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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henomenon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before Orientalism by examin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factors of East West cultural exchange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8th – 

century.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the growth of economy and trade, the investment of 

culture and art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echnology.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the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research and visual data.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and phenomena in fashion in 

before Orientalism were symbolism as a privileged whole, applying to special 

clothing area, variety and splendor of fabrics, change of costume design, and a 

trend of exotic taste. Before Orientalism, the perspective of Orient in Europe 

can be seen as having the positive aspects cause of developing fashion and a 

negative aspect coming from an incorrect understanding and a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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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근대화되기 이전까지 오리엔트는 신비로운 대상 봉쇄된 낮, 

선 곳 비생산적 특질을 갖는 존재이기에 유럽이 임의로 지, 

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까 여성과 남성 미개발? , 

과 개발 같은 이분법적 대립의 논리로만 설명되어져야할까? 

권력과 지식 이론이 적용되어 유럽이 오리엔트를 자신과 다

른 타자로 보았다는 것은 의 오리엔탈리즘에서 Said(1979)

언급된 바이다 오리엔트사회를 부정적 가치 또는 왜곡된 . , 

시각으로 보는 문화이데올로기를 따라 유럽과 오리엔트 관

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패션분야 역시 이에 

대해 많이 다뤄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에서 벗어나 . 

오리엔탈리즘에서 보여준 시각이 오리엔탈리즘 이전 시기에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 

논하고 그것을 분석할 때 그 출발점을 세기 말로 잡는다18

오리엔탈리즘 이란 용어가 프랑스에 처음 나(Song, 2013). ‘ ’

타난 시기는 년대이다1830 (Clarke, 2003) 오리엔트의 범위. 

는 중세를 거치고 세기 신대륙 발견을 이끈 대항해시15, 16

대를 맞이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인도 중국 동. , , 

북아시아가 모두 오리엔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 

본 연구는 오리엔탈리즘 이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오

리엔트의 개념이 확대되고 오리엔트에 대한 지리적 범위가 

확대된 시기인 세기부터 세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리16 18 . 

적으로는 프랑스를 위주로 서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

았다 또한 의 복식과 직물에 나타난 프리 오리. Lee(2018) “

엔탈리즘 에서 고찰된 대사들의 복장 특권층의 초상화 가” , , 

면무도회 그리고 패션잡지에 나타난 오리엔트 의상들의 사, 

례들을 발전시켜 살펴보았다.

는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Roach and Musa(1980)

인자로 문화접촉과 교역 기술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적 상, , · ·

황과 사건 및 사회적 구조로 보았고(Kim, 2004) 

은 교류의 역사적 배경은 정치 경제 민족 교통Jung(2001) , , , 

사적 배경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문화 교류가 이

루어지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 및 외교 경제 및 무역 문, , 

화와 예술 산업 및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 . 

구 방법은 관련 서적 논문 인터넷에서 수집한 문헌 연구와 , , 

시각 자료 분석이다.

오리엔탈리즘과 예술에 대해 설명할 때 기존 이론에 치우  

친 분석이나 영향력을 논하게 되는데 패션 역시 예술의 측

면에 접해있어 이와 같은 연구경향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에서 탈피하여 오리엔트 요소

가 서유럽 패션에 나타나게 된 환경적 요인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 오스만 제국의 위협과 대항해 시대를 

맞이한 유럽이 환경변화를 맞이하면서 나타나게 된 오리엔 

탈리즘 이전의 패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리엔탈. 

리즘 이전 시대에는 오리엔트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큰 

시기였기에 유럽의 오리엔트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오리엔

탈리즘 시기와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기 이  

전의 시대적 특징 및 환경변화를 고찰하고 요인을 도출해 

냄으로써 오리엔탈리즘 이전의 패션에 나타난 특징 및 현상

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로써 오리엔탈리즘 이전 유럽인들의 . 

패션에서 보여진 오리엔트에 대한 태도 및 시각을 고찰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오리엔탈리즘 연구와 . 

차별성을 확실히 하고 초기 오리엔탈리즘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동서문화 교류 연구자에. 

게 가장 중요한 태도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이전�동서문화�교류의�역사와�시각�.�Ⅱ

유럽과�오리엔트의�정의와�교류의�역사1.�

역사적으로 유럽과 오리엔트에 대한 지리적 범위와 경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유럽이라는 지명이 처음 . 

등장하는 문헌은 기원전 세기 헤시오도스 시대8 (Hesiodos) 

에 쓰여진 시편으로 당시 그리스 지역만을 가리켰고 이후 

기원전 세기 헤로도투스 시대에 리비아에 대비5 (Herodotos) 

되는 대륙으로 이해되었지만 그 경계는 모호했다 기원전 . 5

세기 페르시아전쟁을 거쳐 기원전 세기 알렉산드로스4

에 의한 대제국이 성립되면서 정체된 야만의 (Alexandros) ‘

아시아 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럽 이라는 개념의 대비로 ’ ‘ ’ 

유럽이라는 개념에 문화적 아우라가 씌워졌다(Lee, 2010).

중세기에 와서 이슬람의 세력이 커지면서 오리엔트의 영  

역도 확대되었고 용어의 의미도 바뀌게 되었다 세기경 . 11

프랑스 고어에서 동쪽을 의미하던 오리엔트는 년경에는 1300

현재 중동이라 불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세기. 13

와 세기에 이슬람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까지 영향력이 14 , , 

미치게 됨으로써 이곳도 오리엔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18

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인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

한 오리엔트는 아랍 이 아니라 고대 근동 수메르 바빌‘ ’ (， ， 

로니아 앗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이집트 히타이트 지[ ]) (， ， ， 

금의 터키 또는 소아시아 페르시아 이란 였다 유럽인들에) ( ) . ，

게 오리엔트는 명확하게 경계가 그어진 지형적인 개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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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지만 당시 그들의 오리엔트는 고대 근동‘ ’(ancient Near 

이었다East) (Bae, 2006).

