스타일의 표출, 플리츠(pleats), 기하학 문양의 직

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 이때 강조되는 요소

에 따라 의상 전체의 이미지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선적이며 기하학적인 요소는 명료하고 강렬한 시각

적 효과로 인해 복식 조형에서 다른 요소보다 더 크

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때,

기하학적인 형태가 부가되면서 패션은 건축적인 이

미지로 표현되며, 적용된 로코코적인 요소는 딱딱하

고 기계적인 기하학적인 특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현대 패션에서의 이국성은 장식적인 소재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국적 이미

지는 비서구문화권의 풍습, 문양, 색채, 소재 등이 나

타나는 민속복식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도시적, 비현

대적, 비산업화적인 이미지와 다른 패션 혹은 새로운

룩으로 표현되어지는 낯설음의 감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3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식 치펜데

일 스타일의 패션은 중국풍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으로 ‘이국적’이라 일컫는 보편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비서구 문화권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서의 중국식 치펜데일 스타일은 로코

코적인 패션에 이국적인 요소가 부가되어 서양적인

이미지와 동양풍이 결합된 절충성의 특성이 보여지

는 유형이다. 패션에서의 이국성은 형태, 색채, 소재,

구성, 장식 문양 면에서 표현된다. 형태적인 측면에

서는 중국풍의 치파오, 사선 여밈, 매듭단추, 긴 슬릿

을 비롯하여 중국풍의 곡선 장식이 나타났고 일본풍

은 기모노 구성과 허리의 오비가 주로 사용되었다.

색채 면에서 중국풍의 붉은 색, 금색, 흑백의 대비

등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일본풍의 색채로는 채도가

높은 밝고 화려한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문양 면에

서 중국풍으로 파고다, 소나무, 구름, 용, 새와 나비,

꽃무늬, 뇌문 등의 모티브가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풍

으로는 작은 벚꽃, 부채, 우산, 대나무, 한국풍으로는

소나무, 한글 모티브가 사용되었다. 소재 면에서는

광택이 있는 실크, 새틴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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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현대 패션

로코코식 치펜데일

스타일

Christian Dior

(2004 S/S Couture)

Givenchy

(2008 S/S Couture)

Christian Lacroix

(2008 S/S Couture)

고딕식 치펜데일

스타일

Jean Paul Gaultier

(2009 S/S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09 S/S Couture)

Benjamin Cho

(2008 S/S)

중국풍 치펜데일

스타일

Armani Privé

(2009 S/S Couture)

Christian Dior

(2009 S/S Couture)

Christian Dior

(2007 s/s Couture)

<표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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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식 치펜데일 고딕식 치펜데일 중국식 치펜데일

형태
유기적이며 자유로운 실루엣

풍성하고 입체적인 형태

직선적인 실루엣

아워글래스,

A라인 실루엣

단순화된 형태 또는 로코코의

자유로운 실루엣

선
반복적인 곡선

유기적인 곡선
직선, 기하학적인 선

유기적, 자연적인 선

날렵한 C자형 곡선

격자무늬의 선

색채
밝고 화사한 색

파스텔 계열

무채색

검정과 화이트

차가운 색상

단순한 색채의 조합

강한 원색 사용

다채로운 색채 혼합

소재
쉬폰, 다양한 실크직물, 새틴

레이스, 튤

타프타, 튤, 오간자

레이스

실크, 새틴

광택 소재

기법

레이스, 러플, 프릴, 플라운스,

프린지, 리본 등의 장식

조개, 꽃, 자연물 등 유기적인

형태 장식

보석 장식

과장된 실루엣

자유로운 드레이핑

광택소재 사용

파이핑, 바이어스테입 띠형태의

트리밍

플리츠

기하학적문양의 직물

직선적, 기하학적인 면 분할

단순화된 실루엣

블랙, 무채색 사용

시스루소재 사용

이국적인 부채, 용, 나비, 목련,

뇌문 등의 모티브 사용

자수, 프린지 장식

옻칠을 한 듯한 재질감

광택의 실크 사용

이국적문양의 직물

여밈이나 트리밍에 동양적인

디테일

악세서리로 부채나 우산 등 사용

미적 특성
여성성, 우아성

장식성

기하학성

질서미
유희성, 우연성, 이국성, 절충성

<표 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었으며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풍의 자수, 술장식,

