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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changes, and differences in class-based costume

typology according to a concept of 17
th
 and 18

th
 century common people in France. The methods and con-

tents are as follow. First, the scope of common people is grasp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 concept of 17
th
 and 18

th
 century common people in France. Second, through considering a prior research

on analyzing the data of ancient documents on the economy of clothing, it classifies common people into

bourgeoisie, urban common people, rural common people, and the destitute. It then examines diachronic

evolution, and class-based synchronic difference in the consumption of 17
th
 and 18

th
 century common peo-

ple's costumes in France. Third, it analyzes the appearance frequency by period according to type of common

people's costumes, which were shown in pictorial materials with 283 sheets of engravings and 54 pieces of

paintings; in addition, it reconstructs the succession and expansion in typology. It grasps differences and

changes in morphology by class, space, and period of typology for common people's costumes. Common

people's consumption of costumes was understood to have grown in qualitative aspects as well as a rise in

the whole clothing demand. A class-based structure formed and indicated that a fashion cycle existed. As a

result of analyzing common people's clothes (shown in pictorial materials of the 17
th
 and 18

th
 century) 41

items were grasped by gender and according to costume kind. Typology in common people's costumes

(classified into bourgeoisie, urban common people, rural common people, and the destitute) showed a change

by period. A change in typical costume typology was accepted more by the bourgeoisie than by urban and

rural common people, and was accepted more by rural communities than by urban populations. Thus, a di-

fference was formed through an expansion with a temporal difference that depended on class and space.

Key words: Ancien Régime, Common people's costume, Bourgeois, Urban common people, Rura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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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양복식의 역사 연구는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 등 상

류층 복식을 중심으로 형태가 기술되어 왔고, 일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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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계층의 복식에 대한 것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물질문화사 연구자들은 의복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귀족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계층 구

조와 의복생활 상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고정된 채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프랑스 구체제

(Ancien Régime: 1610~1789) 동안 사회적 신분 및 계층

별 복식의 뚜렷한 차이와 변화가 지속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고문서 분석을 통한 연구는 서민복식의 토대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문서를 통한 연구는 유형 구분과 형

태 관찰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과, 프랑스 구체제 초반

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형

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고문서를 통한 서민복식 선행연구의 기

준을 토대로 그림자료가 확대·보완된 연구를 통해 17~

18세기 프랑스 서민의 계층별 복식 유형의 특징과 그 변

화 및 차이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최근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패션디자인이나 공연

예술분야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증대를 위한 콘텐

츠나 역사자료 등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

자는 17~18세기 프랑스 서민생활문화의 기초인 복식 연

구를 통해 대중의 복식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며, 문화콘텐츠의 스펙트럼

을 넓게 하므로 문화적 역량 향상에 일조하여, 문화산

업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그리고 본고는 연구결과를 통해 평범한 일상생

활에 대한 물질문화사 측면의 미시적 연구에 의한 개인

혹은 사회계층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연구

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고는 17~18세기 프랑스 사회적 신분 및 계층 분류

에 의한 서민복식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복식

유형의 차이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다. 연구방

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 이론적 배경에서 첫째는, 17~18세기 프랑스 사

회구조의 고찰에 의해 서민의 범위를 파악한 것이다. 둘

째는, 의복의 경제에 관한 고문서 자료분석에 의한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소

비의 계층 및 공간적(synchronic) 차이(difference)와 시

간적(diachronic) 변화(evolution)를 살펴본 것이다. 셋째

는, 도시 및 농촌서민 남녀 복식의 소비·아이템·색

상·소재 등에 대한 자세한 변화 내용을 역시 재무조

사서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것이다. 이렇게

17~18세기 프랑스 사회구조와 고문서의 분석에 의한 서

민복식 고찰은 III장의 그림자료에 나타난 서민복식 분

석을 위한 계층 및 공간 분류 기준과 형태·용어·변화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III장에서 첫째는, 그림자료를 분류하여 서

민복의 종류와 형태를 파악하고 제시한 것이다. 둘째

는, 그 시기별 출현빈도를 분석하여 유형의 계승을 추

적하였다. 셋째는, 재무조사서 자료 연구의 고찰과 그

림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서민복식의 대표 유형(typolo-

gy)을 도출하고 계층 및 공간별, 시기별 형태(morpolo-

gy) 차이와 변화를 파악하며, 이를 대비하여 유형의 확

산을 확인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지방복식은 남아있

으나 17~18세기 일반 서민복식의 보존된 자료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형태 특징에 의한 유형 분석은 판화 및

회화 등의 그림자료가 중심이 될 것이다. 본고의 기초

자료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의 판화부(Département des Cabinet des Estam-

pes)에 소장된 프랑스 판화 자산 목록(Bibliothèque Na-

tionale de France, 1939~1985)과 복식 참고도서 목록

(Colas, 1933) 그리고 도서관 자체 분류 목록 번호 Oa 19,

Oa 20, Oa 132, Oa 133과 남녀 복식에 관한 17~18세기

서민복식을 고찰할 수 있는 판화 283장이 될 것이다.

또, 여러 미술관에 소장된 Louis Le Nain, Jean Baptiste

Greuse, François Boucher, Jean-Siémon Chardin 등의

회화 54점은 판화에서 볼 수 없는 색상이나 소재 표현

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복식 유형에 해당하는 영어 혹은 한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불어 표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17~18세기 프랑스 사회구조

본 장에서는 프랑스 구체제 당시 인구의 규모 및 분

포, 신분 및 직종에 따른 사회구조 등의 시대배경 고찰

을 통해 서민의 개념을 파악한 것이다.

Goubert and Roche(1984)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프

랑스는 유럽의 타 국가보다 인구가 많은 편이었는데,

1700년에 2,150만에서 1790년에 2,810만으로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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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계속 증가해가던 유럽 전체에 비해 프

랑스 인구는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였다. Du-

p^aquier(1988)의 1740년경 인구구조에 대한 연구결과

는 20살 미만이 40%, 20~60살 50%, 60살 이상이 9%로

성별과 나이에 의해 피라미드식 구조를 보였다. Garnot

(1991)의 연구에서는 1700년경 거주밀도는 지역에 따

라 차이를 보이며 km
2
당 40~80명이었고, 1675년경 시

골에 1,790만 명, 도시에 400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적

분포를 보였다. 또 도시규모는 파리의 경우 3만~10만

명이 거주하는 규모이면, 1만~3만 명 거주도시나 작게

는 1만 명 거주도시 등의 규모였다.