유럽인들의 오리엔트에 대한 인식과 교류는 점차 확대되  

기 시작했다 그중 아시아의 부와 경이라는 특성은 기독교의 . 

뿌리가 근동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굳어진 이미지이다 이로 . 

인해 많은 순례자들이 성지로 갔고 그곳에서 아라비아 사막, 

너머에 있는 세계의 환상적인 부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 

성경에서 에덴동산은 최초로 세상이 창조된 곳이고 그곳은 

아직도 오리엔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적혀있기에 이와 같, 

은 내용은 오리엔트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Chaudhuri, 

오리엔트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기에 1991). 

아시아 때로는 인도나 중국 같은 오리엔트는 환상적인 부를 , 

연상시키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마르코 폴로. 

의 이야기가 유럽인들을 자극하여 어느 정도 동서문화 교류

의 확장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인접한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와의 충

돌과 교류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십자군원정에서 이슬. 

람 문화와의 접촉은 유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중세 이

슬람 문화권은 인도와 중국 등 선진 문물을 수용 발전시켜 

유럽에 전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의 종이 인쇄술 화약 나. , , , 

침판이 이슬람을 거쳐 유럽에 전래되어 유럽 근대화에 결정

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이슬람 문학의 대표작 천야일『

야 가 유럽에서 번역되어 유럽 근대문학의 발달에 기여하』

였다 인도로부터 보석 향신료 등의 귀중품과 면이 비잔티. , 

움이나 베네치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유럽인들이 탐

내던 실크는 이미 로마시대에 중국 한나라와 교류가 확대되

었다.

포르투갈은 년 인도항로를 개척한 이후 중국의 면화  1498

와 향료 비단 도자기 등을 구입해갔고 일본에도 년 , , 1543

입항하였다 은 년경 금 다이아몬드 크리스털 . Figure 1 1595 , , 

및 루비로 만든 니콜라스 힐리어드(Nicholas Hilliard; 

의 연옥보석 이다 엘리자베스 1547-1619) (Heneage & Jewel) . 

세 의 초상화를 넣어 만든 장신구1 (Elizabeth I; 1533 1603)–

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년대 오스만 법원에 보낸 것이1590

다 동서문화 교류의 역사와 사례에 관하여 는 . Stearns(2001)

에서 고대부터 세기까지 시대별로 Culture in Motion 20『 』

대표적 문화교류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Jung(2002)

은 씰크로드학 에서 문명의 교류사를 다룬 이론과 함께 『 』

문화교류의 사례를 실었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 

인들에게 오리엔트는 점점 확대된 것으로 인식되어졌고 동

서간의 문물 및 문화교류도 점차 늘어났다.

유럽과�오리엔트�관계의�시각2.�

동서양의 만남에 대한 서술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 

동서양 관계의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내기 때문

이다 특히 오리엔트에 대한 유럽의 시각은 연구대상의 시기. 

마다 연구자마다 다르게 비추어져왔다 유럽의 우월과 자만 , . 

그리고 합리성과는 다르게 오리엔트를 허구 때로는 낭만화 , 

된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의 사무엘 퍼차스 가 선원들의 여행  (Samuel Purchas)

담을 수집하여 년 출판한 내용을 보면 유럽은 양보다 1625 “

질이 우수하다 양은 세계에서 작지만 질은 세계에서 최고. , 

다 라고 적혀있다 즉 그는 ” (Rietbergen, 1998/2003, p. 145). 

유럽이 종교 정치 군사 예술 과학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 , , , 

영토를 확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발견하고 정복했다고 보았다 은 의 오리엔. Brown(2010) Said

탈리즘은 차이의 과장 서구 우월의 추정 그리고 오리엔트 , ,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진부한 분석 모델의 적용이라고 평했

다 는 문화와 제국주의 에서 오리엔트의 개념. Said(1994) 『 』

을 지리적으로 확장시켜 좀 더 포괄적인 시도를 하였지만 

이전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보여준 정의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오리엔탈리즘 연구인 문명의 충돌. 『 』

에서 은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Huntington(2011)

것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 문화 종교적 차이 때문이, , 

라고 주장하여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드러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기와 세기 오리엔탈리즘에서 드러낸 유  19 20

럽인들의 시각은 유럽의 제국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볼 수 있지만 세기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위협할 , 16-17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오스만 제국에 대한 유럽인

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존재했다 세기 말 영국의 역사가 . 19

로저스 는 오스만 터키가 비잔티움 제국을 (Thorod Rogers) “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를 제외한 모든 동서 교역로를 막아버

렸고 술탄 술레이만 이 이집트마저 정복하, (Sultan Suleyman)

게 되면서 아시아 상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남아 

있는 교역로마저 차단시켰다 고 이야기했다 그는 더 나아.” . 

가 오스만은 풍요로웠던 지역들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렸고, 

술레이만은 터키인들의 모든 악을 대변하는 화신이라고까지 

말했다 스펜서(Rogers as cited in Nam, 2018, p.163). 

의 사회진화론에는 제국주의의 정당성이 (Herbert Spencer)

내포되있어 거기에 필요한 열등한 오리엔트는 오늘날 오리, 

엔탈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미 스펜서. 

의 사상에는 오리엔탈리즘을 배태하고 있다 그(Par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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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무엇보다도 동서양 관계의 시각을 연구하는데 간과

하지 말아야할 것은 선점하고 있는 많은 오리엔탈리즘 연구

의 문제점은 물론 좀 더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년부터 년까지 오리엔탈리즘 이전의 시각적 이  1450 1750

미지를 연구한 는 James G. Harper(2016) The Turk and 『

에서 서구인이 상상하는 오리Islam in the Western Eyes』

엔트는 시간 정치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을 지닌 지리적 위, 

치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게 되, 

는 세계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 따라 이미지가 만들어 진다

고 보았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예를 들어 오스만 . 