일본풍의 오리가미, 자수 등이 나타났다. 동양의 전

통적인 미의 본질은 현대적인 트렌드와 결합하여 창

조적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얻어

진 이국적인 요소는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을 형상화

하여 표출하거나 또는 미스매치의 유희성이나 우연

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복식과 가구에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일의 비교 고찰

Tortota는 복식의 양식이란 시대의 정신을 표출하

는 것으로서, 이는 동시대의 건축, 실내장식 등 예술

조형물의 형태와도 문화적 공유성이 있다고 하였

다.34) 따라서, 심미성과 기능성의 양면성을 수용하고

있는 가구는 시대 흐름에 함께 인류의 본질과 살아

온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의 상징물로 이

러한 복식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갖는다. 가구와 패션

은 보다 밀접하게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실용예술로 착용자와 생활양식에 따라 그 형태

가 달라진다. 가구는 신체치수를 반영하여 만들어지

기는 하나 몸의 운동성을 동반하지는 않는 정적인

조형예술인 반면 복식은 몸의 운동성에 관여하여 인

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동적인 조형이다. 이

런 이유로 패션과 가구에 사용되는 소재의 물리적

성질로 인해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긴 하나, 조

형적 특성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최근 예

술과 디자인, 패션 분야에서 상이한 장르의 혼합 현

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양식의 이질적 요소들이 디자

인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디자인과 타

영역과의 비교 고찰은 현대 패션을 이해함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펜데일 스타일에서 곡선

적 조형성, 비대칭성, 장식성, 기하학성, 이국성,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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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우아성, 우연성, 유희성의 미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곡선적 조형성은 우아성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치펜데일 가구에서는 ‘C’자 ‘S’자의

형태로서 리본의 매듭 문양과 캐브리올 다리, 구불거

리는 체스트 형태에서 나타났고, 현대 패션에서는 주

로 프릴이나 프릴, 레이스, 플라운스, 리본, 등과 같

은 로코코의 장식요소의 반복적인 디테일에서 나타

나는 연속적인 곡선의 결합으로 표현되어 ‘C’자 ‘S’자

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선 표현이 나타났다.

비대칭적인 조형성은 치펜데일 가구에서는 자연물

의 형상에서 뿐만 아니라 ‘C’자나 ‘S’자 같은 형태 위

에 교차곡선과 역곡선을 결합한 세공 장식으로 나타

났으며 치펜데일 스타일 패션에서는 꽃이나 리본, 다

양한 오브제 등을 장식의 요소로서 불규칙적으로 배

열하여 적용하는 경우, 드레이퍼리한 네크라인과 스

커트의 실루엣, 한쪽으로 치우친 여밈, 직물의 패턴

에서 유기적인 문양이 혼합되는 경우에 나타났다. 패

션에서의 비대칭성은 가구에서보다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펜데일의 가구에 나타난 장식성은 곡선이 뒤얽

힌 듯 세공된 장식, 불룩하거나 곡선적인 다리모양

등의 형태, 부착된 이국적인 모티브, 금칠을 하거나

가구에 사용된 화려한 중국풍의 직물에서 나타났다.

패션에서는 과장된 실루엣, 곡선적인 로코코의 디테

일, 이국적 모티브, 다양한 소재, 기법의 혼합, 장식

오브제 등에서 장식성이 보여졌다.