Marion(1989)의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구체제 하의

신분제도는 제1신분인 성직자(끌레르제: clergé), 제2신

분인 귀족(노블레스: noblesse), 그리고 제3신분인 평민

(부르주아: bourgeois)으로 구성되었고, 특권적인 제1신

분과 제2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모두인 제3신분

은 인구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신분제도와 함께 직종별 사회구성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계층과 직업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

잡한 양상을 보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또한 현저하

였다. Duby(1975)의 프랑스 농촌역사 연구와 도시역사

연구(Duby, 1981)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구의 80%가 거주한 시골사회는 위로는 성직자·

영주·토지 소유자와 아래로는 곡식재배·가축사육·

포도재배·날품팔이 등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에 종

사하지 않는 공인·상인·시종·하인 그리고 극빈한

유랑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체제는 도시에 비해

단순했지만 지역과 직종별로 층이 다양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농민들은 공동체별로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강하였다.

농촌에 비해 도시는 신분제도와 함께 더 다양한 직업

이 얽혀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일부 부

유한 부르주아를 포함한 성직자·귀족 등의 특권층이

지배적으로 몰려있었다. 장인·숙련공·견습공을 포함

한 공인들은 조합을 형성하고 신분규제·생산·제조·

판매의 규율 및 검사 등을 제도화하여 조직적으로 활

동하였다. 도시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소제조업자들이나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공 그

리고 도부상들이었다. 특히 야채·생선·빵을 팔거나

칼갈이·헌옷장사·쥐잡이 등 거리의 소상인들의 직종

은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하였다. 꽤 많은 수의 인구가

도시성곽 안팎을 오가며 농사에 종사하기도 하였는데,

도시규모가 확장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

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인의 수효 또한 상당하

여 18세기에 도시주민의 10%에서 많게는 18%에 이르

렀다고 한다. 주로 여자들이었고 남자의 경우 집사·시

종·요리사·마부·짐꾼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 물자

가 풍부한 도시이면에는 늘 빈곤이 공존하듯이 많은 휴

일과 부족한 일자리에 실업은 증가하였고, 18세기에 이

르러서는 물가가 54% 오른 데 반해 급여는 단지 17%

상승하여 극빈자가 늘었으며, 일부 극빈자는 동냥을 하

거나 유랑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2.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의 계층 및 공간적

차이와 변화

17~18세기 각 교구의 성당에 남아있는 출생, 결혼, 사

망신고서 등의 고문서에 기록된 재무조사자료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 혹은 직업에 대한 내용은 물론 보유하

고 있던 자산 중 의복에 관한 종류·수량·소재·색

상·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파리(Paris)·

모(Meaux)·뽀아뚜(Poitou)와 리무쟁(Limousin) 지역 서

민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복소비의 계층별 차이 및

시대별 변화, 사용의복의 유형 및 소재와 그 시대별 변

화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Baulant, 1975, 1984; Baul-

ant & Vari, 1986; Broutin, 1982; Pellegrin, 1986; Roche,

1982, 1986).

본고는, 이러한 재무조사서의 양적 분석에 의한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의

계층 및 공간적 차이와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고문서

선행연구의 시기가 18세기를 주로하고 있지만, 17세기

의 복식 유형이 존속 상태라는 점에서 구체제 기간의

복식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Garnot(1995)의 연구에서는 도시서민복식의 소비에

의한 계층 차이를 확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

로 의복수효에 대한 증가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

승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직물의 가격이 낮아짐

에 따라 소유의복의 평균 수효가 현저히 상승하여 18세

기 초반에 비해 후반 파리에서는 아이템당 두 벌 이상 소

비가 증가하였고, 형편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의

복을 과잉 축적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 Roche(1981)

의 파리 지역 서민복식 분석에 의하면, 1700년경 귀족

의 의복비 평균이 15,000 리브르(livres de blé)인데, 일반

서민 봉급자는 400 리브르(livres de blé)로 극명한 차이

를 보였다. 특히 서민 중 의복소비가 그룹의 성격을 규

정하고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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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신분에 비해 재산 중 의복의 비율이 매우 높

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서민봉급자들보다 2배의 의복을

소유하였다(Roche, 1981). 시종들은 그들의 주인에게서

옷을 물려받는 혜택으로 다른 서민들과 구별되게 의복

사정이 좋았고, 하인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다르지 않았

으나, 의복아이템 가지 수가 훨씬 많았고 이것을 더 잘

조합하여 입었다. Broutin(1982)에 따르면, 빈곤층은 죽

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단지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구

두로 지냈고, 중고를 다시 사 입거나 여러 사람들을 거

쳐 입혀졌던 것을 물려받아 얻어 입었고 훔치기까지 하

였으며, 쓸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사용하여 대개 여러 번

기운 누더기 상태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

농촌서민들의 경우 역시 계층별 차이와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1750년 이전 모 지방에 대한 Baulant

(1975)의 연구에서 따르면, 시골사회의 의복 차이는 의

복의 수나 란제리류의 축적이 부의 수준에 비례하게

나타났다. Pellegrin(1986)의 연구에서는 18세기 오뜨

뽀와뚜 지방에서의 사회적 차이가 옷 색상에서 나타났

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의복의 소비는

점차 증가하였고, 18세기에 와서 소비는 양적으로 급

증하여 축적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질적으로도

형편에 비해 과도한 의복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17~18세기 프랑스 서민층의 의복소비는

계층별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유행의 순환이 존

재하였으며, 성별·계층·지역 등 유행을 주도하는 사

람들과 접촉하는 정도에 의해 유행을 받아들이는 속도

는 다르게 나타났다. 성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행을 빨리 받아들였다. 계층별로 왕과 궁중에 의해

주도된 복식의 변화를 하인층이 모방하고, 소상인과 노

동자들이 따라하고, 시민 전체가 받아들이는 순환의 구

조로 점차 시간차를 두고 유행에 뒤쳐진 것을 착용하면

서 하위계층으로 전파되었다(Garnot, 1991). 헌옷 장사

에 의해 되팔거나, 빈곤층까지도 여러 번 사용되어 매

우 낡은 옷을 좀도둑들을 통해 되사기도 하면서 도시

서민은 상류층의 소비패턴을 모방하며 유행을 따랐다

(Roche, 1989). 공간적 차이는 파리로부터의 거리 차이

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파리 전역으로 시간

의 차이를 두고 다른 도시로 그리고 농촌으로 퍼져나갔

다. 농촌서민복식은 도시에 비해 매우 느리게 변화하

고 유행 역시 늦었다. 사회적 차이는 도시보다 덜하고,

특히 여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가 심하였다(Garnot,

1995).