제국에 대한 유럽의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었다. 

즉 년 이후 천하무적 투르크 인 의 1453 " (invincible Turk)"

이미지에서 년 레판토 해전과 신성 동맹의 갤리선 함대1571

가 오스만 제국과 벌인 해상 전투에서 보여준 여전히 강경“

한 투르크 인 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오스만 (vincible Turk)"

제국의 팽창주의가 끝난 세기에는 매혹적이고 이국적이지18

만 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해한 투르크 인" (innocuous  

으로 인식되었다 지리적 위치와 관계된 사례로 프랑Turk)" . 

스의 경우 중세 십자군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 18

기 말 오리엔탈리즘의 중심이었지만 지리적으로 오스만 제

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스만 팽창주의의 직접적인 위협

이나 영향을 덜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프랑수아 세. 1 (Fran ois ç
는 년 술탄 슐레이만I; 1494 1547) 1535 (Sultan Suleyman)–

과 협약을 맺을 정도로 간헐적인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하

였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오스만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 

지중해보다는 대서양을 지향하기에 투르크 인을 덜 호의적

으로 배치하거나 이미지에서 불안감이 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성은.  사회 계층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각기 다른 정도로 세

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시간 거리 및 세계성에 . , 

따라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묘사는 작품에서 다르게 표현되

었다.  

이와 같이 오리엔트의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각이 시대마다 달랐기에 

본 연구에서 오리엔탈리즘 이전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 

로 하는 서유럽에서 오리엔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동. "

양사람 이미지는 단일 해석 체계에 쉽게 들어맞(Easterners)"

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시기의 이미지와 문화는 다양한 . 

이유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와 문화와 구분된다

(Harper, 2016, p. 2). 

오리엔탈리즘의�서양패션�이론들3.�

오리엔탈리즘은 연구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하며 패션 나아가 장식미술 예술과 역사 부분에 대해 , ,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는 초기 근대 . McCabe(2008)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즘은 근대 프랑스의 오리엔트와의 상호 

작용 특히 오리엔트학의 학문 분야에서부터 장식 예술의 패, 

션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에 이르기까지 상호 작용의 문화적, 

과학적 예술적 지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 . 

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다루지 않MacKenzie(1995)

았던 예술과 역사에서 미술 건축 디자인 음악 연극분야에 , , , 

관해 언급했고 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다양한 국Macfie(2002)

가적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는 페르시아와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이집트Howard(2000) , 

시리아 팔레스타인과의 연결에 초점을 맞춰 년부터 , 1100

년까지 유럽과 오리엔트의 경제적 문화적 상호 연관성1500 , 

과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였다.

패션에서는 가 최초로 오리엔탈리즘을 총체적  Geczy(2013)

으로 연구했다 그는 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리. 

즘의 일반적인 지식과 차별화되게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또한 는 세기부터 . Lehnert and Mentges(2013) 16

세기 초까지 다루면서 글로벌 세계에서 오리엔탈리즘 셀20 , 

프 오리엔탈리즘 옥시덴탈리즘에 대해 논하였다 전반적으, . 

로 많은 연구들이 유럽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의 오리

엔탈리즘과 패션을 다루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The 

의 Metropolitan Museum of Art) Martin and Koda(1994)

는 서구인에게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문화 전체를 보기 위해 사용되어졌다고 하였다. Linda 

은 상상된 오리엔트는 서양의 결핍과 욕망의 창조물Nochlin

로 아무도 도달한 적이 없지만 보석같이 풍부한 텍스타일과 

의복으로 거듭났다고 보았다(Martin & Koda, 1994).

국내에서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개념을 정립한 연구(Seo, 

2014), 오리엔탈리즘 패션에서 시각과 주제의 진정성을 언

급한 연구 그리고 (Kwon & Kim, 2011), 복식문화 교류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 등이 행해져왔다(Yu, 2004) . 그러나 아

직까지도 국내 연구자에게 부족한 것은 유럽의 세계관에 따

른 역사공부를 받아왔고 이슬람문화 특히 과거의 레반트 지, 

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

어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가 되지못할 우려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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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화교류의�환경�변화�.�Ⅲ

정치�및�외교관계의�변화1.�

아나톨리아의 터키 부족이 창안 오스만 제국은 년 비잔1543

틴 제국을 몰아내고 지금의 불가리아 이집트 그리스 헝가, , , 

리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마케도니아, , , , , , 

루마니아 시리아 아라비아의 일부 및 아프리카 북부 해안, , 

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여 세기와 세기에 유럽을 위협16 17

하는 강력한 제국이 되었다 특히 술레이만은 오스만 제국의 . 

경제 군사 및 정치권력의 정점을 관장하면서 예술 문화도 , 

발전시켜 가장 호화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다.

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세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  1536 1

만과 기독교와 무슬림 국가 간의 최초의 비 이념적 동맹을 

맺었다 년부터 오스만 제국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 1535

프랑스는 샤를 드 페리 올(Charles de Ferriol; 1652-1722)

을 년부터 년까지 오스만 제국에 대사로 보냈다1692 1711 . 

대사는 당시 화가 반 모어(Jean-Baptiste van Mour; 

와 동행했고 오스만 제국의 일부인 여러 국가들1671-1737)

의 원주민 또는 당시 레반트의 모습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이 컬렉션은 다양한 사회 계급 국적 종교를 묘사하여 , , 

“Recueil de cent estampes repr sentant diff rentes nations é é
du Levant 레반트의 다른 국가를 대표하는 장의 프린트 ( 100

컬렉션)” 이라는 제목으로 년 출간되어 서유럽에 큰 영1714

향을 미쳤다. 

년 시암의 왕이 프랑스에 거북이 껍질 직물 도자기  1686 , , , 

옻칠 가구와 같은 외교선물을 보내왔다(“Siamese embassy 

이때 보내온 이카트 직물은 시암to France(1686)”. 2018). 