선적인 조형미의 기하학적 특성은 치펜데일 가구

에서는 첨탑, 아치, 리브볼트, 트레이서리 등의 고딕

적인 건축요소를 세공하거나 유리와 함께 사용된 고

딕 창 모양의 장식 디테일에서 나타났다. 한편, 패션

에서는 파이핑, 트리밍, 기하학적 패턴의 직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여졌으며 다양한 소재와 문양, 기법

으로 가구에서 보다 훨씬 다채로운 경향을 띠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에서는 유기적인 패턴이나

장식을 가미하여 기하학적 특징을 보여 주면서도 다

분히 여성적인 감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쉬어한 소재

의 블랙 색상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국성은 치펜데일 가구 디자인에서 다양한 이국

적 모티브를 세공하거나 이를 조형물로 만들어 가구

에 부착하거나 중국실크, 중국풍의 직물 사용으로 나

타났다. 패션에서는 이국적인 모티브의 자수나 프린

트가 많이 보여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적

인 색상과 문양, 악세서리를 차용함으로써 적극적으

로 표현되었다.

치펜데일의 절충성은 로코코 양식을 바탕으로 고

딕 양식, 중국풍의 모티브와 색채, 바로크적인 구성

요소 등 다채롭고 풍부한 대상들을 혼합함으로써 나

타난 특성으로, 우연성을 생성하며 이에 따른 유희성

의 특징을 갖는다. 치펜데일 스타일의 현대 패션에서

도 다양한 양식의 혼합,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 고급

문화와 하위문화 결합, 수공예와 테크놀로지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서로 상반되는 것

과의 결합이 점차 과감하게 극대화되는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와 패션에서의 치펜데일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가구와 패션디자인 간

의 허용되는 소재와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달라 허

용되는 표현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조형적 유사성이 있었으며, 18세기 치펜

데일 가구 스타일과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다원화 경

향의 현대 패션은 커다란 맥락에서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오늘날 다양한 주체를 인정하고 장르의 해체와 혼

성모방을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은 18세기

치펜데일 스타일에서도 그러한 유사성이 보여진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펜데일 스타일은 로코코 양식의 기반 위

에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한 절충주의적 가구양식으

로, 세부적으로 로코코식 치펜데일, 고딕식 치펜데일,

중국풍의 치펜데일로 유형으로 분류된다. 치펜데일

스타일의 미적 특성으로는 곡선적 조형성, 비대칭성,

장식성, 우아성, 기하학성, 이국성, 절충성, 우연성, 유

희성으로 도출되었고 연구 결과, 치펜데일 스타일의

패션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패션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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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동적 조형으로 착장

형태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패션

에서는 가구에서 보다 더욱 다채롭고 섬세하게 표현

되었으며 패션의 표현적 기능 때문에 합목적성이 요

구되는 가구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연성, 유희

성의 특성은 치펜데일 스타일의 패션에서 더욱 적극

적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오늘날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치펜데일 스타

일은 치펜데일 가구에서 보여지는 유사한 표현방식

의 단순한 활용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다. 앞서 언급한 치펜데일의 디

자인 요소는 패션에 적용됨으로써 실루엣의 변화 및

다양한 소재의 활용,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 자연적

인 오브젝트 장식을 어떠한 제한없이 가능케 하여

디자이너에게는 작가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또한, 치펜데일 스타일 패션

은 패션의 풍부함과 다이나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과 환상을 다차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패션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현대성을 과감히 표현하기도 한

다. 특히, 오뜨꾸띄르 컬렉션에서는 과감하고 새로운

실험적인 디자인의 발판이 되고 있으며 치펜데일 디

자인 요소에 따른 소재 개발이나 재봉 방법 등은 꾸

준히 연구되고 있다.

셋째, Jameson은 포스트모던 문화 내에서 중심화

된 주체의 죽음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예술가나 작

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

며 단지 제한된 숫자의 조합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였다.35) 이러한 점에서 로코코 양식은 정통성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 조건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

었으며 작가나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

되는 양식으로서, 현대 패션에 새로움을 창출하고 가

능성을 열어 주는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18세기

치펜데일과 현대 패션에서의 치펜데일 스타일을 분

석하면서 기존의 타장르의 어떤 디자인 요소로부터

새로운 패션 디자인이 어떻게 전개, 발전 되어 가는

지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패션과 타 영역과의 비교 분석은 패션 디자인에

창조적인 사고로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

라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조형예술과의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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