앞서 살펴 본 17~18세기 프랑스 사회구조와 서민복

식의 계층 및 공간적 차이와 변화를 토대로 서민의 범

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계층 및 공간 분류 기준을 구

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구체제 하의 3신분에 해

당하는 평민은 다양한 직업과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직

업적인 특성에 의한 복식 형태의 특징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물질적 조건에 의해 계층 차이가 형성된다. Roche

(1982, 1986)와 Garnot(1991, 1995)의 도시서민복식 연

구와 Baulant(1975, 1984)과 Pellegrin(1986)의 농촌서

민복식 연구 모두에서 의복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계

층은 평민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부르주아·중간층

노동자 그리고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서민인구 대

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층 노동자의 거주공간은 크게 도

시와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지방복식은 의복소비

의 차이에 의해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지역별 상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도시 및 농촌서민 남녀의 복식 변화

본 장에서는 도시 및 농촌서민 남녀 복식의 소비·아

이템·색상·소재 등에 대한 자세한 변화 내용을 고문

서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이

다. 이는 그림자료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할 뿐

만 아니라, III장에서 살펴볼 서민복의 종류와 용어, 대

표 유형의 계층 및 공간별 차이와 변화 분석을 위한 종

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할 것이다.

1) 도시서민 남녀의 복식 변화

Roche(1981, 1982, 1986, 1989)의 재무조사서 연구

고찰을 통해 파리 지역 의복의 유형·소재·색상 및 의

복소비에 대한 자세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 초 남성복은 쥐스또꼬르(justaucorps), 베스뜨

(veste), 뀔로뜨(culotte)의 3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성되

었다. 그리고 외투는 망토나 꺄쁘(cape)가 있다. 남성들

은 여기에 슈미즈·칼라·커프스·목수건 등 다양한

란제리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검정 혹은 회색 펠트

로 된 모자를 썼으며, 구두는 ‘37%가 여성의 것보다

두 배나 더 비싼’ 것이었다(Roche, 1981). 대부분 단순

하고 튼튼한 모직 나사를 사용하였고, 슈미즈 역시 거

친 평직 마직물을 이용하였다. 면이나 견직물 그리고 섬

세한 무슬린(moussline)과 호화로운 블루르(velours)는

부유하거나 멋 부리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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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갈색의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이 주를 이루었고

빨강·흰색·파랑·노랑·초록은 간간히 눈에 띠는 정

도였다.

18세기 말 남성복은 변화가 컸다. 재무조사 상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가 도처에서 발견될

정도로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Roche(1989)는 밝히고

있다. 짧은 질레(gilet)가 베스트를 대신하였고, 망토와

꺄쁘는 르뎅고뜨(redingote)의 도전을 받았으며, 여유

있는 계층이나 멋을 부리는 하인들에게서 프락(frac)이

등장하였다. 이전보다 많은 수량의 란제리류를 소유하

였으며, 부유층은 사적인 생활의 안락함을 누릴 때 사

용되는 실내가운·잠옷·수면용 모자와 양말·화장가

운 등의 사용을 추구하였다. 무거운 옷감이 주로 사용

되었고, 고급스러운 베스뜨나 질레를 위해 플란넬(fla-

nelle)이나 낭킨(nankin) 등의 면직물과 몰르똥(molle-

ton)과 같은 견직물도 사용하였다(Roche, 1982). 18세

기 말엽에는 직물제조 공장의 등장으로 생산이 급증하

여 점차 가볍고 부드러운 다양한 소재가 대량 생산되었

다. 어두운 색상이 여전히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파랑

·노랑·초록·분홍 등 따뜻하고 눈에 띄는 색상이 더

이상 예외적이지 않았고, 체크와 줄무늬가 유행되었다.

18세기 초 도시서민여성복의 경우 상의는 꺄자깽(ca-

saquin)·꼬르(corps) 혹은 꼬르세(corset)가 있었고, 하

의는 치마 쥐쁘(jupe) 혹은 쥐뽕(jupon) 등이 있었다. 그

리고 여성들은 이 옷들을 입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때

작업을 위한 필수요소인 앞치마 따블리에(tablier)와 외

투 망또(manteau)를 더한 5가지 아이템을 기본으로 하

였다. 이것은 16세기에 이미 고착된 여성복의 대표 유

형이다. 부유층이 몸을 꼿꼿이 세우는 모양을 내기위

해 입는 고래수염을 넣은 꼬르는 유연성이 없어 일하

기에 불편하므로 서민들은 많이 착용하지 않고, 딱딱함

을 다소 경감한 꼬르세나 꺄자깽을 주로 입었다. 모직

물로 된 망또는 추운 계절에 적응하기 위해 입었다. 속

옷과 겉옷의 개념을 모두 지닌 슈미즈(chemise)나 헝겊

모자 보네(bonnet)와 꼬아프(coiffe), 목수건 무슈와르

드 꼴(mouchoir de col)과 픽쉬(fichu), 양말 바(bas), 손

수건 무슈와르 등의 란제리 종류는 수효가 꽤 많은 편

이었으나 속바지 등의 속옷은 발견되지 않았다(Roche,

1986). 구두와 장갑은 드물었고, 그 외의 신발류가 있

었다. 소재는 튼튼하고 단순한 모직물을 주로 사용하

였고 면이나 견직물은 서민들에게 매우 귀한 것이었다.

란제리류와 탁자보, 냅킨 등 가정용 린넨 제품류는 거

친 마직물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직물의 종류는 꺄믈로

(camelot)·부라깡(bouracan)·띠르땐(tiretaine)·드로게

(droguet)·바젱(basin)·몰르똥·쁠뤼슈(peluche)·드

라 드 렌느(drap de laine)·라띤(ratine) 등이 있었고, 일

부 여유 있는 계층은 면 뽀쁠린(popeline)·에따민(eta-

mine)·에스빠뇰렛뜨(espagnolette) 등도 사용하였다. Ro-

che(1989)의 연구에 따르면, 색상은 따뜻하고 밝은 색

상이 드물고 대부분 어둡고 단순하여 ‘검정색·회색·

갈색이 45%, 빨강색이 21%, 흰색이 16%였으며 줄무늬

·체크무늬 등의 무늬 있는 직물도 15%를’ 차지하였다

고 한다. 보라·연갈색·분홍·노랑·초록 다양한 색

상도 미미하지만 다소 존재하였다.