왕의 이름을 딴 Siamoise 로 프랑스 공장에(Siamese) textile

서 생산되기도 하였다 그 외 모로코 대사의 합스부르크 방. 

문 년 다마스커스에서 대사의 환영회는 낭만화 된 오, 1511

Figure� 1.� Nicholas� Hilliard’s� Heneage� Jewel
(collections.vam.ac.uk) 

Figure� 2.� Harem� Scene,� 1586-1591�
(issendai.com)

리엔트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의   Biedermann, Gerritsen and Riello(2017) Global 『

Gifts and the Material Culture of Diplomacy in Early 

에서 년에 술탄 후세인Modern Eurasia 1715 (Sultan 』

의 사절단이 프랑의 루이 세Husayn) 14 (Louis ; ⅩⅣ

에게 보내온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로 만든 1638-1715) · ·

장미 오리엔탈 진주 가넷 금직물 은직물이 있었고 월터 , , , , 

레슬리 가 술탄 메르메트 세(Walter Leslie; 1607-1667) 4

에게 보냈던 샹들리에 그(Sultan Mehmet IV; 1642-1693) , 

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세가 오스만의 메흐메드 세1 3

의 왕비에게 보낸 황금직물과 보(Mehmed III; 1566 1603)–

석으로 장식 된 미니어처 초상화 등과 같은 외교선물의 사

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Figure 1). 

근대 초기 외교 관계에서의 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분석해보면 물질문화 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혜택

을 받았다 외교에 대한 이해는 유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 

른 역사 자료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선물은 정치적 만남의 역사를 보여 주

지만 초기 근대 국가 권력 구축과 정치 경제 및 대외 경제 , 

정책의 수립과 같은 주요 역사적 과정의 중심에 있어 문화

교류 연구에 충분한 자료와 연구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 초기의 정치적 상호 작용 속에서 선물의 중

재 역할은 물론 동서 문화 교류에 기여하였고 패션에도 영

향을 미쳤다 특히 대항해시대 국제 관계에서 대사들은 이국. 

의 그림을 갖고 오거나 화가에게 이국의 모습을 담아 그림

을 그리도록 시켰다 때로는 자신들이 이국의 의상을 착용하. 

기도 하였다 는 대사에 . Figure 2 Bartolomeo von Pezzen 

종속되었던 화가가 그림 작품으로 하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자의 종류인 를 쓰고 있고 허리에 스카. , arpuş
프처럼 두르는 벨트를 차고 있어 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16

복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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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및�무역의�증가2.�

세기 유럽의 무역과 산업 활동이 지중해 해안으로부15, 16

터 대서양으로 이동해 새로운 국제 무역이 시작되었고 유럽

경제가 크게 부양되게 되었다 은 이 . Rietbergen(1998/2003)

시기에 상업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절정

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특히 베니스는 콘스탄티노플과 서유. 

럽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비잔티움의 서부 전초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혜택을 받던 곳이었다 비잔티움 . 

항구에 대한 면세와 재산권 보호를 받을 정도로 혜택을 누

렸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지중해 향신료 무역에도 . 

차질을 빚었다 흑해와 에게해 지역에서 독점적인 상업 활동. 

을 할 수 있었던 제노바 상인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국제 무

역을 주도했지만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장에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했고 그들의 자본과 인적 자, 

원 항해 기술 등은 세기 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새로, 15

운 항로 개척에 크게 기여했다(Nam, 2018).

세기에 들어서자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대도시와 식  17

민지 간의 무역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들. 

이 설립한 동인도 회사 는 국가가 독(East India Company)

점권을 부여하고 교역 제품과 세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

록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했다 이후 정. 

치에도 관여하여 세기 초부터 세기 중반까지 인도에서 18 19

영국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이 두 국가관의 관. 

계를 나타내는 은 무갈 제국의 샤 알람Figure 3 (Shah 

황제가 벵골 주지사 로버트 클라이브Alam) (Robert Clive)

에게 벵골 비하르 오리사에서 세금 징수권을 동인도 회사, , 

에 양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년 . 1498

인도항로를 개척한 이후 년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세1602

계 제일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면화와 실크 청. , 

Figure� 3.� Conveying� the� Grant� of� the�
Diwani� to� Lord� Clive

(artuk.org)

Figure� 4.� Toile peint portant le tampon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998, p.37)

Figure� 5.� Parisian� Clientele� at�
the� Saint-Germain� Fair
(DeJean, 2006, p. 240)

화백자 일본의 히젠 도자기 터키 카펫 등과 같은 오, ( ) , 肥前
리엔트 제품들은 당시 유럽 귀족 및 신흥 부르주아 예술가 , 

및 지식층에서 선호되었고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오리엔트의 문화를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작용하였고 초상화와 같은 시각자료

는 서민계층에 오리엔탈풍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

였다 오리엔트의 문화는 세기 네덜란드의 일상생활에 녹. 17

아있었는데 이것은 무역을 경제기반으로 성장한 시민의 개

방적인 면이 이국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Kim & Bae, 2015). 

동아시아와의 프랑스 무역은 프랑수아 세의 통치 기간에   1

선주인 장 안고 의 도움으로 시작되(Jean Ango; 1480-1551)

었다 년 설립된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커피 면화 염. 1664 , , 

색약 모피 후추 및 설탕을 확보 하였다 콜베르, , . 

는 프랑스의 관세에 (Jean-Baptiste Colbert; 1619 1683)–

관한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직물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인도

의 면화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실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는 세기 코로만델 해안의 . Figure 4 17 (Coromandel) 

<Toile peint portant le tampon Painted canvas bearing 〔

로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인도와의 무역교류 the stamp >〕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파리의 경우 푸아 생 제르망  (Foire Saint-Germain)

에서 년부터 박람회가 열렸으며 세기에는 다양한 1176 17

이국적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The history of retail in 

는 생 100 objects Foire Saint-Germain”, 2018). Figure 5–

제르망 박람회를 즐기는 파리의 고객과 아르메니아 의상"

의 웨이터 모습이다 당시 터키에서 수입("Armenian" robe) . 

되는 커피를 마시고 인접 부스에 있는 명품을 쇼핑 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상인들은 이곳에서 프랑스에서 처음. 

으로 널리 판매 된 이국적인 상품을 판매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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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 식기류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국상품으로 

환상적인 이국 동물들로 장식되어있었다 은 . Dejean(2006)

프랑스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희귀한 물건의 무역을 재

정립해야 했던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는 세기 말 17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간 오리엔트 제국의 장식에 대한 열

풍이라고 보았듯 당시의 오리엔트와의 무역교류는 유럽경제

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화�및�예술의�투자�3.�

유럽인들에게 오리엔트의 문화와 예술은 오스만 제국은 물

론 멀리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글을 통해서 전

파되었다 이슬람 너머의 막연한 곳으로 여겨졌던 중앙아시. 

아와 몽골 중국 등에 관한 역사 지리 풍속에 대한 이야기 , , , 

세계 경이의 서 는 유럽인에게 오리엔트의 막대한 풍요『 』

를 상상하게 해주어 호기심과 탐험심을 자극했다 또한 . 16

세기 극작가 가브리엘 부닌 의 술탄(Gabriel Bounin) (『 La 

Soltane 이라는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프랑)』

스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세기 유럽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에   17, 18

주재한 예수회 학자들을 통해 중국자료들이 수집되었고, 

년 공자의 생애와 사역 이 번역되어 당시 많은 사상1687 『 』

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년부터 (Figure 6). BC 597

년까지 진나라의 조씨 가문에 일어난 이야기를 각색BC 583

하여 만든  조씨고아 는 오페라를 비롯하여 다(『 』赵氏孤儿
양한 분야에서 개작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볼테르. 

의 중국고(Frangois Marie Arouet, Voltaire; 1694-1778) 『

아 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 』

유교의 합리적 가치에 지배를 받는 황제의 통치제도인 동시

에 유학자 관리 계층의 자문을 받는 군주제이므로 이는 서- 

양을 위한 모델이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맥커라스

로부터 자문화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Colin Mackerras) “

문명들의 문화를 포함하는 세계사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 이”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자

세를 갖고 있었다(Mungello; Clark as cited in Song, 

2013).

당시 프랑스에서는 오리엔트 서적을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프랑수아 세의 통. 1

치하에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과 공식 관계를 수립하고 기욤 

포스텔 의 지도하에 아랍어로 (Guillaume Postel; 1510-1581)

교육을 시작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의 사례로는 대사로 임명. 

된 남편을 따라 콘스탄티노플에 갔던 몽테규 부인(Lady 

이 그곳의 일상생활Mary Wortley Montagu; 1689 1762) , –

풍습 및 예절 등에 관해 적은 터키의 편지 가 당시 유럽 사" "

교계에 널리 배포되었고 그가 죽은 뒤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것은 터키 문화 교류의 측면에 기여했으며 유럽인들이 터

키 패션을 이해하는 안내서 역할을 했다(Breskin, 2001). 

페르시아인의 편지 는 문화를 가로지르는 상호 이해와 『 』

종교 간 관용을 강조하는 시의적 절한 고전으로 칭송을 받

았고 다른 한편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보이는 작품으로 비판, 

을 받았다 이와 같이 오리엔트의 문화와 예술(Kim, 2010). 

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세기와 세기에 오리엔트와의 교16 17

역에서 자극을 받아 많은 작품들이 탄생되었고 다양한 기록

들이 만들어졌다. 

산업�및�기술의�발달4.�

오리엔트와 유럽의 교류는 과학 분야에서도 일어났다 특히 .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과학 교류가 활발했다 세. 16

기부터 프랑수아 세는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오1

리엔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점차 왕실의 후원으로 

옮겼다 기욤 포스텔은 년 이후 최초의 프랑스 오리엔. 1536

트인이 되었고 프랑스 대사관의 일원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랍어로 된 종교 또는 과학 그중에서도 수학 및 의학 관, 

련 책을 프랑스로 가져왔다 특히 천문학 분야에 관한 것들. 

이 그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됨으로써 과학 발전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었다(“Orientalism in early modern Franc”, 

2018)

중국의 화약이 유럽으로 건너와 군사적 측면은 물론 사회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고 세기 이후 유럽 16

밖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였고 새로운 도구인 나침판을 이

용해 먼 바다로 진출하였다 신항로 개척에 따른 대항해 시. 

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지리적 개념이 유럽의 관심을 끌었

다 또한 아랍인이 쓴 선박 조정술과 우주학에 관한 논문과 . 

유태인 지도 제작자가 그린 지도가 유럽인들에게 지중해와 

그 너머의 길을 보여주었다 년 지도 제작자 세바스티. 1544

안 뮌스터 는 유럽이 지금(Sebastian M nster; 1488-1552)ü
까지 알려진 대륙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비옥하고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장 강력한 대륙이라고 선, 

언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은 네덜란드 황금기 화가인 요하네. 

스 베르메르 의 작품에도 (Johannes Vermeer; 1665-1668)

반영되었다 특히 네덜란드 황금시대 예술가들과 (Figure 7). 

지도 제작 작업 간에는 문화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오리엔트 연구는 특히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된 프랑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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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바리 데 브레베스 덕(Savary de Br ves; 1560-1628) è
분으로 세기 말에 계속되었다 그는 터키어와 아랍어를 16 . 

구사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에 오리엔트 학문을 소개(Wolfe, 1991). 

하기 위해 아랍 인쇄기를 만드는데 관심을 쏟았다 그는 이. 