18세기 말 여성복은 질적인 상승과 양적인 증가를 보

였다(Roche, 1982). 1700년경의 대표 유형에서 부재하

였던 로브(robe)가 도시노동자들이나 하인층이 입기 시

작하였다. 꺄라꼬(caraco)가 꺄자깽을 대신하였으며, 꼬

르보다는 유연한 꼬르세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반 이상

이 소유하였다. 외투 망뜰레(mantelet)·쁠리쓰(pelisse)

등 여러 종류를 가장 여유 있는 층과 하인층에서 소유

하였다. 다수의 란제리류를 축적하여 편안하고 호화로

운 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앞치마는

대다수가 소유하였으며 속바지의 출현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소매장식·털토시·장갑 등의 부속물들도 넘

쳐났으며, 도시서민들은 구두도 여러 켤레를 소유하기

도 하여 신발을 교체하여 신는 여유를 누렸다. 여성들

의 복식은 실용성과 내구성보다는 형태와 색상과 문양

의 독창성을 더 추구하였기 때문에 두꺼운 모 혹은 마

직물보다는 가볍고 섬세한 소재의 면이나 견직물이 증

가하였다. 란제리류 역시 얇은 직물이 많았다. 부드러

운 싸뗑(satin)·몰로(molleux)·따프따(taffetas) ·뚜왈

드 주이(toile de Jouy)·이국적인 시아모아즈(siamoise)

·뻬르쓰(perse)·낭킨에 이르기까지 매우 호화로운 직

물도 발견되었다(Roche, 1986). 도시서민들은 상류층

의 유행에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색상의 소재를 사용

하여 어두운 색보다 흰색이나 빨강색을 선호하였고 파

랑색·노란색·초록색 등과 분홍·연노랑·연보라·연

회색·포도주 빛깔·연갈색 등 즐겁고 부드러운 색감을

즐겨 사용하였다. 꽃무늬·부케·곡선문양과 체크문

양 등 문양의 변화 또한 눈에 띄었다.

2) 농촌서민 남녀의 복식 변화

Baulant(1975, 1984), Baulant and Vari(1986)의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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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농민의복의 소비에 관한 연구와 Pellegrin(1986)의

뽀와뚜와 리무쟁 지방 란제리류 연구를 통해, 농촌서민

복식의 유형 및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농촌서민복식은 장기간 고정된 유형이라고 생각될

만큼 16~18세기 3세기 동안 매우 느리게 변화하였다. 따

라서 오래된 유형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새로운 유형

이 나타나 보편화된 경우에도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Braudel et al., 1970). 밭에서의 거친 일상은 잘

차려 입은 옷이나 가벼운 신발은 어울리지 않았다. 옷

의 가지 수가 부족하였으므로 항상 입고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낡고 떨어진 것을 수선한 외관을 보였고, 세

탁을 거의 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Garnot,

1995). 농촌서민들은 평상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축

소되고 간단한 복장을 하였고, 주일이나 축제의 경우

여러 아이템을 갖추어 입어 조금 더 멋을 부렸다.

18세기 농촌서민 남자복식의 기본 구성으로 상의는

슈미즈에 베스뜨와 쥐스또꼬르나 아비(habit) 등이 있

었고, 작업복은 블루즈(blouse)가 있었다. 하의는 브레

(braie) 혹은 쇼스(chausses)와 뀔로뜨 등이 있었다. 농

촌서민들은 이 하의를 상의와 여러 방법으로 조합하여

입었다. 의복사용이 풍부해진 18세기 후반의 농촌서민

들은 아비·베스뜨·뀔로뜨 등의 3가지로 구성된 복식

을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아비나 베스뜨 대신

블루즈와 바지의 오래된 유형인 브레나 쇼스를 입기도

하였다. 여기에 각반(gu^etres)이나 양말을 신거나 다리

부분은 벗은 채 나막신을 신고, 헝겊모자 보네(bonnet)

혹은 챙이 있는 펠트모자 샤뽀(chapeau)를 썼다. 이러

한 기본적인 의복 이외에도 베스뜨를 계승한 조끼 형

태의 질레(gilet)·외투 프락·쉬르뚜(surtout)·르뎅고

뜨·망또 등을 덧입었다.

소재로 튼튼한 모직물 투왈(toile) 생지가 주로 사용

되었으며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소재들도 사용되었는

데, 1/3 가량은 다양한 질의 쎄르쥬(serge)였다(Baulant,

1975). 이외에도 라띤·부라깡 등 방한이 잘되는 두꺼

운 옷감을 썼다. 18세기 하반에는 방한도 잘 되고 작업

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좋은 기모직의 쉬르뚜가 많

았다. 또 뀔로뜨와 질레를 작업에 내구성 있는 가죽으

로 제작하여 널리 사용하였다. 슈미즈는 마 혹은 면 투

왈이나 꾸띠(coutil)가 주된 소재였고, 베스뜨는 몸판 앞

판만 겉에 입은 아비와 코디네이션하였다.

생생한 색상의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몇몇을 제외하

고는 어두운 중성 톤의 색상으로 회색·검정색·갈색

이 지배적이었고 파랑색과 흰색도 많은 수를 차지하였

다. 18세기 후반에는 색상이 매우 다양해져서, Baulant

(1984)의 연구에 따르면 38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색조

의 의복이 재무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17세기 말 18세기 초, 농촌서민 여자복식의 기본 구

조는 쥐스뜨(juste)·치마·앞치마로 구성된 오래된 모

델이 여전히 보편적인 대표 모델이었다. 또 하나의 모

델로 밭에서 일할 경우, 속옷과 겉옷의 개념으로 동시

에 사용된 품 넓은 슈미즈 위에 소매 없이 몸에 밀착된

꼬르를 상의로 입는 것이었다. 여기에 나막신을 신고

머리쓰개로는 머리수건이나 헝겊모자 바볼레(bavolet)

를 썼다(Pellegrin, 1986). 18세기 상반기에 바스끄(bas-

ques)가 다소 긴 꺄자깽과 허리에 주름을 더 많이 잡고

길이가 짧아진 치마 쥐뽕이 한 벌을 이루는 모델이 보편

화되었고, 하반기의 농촌서민들은 꺄자깽을 이어 꺄라

꼬를 착용하였다. 몸판을 딱딱하게 구성한 꼬르는 18세

기 후반에 유연한 꼬르세로 대치되었다. 도시의 서민들

은 로브와 쥐뽕을 한 벌로 자주 입는 대신, 농촌의 서민

들은 매일의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브를 매

우 드물게 입었다. 가슴부분(bavette)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헝겊모자 보네나 머리수건을 썼으며, 흰 삼각

목수건 픽쉬로 가슴까지 가렸다(Baulant & Vari, 1986).