스탄불에 체류하는 동안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및 시, , 

리아어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오리엔트의 원고들을 프

랑스에 가져왔다 인쇄술은 유럽보다 앞서 (Toomer, 1996).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이후 유럽이 독자적으로 기술발전을 

이루어 유럽의 생활과 문화에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루. 

이 세 는 정부의 공식적인 신문13 (Louis ; 1601-1643)ⅩⅢ

을 창설했고 루이 세는 자신과 프랑스의 영광을 나타내기 14

위해 세기에 인쇄된 그림을 프랑스 전역에 보급하여 왕실17

연감처럼 팔리게 하였다 특히 인쇄술은 의복처럼 본질적으. 

로 문화적인 것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인쇄술. 

을 통해 지배적인 의복 관습을 광고함으로써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오늘날 유행 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 ’

났다 이것은 세기 초부터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이다 새. 16 . 

로운 현상인 정기 간행물은 년대에 유럽문화 현장에 나1600

타났다 전문 학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 

최신 정보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폭넓은 지식인을 겨냥한 것

이다(Rietbergen, 1998/2003).

패션에�나타난�특징�및�현상.�Ⅳ  

특권층�전유물로서의�상징성1.�

유럽과 오리엔트의 외교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선물 대사들, 

의 복장 당시 왕실 및 귀족들의 초상화 그리고 에칭으로 , , 

Figure� 6.� Life� and�Works� of� Confucius
(infogalactic.com)

Figure� 7.� The� Art� of� Painting
(commons.wikimedia.org)

Figure� 8.� Le�Mercure� Galant
(gallica.bnf.fr)

제작된 컬렉션 모음집 등에서 이국의 의상들이 착용된 사례

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년 전   2

년 허버슈타인1541 (Sigmund von Herberstein; 1486-1566) 

대사에게 예복이 수여되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메달리온과 . 

함께 검은색이 있는 노란색 실크의 터키가운은 손을 감출 

수 있는 긴 소매였다 안에 착용한 겉옷은 붉은색 실크로 . 

노란색을 띠고 푸른색 새시로 고정될 수 있었다(Figure 9). 

이는 술탄황제가 대사에게 수여한 의상으로 터번과 함께 착

용되어야하는 긴 겉옷으로 당시 헨리 세8 (Henry VIII; 

시대의 어깨가 과장되고 길이가 짧은 상의와 스1491-1547)

타킹을 착용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년은 유행에 변화가 1541

있던 시기였다(Nevinson, 2010). 

영국의 로버트 셜리 는   (Sir Robert Shirley; c.1624 1627)–

페르시아 사파비드 군대를 근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Safavid)

공헌한 사람이다 그는 미들턴 이 유명. (Thomas Middleton) "

한 영국의 페르시아인 라고 불렀을 정도로 페르시아 모습을 "

하고 있었다 그는 키르케스인을 아내로 맞(Andrea, 2017). 

이하였는데 부부의 이중 초상화 에서 이국적인 페(Figure 10)

르시아 옷을 입고 있다. 

독일의 황제 마티아스 는 신성 로  (Matthias; 1557-1619)

마 제국 황제로 그의 보헤미안 대관식 제복에서 망토 안에 

공작 깃털 디자인으로 된 세기 오스만 제국의 카프탄을 16

착용하고 있다 이 의상은 년 부다 의 (Figure 11). 1609 (Buda)

파샤 가 그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년 루이제 (pasha) 1133 2

세 의 시칠리아 맨틀이 신성 로마 제(Roger II; 1095-1154)

국 황제의 대관식 맨틀로 바뀐 역사와 오리엔트에서 온 화

려한 실크 직물의 가치에 대한 기독교 유럽의 개념적 연속

성을 상기시킨다 카프탄의 수용은 오스만 술탄과 협조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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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ress� of� Sigmund� von�
Herberstein

(www.gutenberg.org)

Figure� 10.� Double� Portrait� of�
Robert� Shirley� and� His� wife

(en.wikipedia.org)

Figure� 11.� Emperor� Matthias�
as� a� King� of� Bohemia

(www.myartprints.co.uk)

Figure� 12.� Margrave� Ludwig�Wilhelm� in� Turkish� Attire�
(ko.wikipedia.org) 

Figure� 13.� Charles� Gravier� Count� of� Vergennes,�
(en.wikipedia.org) 

미한다 즉 카프탄은 술탄과 파샤에 의해 예복 으로 . , (hil’at)

여겨 착용자가 오스만 술탄의 신하됨의 표시를 수용하는 것

이다(Biedermann et al., 2017).

프랑스의 루이 세는 년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14 1662

축제 행렬을 위해 로마황제의 복장을 하였고 그의 형제와 , 

친척들은 전형적인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인도인 아메리카, , , 

인의 차림을 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 후 태양왕의 모든 축. 

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정치선전 행위였다

그가 군(Apostolides as cited in Rietbergen, 1998/2003). 

림했던 시기에는 계급 지위 계절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장, , , , 

식 끈의 길이나 단추 재료에 이르기까지 옷 입는 행위가 세

심하게 규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이국적인 복장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는 투르크인 복장을 한 루드비히 빌헬름  Figure 12

의 초상화이다(Margrave Ludwig Wilhelm; 1655-1707) . 그

는 신성로마제국을 섬기는 군사 사령관 헝가리에 있던 제국, 

군 최고사령관으로 제국의 방패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터키 군대를 많이 패배시켜 “T rkenlouisü 터키 루이 로도 ( )” 

알려졌다 투크르인으로 부터 붉은 왕이라 불린 것은 그의 . 

붉은 유니폼 상의가 전쟁에서 매우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대부 루이 세는 년 프랑스에 처음으로 페르시14 1715

아 대사를 파견했다 유럽 대사들은 이국적인 부유한 이야. 

기 신비한 관습 기이하고 이상한 패션으로 돌아왔다, , .