외출할 때는 가장자리에 주름장식을 붙인 모자가 달린

케이프형 외투 망뜰레(Mantelet)를 덧입었다. 보조물 꼬

르 아 발렌느(corps à baleine)와 빠니에(paniers)를 입지

않고 착용한 이 기능적인 일상 여자 기본복의 모델은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다.

소재는 라띤·크레뽕(crépon)·꺌망드(calmande)·드

라·세르쥬 등이 주된 소재였고, 슈미즈는 마 혹은 굵

은 모직물이 사용되었다.

밝은 색상의 여성 로브와 쥐뽕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남성보다 작업량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Baulant, 1984). 옷감의 문양 역시 남성복보다 여성복

의 경우 더 다양했는데, 특히 2가지 이상 여러 가지 색

상의 줄무늬·체크무늬·꽃무늬 혹은 브로쉐(broch)가

대부분을 이루는 면직물 뚜왈 드 꼬똥(toile de coton)

이나 엥디엔느(indienne)의 사용이 우세하였다. 세기말

에는 이러한 면직물의 보급으로 어두운 색의 엄숙한

실루엣에서 가늘고 굵은 줄무늬의 시아모아즈(siamoi-

se) 치마와 작은 꽃무늬 꺄자깽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훨씬 맵시 있게 바뀌어 취향이 상승하는 결

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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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의

유형과 변화

본 장에서는 그림자료를 분류하여 서민복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시기별 출현빈도를 분석하여 유형의 계승

과 확산을 재구성하였다. 또 재무조사서 자료 연구의

고찰과 그림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서민복식의 대표 유

형을 도출하고 계층 및 공간별 차이와 변화를 알아보

았다.

그림자료는 고문서 연구를 통해 알 수 없었던 복식의

형태 파악이 가능하고, 18세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선

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17~18세기 그림자료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기를 확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형

태 분석에 용이한 그림자료 중 양적으로 우세한 판화는

낱장이나 전집물 형태로 구성되었고, 여러 작가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제작된 것이다. 17세기 상반기에는 당시

가장 알려진 판화가 Abraham Bosse, 로렌(Lorraine) 지방

의 농촌서민들을 당시 동판화와 달리 단순한 선으로 표

현한 Jacques Callot, Sebastian Leclerc, Lasne 등의 작품

이 수집되었다. Jacques Stella의 농촌일상의 풍경, Bon-

nart 형제의 파리 길거리의 도부상인들, 이외에도 Jean

Mariette, Nicole Arnoult, Guérards 형제, Antoine Trou-

vain 등의 농촌서민의 모습들은 17세기 하반기의 작품이

다. 18세기 상반기에도 도시 길거리 상인을 묘사한 Bou-

chardon의 많은 작품이 있으며, Herisset, Gravelot, Au-

gustin de St. Aubin, Moreau le Jeune, Coypel의 판화에

서 농촌서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8세기 하반기

에는 도시 길거리 상인이나 농사일을 하는 농촌서민의

묘사임에도 다소 미화된 모습을 표현한 Duhamel, Es-

nault & Rapilly, Chereau & Basset의 판화들이 수집되었

다. Le Nain 형제의 17세기 초 농촌서민, Jean Baptiste

Greuse의 18세기 후반 농촌서민의 가정, François Bou-

cher의 부르주아 가정, Jean-Siémon Chardin의 하인 등

을 묘사한 회화작품들은 판화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더욱 사실적인 묘사를 참고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판화자료가 회화보다 많이 수집되었고,

몇몇 화가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농촌서민의 경우 회

화가 더 많았다. 부르주아 계층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도시서민과 농촌서민에

관한 판화자료의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국한된 시기

의 자료이지만 빈곤층을 묘사한 판화와 회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시기 및 계층별로 자료

의 분포가 고르지는 못하였으나 결핍된 계층의 자료는

없었고, 특별한 변수를 제공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재무조사서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계층별

복식의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수집된 337점의 그림자

료를 분류한 결과 부르주아 40점·도시서민 177점·농

촌서민 98점·빈곤층 22점 등의 자료 분포를 보였다

(Table 1).

시기구분의 경우, 새로운 유형 출현시점이나 대표 유

형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7세기 전·후

반과 18세기 전·후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자료 분류

를 먼저 한 후 아이템의 시기별 출현빈도를 살펴봄으

로써 대표 유형 변화를 확증할 수 있는 주요 아이템인

상의 혹은 하의의 두드러진 변화 및 교체 지점을 계층

별로 발견하여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민복의 종류

17~18세기 그림자료에 나타난 서민복을 분류한 결

과, 성별 및 복종에 따른 카테고리별 종류 및 형태는

<Table 2>와 같다. 형태 구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형

의 분류방법을 제시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사료되

어, 유형(typology)의 명칭과 인체 구간부별 형태(mor-

phology)를 포함하는 유형 분류 항목으로 구성된 프랑

Table 1. Distribution of sources by class, period and type of source

Type of source

Period
Class

Period Type of source

First half
of 17C

Second half
of 17C

First half
of 18C

Second half
of 18C

Engraving Painting
Engraving
+ Painting

Bourgeois 5 12 8 15 37 3 40

Urban common people 19 46 61 51 171 6 177

Rural common people 32 19 29 18 56 42 98

The destitute 12 3 5 2 19 3 22

Total 68 80 103 86 283 54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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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tems of common people's costume

Item
Sex

Top Skirts & Pants Outerwear

M

F

Item
Sex

Headgear Shoes Lingerie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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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민속 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et Traditions

Populaires)의 복식 묘사체계를 참조하였다(Duflos-Priot,

1988). 주의할 점으로, 일정 유형을 사용하거나 보급되

는데 있어 지역이나 시간 차이로 인하여, 같은 유형에

대해 용어를 달리 사용하거나 다른 유형에 대해 용어

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재무조사

서에 나타난 유형과 그림자료에 나타난 유형에 대한

용어가 불일치하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자상의 뿌르쁘앙은 16세기보다 전체적으로 품이

넓고 허리선 아래 붙은 바스끄의 크기도 길고 크며, 어

깨에 날개 에뽈래뜨(épaulette)가 여전히 남아있다. 쥐

스또꼬르는 허리이음선이 없고 무릎길이이며 허리부

터 밑단까지 시기에 따라 퍼지거나 밀착된 형태이다.