앙투안 드 파브라이 가   (Antoine de Favray; 1706-1798)

년 그린 프랑스 대사 찰스 그라비어1766 (Charles Gravier 

역시 오스만 드레스를 착용하de Vergennes; 1719 1787) –

고 있다 그는 프랑스 백작으로 루이 세(Figure 13). 16 (Louis 

통치 기간 동안 년부터 외무부 장관XVI; 1754-1793) 1774

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초상화에서 터번과 털 장식의 . 

카프탄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과 왕족을 비롯하여 대사 귀족 등의 특권층  , 

은 이국의 복식을 차려입었다 초상화는 자신의 지적주의를 . 

드러내거나 이국적인 드레스와 장신구를 차려 입는 것으로 

위엄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또한 세기 초 궁중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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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무도회에서 오리엔탈 드레스가 착용되었는데 이는 왕이 

자신의 팽창성과 제국주의를 표시하기 위해 선택했다(Lee, 

은 유럽인들이 오스만 투르크인을 군사2018). Breskin(2001)

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모방하고 모방해야하, , 

는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 될 수 있는 기이하

고 이상한 유행을 가진 이국적인 외국인으로 간주했다고 보

았다 이러한 이국적인 패션을 소비하는 것은 사회에서 자신. 

의 엘리트 위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열린 마음과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는 이국취미에 . Baines(1981)

덧붙여 오리엔트에서 온 복장이나 액세서리는 제국의 전통, 

적 부와 권력을 의미했으며 중요한 구매력은 물론 외교관 , 

및 여행자와의 연관성을 암시한다고 보았다(Kwon & Kim, 

2011). 복식이 사회적 계층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동서 문화 교류의 결과물인 이, 

국문물을 통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뚜렷한 가. 

격차와 직물의 고급성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에 의해 계층과 , 

부를 표시하였는데 이국 복식은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다

(Yu, 2004). 이와 같이 오리엔트 의상은 왕은 물론 대사 및 

귀족과 같은 특권층에서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착용되었다. 

특수복�영역에�활용2.�

오리엔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및 예술은 유럽의 궁중연회, 

가면무도회 연극 등과 같은 행사에 필요한 의상에서 관련 ,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창의력을 필요로 하거나 오리. 

엔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활

용되었다.

은 에서  Castle(1986) Masquerade and Civilization『 』  외

국 특히 오리엔탈 의상은 공상적인 의상에서 가장 인기가 , 

많은 복종이었다고 보았다 세기 초 유럽의 가면과 회전. 17

목마는 궁중에서 왕권의 팽창과 제국의 지배권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진화되었다 세기의 회전목마 궁정 . 18 , 

마스크와 사교연회에서는 항상 터키풍과 중국풍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로 치장되었다(Martin & Koda, 1994). 

는 세기 터키풍의 가장 무도회 의상은 실제Baines(1981) 16

의 의상보다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했고 세기 인테리어18 , 

직물 및 드레스 디자인의 시누아즈리 는 세기 (Chinoiserie) 17

이후 중국 도자기의 모방과 훈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극작가 벤 존슨 은 제임스 세   (Ben Jonson: 1572 1637) 1–

왕 과 년 덴마크의 앤 여왕(James ) 1605 (Queen Anne of Ⅰ

의 궁정에서 군주제를 칭찬하는 짧지만 정교한 연Denmark)

극인 블랙 마스크 를 상연하였다 달(The masque of Black) . 

의 여신이 왕의 빛 속에서 수영을 하면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고 궁정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니. 

제르 강 의 신이 명의 님프 딸과 무대에 등장하면(Niger) 12

서 팔과 얼굴에 검은색 화장을 했고 물을 상징하는 유연한 

형태의 의상을 보여주었다 이 연극은 제임스 (Figure 14). 1

세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은색 

피부의 아프리카인이 흰색 피부를 동경하는 이야기로 오리

엔탈리즘 시각을 드러냈다. 

루이 세가 직접 출연했던 년의 작품 베르크 성  13 1632 ｢
에서 이디오피아인 역의 의상은 (Le Chateau de  Bi etre)č ｣

루프장식의 망을 의상 위에 덮었으며 아프리카인은 밝은 색, 

조의 에조틱하고 이국적이며 원시적인 느낌의 의상을 입고 , 

있었다(Lee, 2010). 는 프랑스 궁전의 패션 컬렉션 Figure 15

으로 아랍의상 이다 프랑스의 장 베렝“ ” . (Jean Berain; 

자크 프로르트1640-1711), (Jacques Lepautre; 

그리고 장 르포르트1653-1684), (Jean Lepautre; 

가 디자인한 그림들이 실려있는 1618-1682) “Recueil des 

modes de la cour de France 프랑스 궁전의 패션 컬렉션( )”

은 에 제본된 것으로 작품 사랑의 승리 에는 인1703-1704 “ ”

도 지역의 의상도 등장한다.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조씨 고아 를 토대로 다양한 개  『 』

작이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은 중국고아. Figure 16 (l’Orphelin 

의 의상 으로 르 클레르크de la Chine) (Vetement d’Idam )é
가 디자인하여 에스(Pierre-Thomas LeClerc; 1740 1799)–

낫츠와 래필리 가 세기에 출판한 무대(Esnauts et Rapilly) 18

의상 그림중 하나이다 은 메디치의 광신자들을 위. Figure 17

해 애벌레 행성 신 용 천사 등과 같은 우화적인 인물의 , , , , 

의상을 디자인한 부온탈렌티(Bernardo Buontalenti; 

의 디자인 스케치이다 이와 같이 위장자들이 1536-1608) . 

이국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다문화적인 것을 느끼게 하지

만 다른 문화를 존중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오히려 이국의  . , 

의상은 영국 제국주의 자부심의 연장이었다 페르시아 인도 . , 

및 중국 복장의 인기는 영국의 식민지 및 경제 발전과 함께 

증가하였다.