농부나 노동자가 옷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겉에 입는

작업복 블루즈는 고문서에서는 많이 발견되지만 그림

자료 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다른 종류의 상의들과

구분이 어렵다. 아비 역시 고문서 상에서 남자상의 종

류로 기록되어 있지만 종종 다른 종류들과 혼용하여

기록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베스뜨는 대개

소매가 있으며, 질레는 소매가 없어지고 길이도 짧다.

양 다리 사이를 휘감아 허리에서 접어 고정시킨 것처

럼 보이고 중세부터 등장한 브레, 엉덩이 부분이 풍성

하고 다리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드는 형태의 쇼스, 치

마 형태의 바지 랭그라브, 무릎길이의 밀착된 뀔로뜨,

발까지 오는 긴 빨딸롱 등이 남성하의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꺄쁘를 제외한 외투류는 소매가 달린 것이고,

프락은 상의와 외투의 중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쓰

개류는 챙 있는 일반모자 샤뽀(chapeau), 밀짚모자 샤

뽀 엉 빠이으(chapeau en paille) 그리고 챙 없는 헝겊모

자 보네 등이 있다. 신발로는 모양을 갖춘 구두 쑬리에

(souliers)와 물렁물렁해 보이는 신발 쇼쉬르(chaussures)

와 나막신 싸보(sabots) 등이 있었으며, 서민들에게 널

리 이용되었다.

여성들의 아이템으로 한 벌로 입는 로브는 17~18세

기 동안 빠른 형태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력이 가능한 부르주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

나 상하를 조합하여 입은 일반서민들의 상의는 로브의

유행을 따라 변화하였다. 소매 없이 몸에 밀착된 꼬르

사쥬·꼬르·꼬르세와 여유 있고 소매가 달인 쥐스

뜨·꺄자깽·꺄라꼬 등의 상의와 치마가 여자서민복의

기본 종류이다. 숄의 형태인 쁠리스와 모자 달린 망뜰

레(mantelet) 그리고 르뎅고뜨를 여자용 외투류로 분류

할 수 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모자도 사용하였지만

천으로 된 머리쓰개 바볼레·퐁땅쥬(fontange)·꼬아

프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신발류는 남성과 동

일하였다. 남성들도 착용하였으나 여성에게는 필수적

으로 등장하는 앞치마는 가슴받이가 없는 것과 있는

따블리에 아 바벳뜨(tablier à bavette)가 있다. 목수건

무슈와르 드 꾸(mouchoire de cou)는 남녀 모두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났고, 삼각 목수건 픽쉬는 여성

용이다.

2. 서민복 종류의 시기별 출현빈도

17세기 상반기까지 남자상의를 대표하던 뿌르쁘앙이

하반기에 들면서 수효가 급감하다가 18세기에는 거의

사라졌으나 매우 미미한 상태로 계속 잔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쥐스또꼬르는 17세기 하반기에 출현하여 18세

기말에는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베스뜨는 주로 쥐

스또꼬르 아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때로 단독

으로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문서 상에 등장하는 아비

나 블루즈와 형태 혹은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브레는 몇몇 장면에서 밭에서 일할 때 착용한 모습으

로 등장하였다. 쇼스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완전히 사라

지지는 않았고, 18세기에 뀔로뜨가 급증하였으며, 18세

기 말에는 빵딸롱이 출현하였다. 꺄쁘는 17세기, 소매 달

린 망토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외투이고, 18세기 말엽에

프락과 르뎅고뜨의 출현이 눈에 띈다(Table 3).

로브는 하인이 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르주

아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소매 없는 꼬르사쥬, 꼬

르, 꼬르세는 17세기 동안 주로 나타났고, 이것과 공존

한 소매 달린 꼬르사쥬와 쥐스뜨를 18세기 상반기에

꺄자깽이, 18세기 하반기에 꺄라꼬가 대신하였다. 고문

서와 그림 모두에서 쥐쁘와 쮜뽕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남자와 같은 외투류 망토와 르뎅고뜨나 여자

용 망뜰레와 쁠리스는 점차 증가하였다. 서민들에게 필

수적인 요소인 앞치마의 경우 18세기부터 가슴받이가

있는 따블리에 아 바벳뜨로 교체되었다(Table 4).

챙이 있는 모자 샤뽀는 시기에 상관없이 출현빈도가

높은 남자들의 필수품이었고, 보네는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들과 같은 일정 직업에서 선호되는 옷이었다. 여

자들도 추위나 비를 막는 보호용으로 샤뽀를 사용하였

고, 17세기에는 바볼레 18세기에는 꼬아프를 썼고, 바

– 909 –



10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9, 2012

볼레는 18세기까지 사용이 확인되었다. 쇼쉬르는 남녀

모두에게 가장 널리 사용된 신발이고, 나막신 역시 많

은 수의 출현빈도를 보였다(Table 5).

이상 그림자료에 의한 서민복식 종류의 시기별 출현

은 재무조사서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변화추이를 보였

다. 또 새로운 모델이 과거 모델을 대체하면서 계승계

보를 형성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종류로 변화

하거나 분리되어 새로운 종류가 되기도 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자상의의 경우 소매 없는 꼬르사쥬는

꼬르(꼬르 아 발렌느)로, 다음은 꼬르세로 대체되고,

쥐스뜨 나 소매 있는 꼬르사쥬는 꺄자깽 다음, 꺄라꼬

로 대체되었다.

Table 3. Frequency by period according to items in men's costume

Top Pants Outerwear

a* b* c* d* e* f* g* h* i* j* k* l*

First half of 17C 22 0 0 0 3 15 0 0 4 0 0 0

Second half of 17C 7 18 18 0 0 11 20 0 6 4 0 0

First half of 17C 5 37 29 2 1 7 38 1 2 6 0 0

Second half of 17C 1 41 17 9 1 3 33 4 0 7 5 6

Total 35 96 64 11 5 36 91 5 12 17 5 6

a*: pourpoint, b*: justaucorps, c*: veste, d*: gilet, e*: braie, f*: chausses, g*: culotte, h*: pantalon, i*: cape, j*: manteau, k*: frac,
l*: redingote

Table 4. Frequency by period according to items in women's costume

Robe Top Skirt Outerwear Scarf Apron

a* b* c* d* e* f* g* h* i* j* k*

First half of 17C 1 13 26 0 0 45 0 0 41 31 0

Second half of 17C 3 21 27 0 0 54 3 2 43 46 0

First half of 18C 7 6 7 32 2 61 2 6 55 5 51

Second half of 18C 4 6 8 5 19 48 9 11 37 5 37

Total 15 46 68 37 21 208 14 19 176 87 88

a*: robe, b*: corsage (sans manche) or corps or corset, c*: corsage (à manche) or juste, d*: casaquin, e*: caraco, f*: jupe or
jupon, g*: manteau or redingote, h*: mantelet or plisse, i*: mouchoire de cou or fichu, j*: tablier, k*: tablier à bavette

Table 5. Frequency by period according to items in headgear and shoes

Headgear Shoes

a* b* c* d* e* f* g* h*

M

First half of 17C 16 6 0 0 5 2 21 0

Second half of 17C 25 4 0 0 6 4 23 4

First half of 18C 36 9 0 0 9 7 31 9

Second half of 18C 37 2 0 0 7 5 31 6

Total 114 22 0 0 27 18 106 19

F

First half of 17C 4 0 36 0 2 0 37 0

Second half of 17C 3 0 43 0 3 2 39 4

First half of 18C 9 0 8 47 5 3 37 9

Second half of 18C 11 0 2 33 3 7 16 14

Total 27 0 89 80 13 12 129 27

a*: chapeau, b*: bonnet, c*: bavolet, d*: coiffe, e*: gu^etres, f*: souliers, g*: chaussures, h*: sa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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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복식 대표 유형의 계층 및 공간별 차이와

변화

고문서와 그림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서민복의 종

류들은 조합·착용되어 대표 유형을 구축하였는데, 계

층 및 공간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확산되므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6>−<Table 7>은 대표 유형의 계층별 차

이와 시기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표이다. 형편보다 훨

씬 잘 입은 하인들의 상황, 매우 미세한 부분이지만 도

시서민의 특정 직업의 구별, 각 지역의 습관과 생산된

소재에 따른 지방 특성 등이 존재하는 등의 특수한 점

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이 도시 및 농

촌서민보다, 도시가 농촌보다 대표 복식 유형의 변화를

먼저 받아들였다. 물론 계층에 따라 각 모델들의 교체

시기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쥐스또꼬르와 랭그라브를

한 짝으로 입은 모습과 같이 오래된 모델이 잔류 새로

운 모델과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물려받아 입

거나 도입이 늦은 서민층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다.

부르주아나 도시서민의 복식은 17세기 상반기에는

뿌르쁘앙과 쇼스로 구성되었고, 17세기 하반기에 쥐스

또꼬르·베스뜨·뀔로뜨로 교체되었다. 18세기 동안 부

분적인 형태의 변화를 가지면서 18세기 하반기에 와서

쥐스또꼬르는 가는 일자형 실루엣이 되었고, 베스뜨 만

질레로 교체되었다. 부르주아 계층은 귀족의 복식 변화

를 매우 빨리 받아들여 옷의 구성요소는 차이가 없으나

그림 상으로 보아도 소재나 장식 등의 질적인 차이는 확

Table 6. Differences and evolution of men's costume

Class  Period First half of 17C Second half of 17C First half of 18C Second half of 18C

Bourgeois

Urban common people

Rural common people

The de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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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이에 비해 챙을 뒤로 젖힌 물렁물렁한 모양의

모자, 아무렇게나 맨 목수건 등 전형적인 도시서민들의

모습이지만, 거처가 불확실하여 떠돌고 누더기를 입는

어려운 생활조건에도 소상인들은 당시 상위계층의 복

식 유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의 복식은 비슷

하였지만 몇몇 직종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오

베르뉴(Auvergne) 지방의 칼 가는 소상인은 항상 머리

가 길었고, 지저분한 거리 때문에 나막신을 신었으며 남

루한 모습이었다.

17세기 상반기 농촌서민남자들의 온통 어두운 갈색

조의 낡은 의복과 맨발 모습은 농촌의 고된 하루 일상

을 보여준다. 훨씬 단순한 형태의 뿌르쁘앙과 쇼스는

17세기 하반기까지 지속되었고, 18세기에 쥐스또꼬르 ·

베스뜨·뀔로뜨와 대체되었다 할지라도 농촌서민들은

단추가 없는 베스트를 칼라 달린 셔츠 위에 입고, 허리

띠를 한 뀔로뜨에 각반과 구두 혹은 나막신을 신는 등

축소된 복장으로 작업에 임했다.

빈곤층의 옷 입은 모습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

도의 챙 있는 펠트 모자와 가장자리가 풀리고 조각을

잇대어 굵은 실이 보일 정도로 바느질하여 기워 입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누더기로 묘사되었다

(Table 6).

17세기 상반기의 부르주아 여성은 어두운 색상이지

만 러프, 커프스와 함께 질 좋은 소재를 사용한 로브를

착용하였다.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의 복식에

비해 덜 화려하지만 17~18세기 동안 줄곧 당시 유행하

Table 7. Differences and evolution of women's costume

Class  Period First half of 17C Second half of 17C First half of 18C Second half of 18C

Bourgeois

Urban common people

Rural common people

The de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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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 유형의 로브의 변화를 따르는 풍요로운 복식

생활이 엿보인다.

17세기 상반기 당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파는 여인과 같은 도시서민여자들에게서 로브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형태의 쥐스뜨와 일하기에 거추

장스럽지 않도록 발목길이의 치마를 입고, 흰 천으로 만

든 큰 칼라 형식의 김프(guimpe)를 하고 얼굴에서 머

리 쪽으로 앞을 걷어 올리고 옆 자락은 얼굴을 둥글게

감싸며 목 뒤에서 묶은 머리수건은 당시의 특징적인 형

태이다. 17세기 하반기 역시 큰 변화가 없으나 가슴이

좀더 가려진 쥐스뜨에 편리한 목수건을 둘렀다. 18세

기 상반기에 와서는 길이가 긴 꺄자깽과 쥐뽕 위에 가

슴받이를 핀으로 고정시킨 앞치마를 입고, 좀더 장식

적이 된 머리수건 꼬아프와 삼각 픽쉬를 하고, 물렁물

렁해 보이는 신발이나 양쪽 구분이 없는 나막신 신은

도시서민여성의 모습이 전형적이다. 18세기 하반기에

는 조금 짧아진 치마위에 까라꼬가 한 짝이 되었다.

17세기 상반기 농촌서민여성들은 슈미즈 위에 앞에

서 끈으로 조여 매고 소매가 없거나 퍼프 슬리브가 달

린 꼬르의 입은 모습이 더 많았다. 치마를 입고 걷어 올

린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프나 목수건을 하였으며,

어두운 베이지색 혹은 갈색조의 짧은 머리수건으로는

머리 전체를 한 번에 묶었고, 긴 것의 경우 머리에 두

르고 이마에서는 접어서 내놓았다. 18세기 하반기에는

꼬르나 꼬르세보다 까라꼬를 입은 갖춰진 모습이 우세

하였다.

절망적이고 고뇌에 찬 표정의 빈곤층의 인물들은 누

더기를 입었으며 매우 큰 신을 신었거나 맨발이었으며

치마를 끈으로 조여 매고 목수건을 머리에 아무렇게나

두른 모습이었다(Table 7).

이상 분석한 서민복식 대표 유형의 계층 및 공간별,

시기별 형태 차이 및 변화를 <Table 8>과 같이 대비하

여, 부르주아 계층이 도시 및 농촌서민보다, 도시가 농

촌보다 대표 복식 유형의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등

계층 및 공간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유형이 확산되어

차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복식의 경

우 부르주아나 도시서민보다 농촌서민에게서 쁘르쁘

앙과 쇼스가 오래 잔류하므로 쥐스또꼬르와 뀔로뜨의

출현이 늦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복식에서 역시

부르주아 계층에서 꺄라꼬가 먼저 나타나고 농촌서민

에게는 꺄자깽이 더 오래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

었다.

IV. 결 론

프랑스 구체제 당시 인구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

던 평민은 다양한 직업과 경제적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본고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17~18세기 프랑스 서

민복식의 계층 및 공간적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

여, 우선 재무조사서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였다. 그 결과 의복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계층은 평민

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부르주아·중간층 노동자 그

리고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서민인구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중간층 노동자의 거주공간은 크게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나누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직업적인 특

성에 의한 복식 형태의 특징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물

질적 조건에 의해 계층 차이가 형성되었다. 계층별 구

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유행의 순환이 존재하였으

며, 성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행을 빨리 받아

들였으며, 계층별로는 의복유형의 하향 전파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간적 차이는 파리로부터의 거리 차이와 비

례하였다. 시기에 따라 서민의 복식 소비는 전반적으로

의복수효에 대한 증가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고문서 선행연구 고찰을

Table 8. Comparison of typology of common people's costumes in France in the 17
th

 and 18
th

 century

First half of 17C Second half of 17C First half of 18C Second half of 18C

M

Bourgeois pourpoint + chausses justaucorps + culotte justaucorps + culotte justaucorps + culotte

Urban common people pourpoint + chausses justaucorps + culotte justaucorps + culotte justaucorps + culotte

Rural common people pourpoint + chausses pourpoint + chausses justaucorps + culotte justaucorps + culotte

F

Bourgeois
robe, corsage
+ jupe, jupon

robe, corsage
+ jupe, jupon

robe, casaquin, caraco
+ jupe, jupon

robe, caraco
+ jupe, jupon

Urban common people corsage, juste + jupon corps, corsage + jupon corset, casaquin + jupon corset, caraco + jupon

Rural common people corsage, juste + jupon corsage, juste + jupon corset, casaquin + jupon
corset, casaquin,
caraco + j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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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그림자료 분석을 위한 서민복식의 계층 분류

기준과 아이템, 소재, 색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고가 궁극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그림자료에 나

타난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의 유형과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판화 283장과 여

러 미술관 소장 회화 54점을 수집·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복종에 따라 52개 아이템이 파악되었고,

본문에 그림표로 제시한 형태는 전반적으로 작업에 용

이한 소박한 특징을 보였다. : 남자복 아이템 16개(뿌

르쁘앙, 쥐스또꼬르, 아비, 블루즈, 베스뜨, 질레, 슈미

즈, 브레, 쇼스, 랭그라브, 뀔로뜨, 빵딸롱, 꺄쁘, 망또,

프락, 르뎅고뜨), 여자복 아이템 13개(로브, 슈미즈, 꼬

르사쥬, 꼬르, 꼬르세, 꺄자깽, 꺄라꼬, 쥐쁘, 쥐뽕, 망또,

르뎅고뜨, 망뜰레, 쁠리스), 쓰개류, 신발류, 란제리류

23개(샤뽀, 샤뽀 엉 빠이유, 보네, 바볼레, 꼬아프, 퐁땅

쥬, 게트르, 쑬리에, 쇼쉬르, 싸보, 무쇼와르 드 꾸, 김

프, 픽쉬, 따블리에, 따블리에 아 바벳뜨) 

2. 서민복종의 시기별 출현빈도를 분석하므로 유형

의 변화와 계승이 추적되었다. 과거 모델을 새로운 모

델이 대체하여 계승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화 혹은 분

리되어 새로운 종류가 되기도 하였다. 여자상의의 경

우 소매 없는 꼬르사쥬는 꼬르(꼬르 아 발렌느)로 다음

은 꼬르세로 대체되고, 쥐스뜨나 소매 있는 꼬르사쥬

는 꺄자깽 다음 꺄라꼬로 대체되었다. 쥐뽕은 약간의

길이 차이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여자하의로 항상 존재

하였다. 남자상의 뿌르쁘앙은 쥐스또꼬르로 대체되었

고, 남자하의는 브레, 쇼스, 랭그라브, 뀔로뜨, 빵딸롱

의 순서로 계보를 이어 나갔다.

3. 서민복의 아이템들은 조합·착용되어 대표 유형을

구축하고 계층 및 공간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확산되

어 차이를 보였다. 다른 계층에 비해 서민층의 경우 모

델의 교체 시기가 늦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오래된 모

델이 잔류하여 새로운 모델과 공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부르주아 계층이 도시 및 농촌서민보다, 도시

가 농촌보다 대표 복식 유형의 변화를 먼저 받아들였

다. 남성복식은 부르주아나 도시서민보다 농촌서민에

게서 쁘르쁘앙과 쇼스가 오래 잔류하므로 쥐스또꼬르

와 뀔로뜨의 출현이 늦어졌다. 여성복식에서 역시 부르

주아 계층에서 꺄라꼬가 먼저 나타나고 농촌서민에게

는 꺄자깽이 더 오래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 오래된 모델이 잔류하여 새로운 모델과 공존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상 그림자료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 17~18세기 프

랑스 서민들은 다양하고 많은 복종을 착용하였다. 그

리고 각 복식 유형의 대체 및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대

표 복식 유형의 계층 및 공간적 차이와 시간에 따른 옷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재무조사서와 그림자료 상 유

형에 대한 용어의 불일치와 혼용 문제, 그리고 직업과

지방 특색을 나타내는 복식은 상징성에 대한 연구주제

로 연구제한점이자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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