직물의�다양화와�화려함3.�

유럽과 오리엔트의 무역교류는 직물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

쳤다. 1 세기 스페인을 선두로 유럽의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6

개척하여 다양한 염료와 같은 재료의 구입이 용이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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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ostume� for� a�
Daughter� of� Niger

(jeannedepompadour.blogsp

ot.com)

Figure� 15.� Dress� of� Arab

(www.mfa.org)

Figure� 16.� Idamé� Clothing

(collections.lacma.org)

Figure� 17.� A� Delphic� Couple

(jeannedepompadour.blogspot.com)

 

로 인해 다양한 색채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직물은 화려해

졌다 또한 오리엔트로부터 직조기술이 도입되어 직물산업이 . 

발전하였고 직물이 풍요해졌다. 

오리엔트의 목면에 날염한 직물인 인디엔느 가   (Indiennes)

전래되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는 인도의 작업방식에 따라 . 

직물에 프린트하는 기술로 길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아름답

고 생생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 유럽인들의 환심을 샀다. 

이 인디엔느의 생산을 위해 프랑스 곳곳에 날염공장이 세워

졌고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즉 프랑스는 트리폴리. 

베이루트 알렉산드리아 키오(Tripoli), (Beirut), (Alexandria), 

스 등 오스만 제국 전역에 수많은 영사관을 설치했(Chios) 

다 또한 오리엔트의 문 이라고 불리는 마르세이유. " "

를 중심으로 엄청난 교역이 시작되었다 마르세이(Marseille) . 

유는 대량의 린넨 카펫 염료 가죽 또는 왁스를 수입하였, , , , 

다 년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마르세이(McCabe, 2008). 1640

유 항구에서 인도의 직물 프린트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은 마르세유에 헌정된 인디엔느 디자인의 예이다Figure 18 . 

이는 프랑스에서 인디엔느 제조의 중심지가 마르세이유 였

음을 알려주는 시각자료이다 역시 면 위에 인도. Figure 19 

의 생산방법에 따라 뮐 루즈 공장(Manufacture 

에서 년 경 만들어진 사례이다mulhousienne) 1760 .

오리엔트에서 갖고 온 직물의 재료 염료 기술 프린트  , , , , 

모티브 등은 당시 프랑스인의 심미안이 합쳐져 전적으로 오

리엔트라고 볼 수 없는 고급 직물이 만들어졌다 유럽의 시. 

누아즈리 가 이국적인 요소로 구성되지만 모든 (Chinoiserie)

것이 중국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 직물에서도 리옹의 기

술과 심미적인 것이 합쳐져서 제작되었다 은 . Figure 20

년대 프랑스의 궁정 가운의 직물로 중국의 정원과 야자1760

수 모티브가 수놓아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는 오리엔트의 직물 디자인 구  Martin and  Koda(1994) , , 

조와 유용성의 아이디어는 서양의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양은 오리. 

엔트 의상의 재질과 아이디어를 시험해 본 뒤 입증이 되면 

바로 일시적으로 유행을 일으켰고 세기와 세기 서양 의17 18

복은 오리엔트의 호화로운 재질 덕분에 매우 화려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오리엔트와의 직물교류는 직물의 다양화. 

와 화려함을 가져다주었고 직물디자인 및 직물산업의 발달

을 가져와 초기 프랑스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의상�디자인의�변화4.�

오리엔트 복식의 영향으로 앞트임이 있는 카프탄 스타일과 

단추의 사용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다 이와 같은 . 

구조적 변화에 의한 의복의 형태변화도 있지만 재료 장식, , 

착용 등에 의한 형태변화도 나타났다 동방박사의 숭배 . <

에서 세 명의 박사 중 한 명을 무어인으로 그린 화(1504)>

가 알브레히트 뒤러 의 드레(Albrecht D rer; 1471 1528) <–ü
이퍼리 연구 에 나타난 의복에 대한 I (Study of Drapery I)>

묘사를 통해 당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뉘른베르크 . <

제복 연구 를 비롯하여 오(A Nuremberg Costume Study)>

리엔탈 복식을 묘사한 오리엔트의 가족< (Oriental 

오리엔트의 통치자Family)>(Figure 21), < (Oriental Ruler 

명의 용병과 오리엔탈 승마Enthroned)>, <5 (Five Lansquenets 

그리고 터키 기병And An Oriental On Horseback)>, <

등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스케치 자료(Turkish Horseman)> 

들을 보면 모두 의상의 부드러움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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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Indienne Plate� Devoted� to� the�
Marseilles

(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 1998, p.45)

Figure� 19.� Detail� of� Indienne

(www.musee-impression.com)

Figure� 20.� Part� of� Fabric� of� French�
Court� Gown

(Martin & Koda, 1994, p.15)

  

뿐만 아니라 서구의 의상은 이국의 재료와 장식들로 풍부  

해졌다 사파비드 의 귀족이었(Kwon & Kim, 2011). (Safavid)

던 테레사 샘프소니아(Teresa Sampsonia Shirley; 

는 로버트 셜리 의 부인으로 유1589-1668) (Robert Shirley)

럽 왕실은 물론 예술가 및 작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 . 

전역을 여행했던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테레사 샘프소니아와 그녀의 남편이 갔던 . "

작은 원 에서 그들은 부유하고 이국적인 (the small circles)" "

복장 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에" . Figure 10

서 그녀는 보석으로 장식된 권총 과 시계를 (flintlock pistol)

쥐고 영국패션을 착용하고 있지만 그녀의 베일과 보석으로 

장식 한 왕관은 세기 초 이스파한 의 이란 여성이 17 (Isfahan)

착용 한 머리 장식을 변형한 것이다(Schwartz; Canby as 

cited in “Teresa Sampsonia”, 2018).

야퐁세 롯켄 은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 ’(Japonsche rocken)

남성용 실내복으로 문양 재단 솜 넣는 법 등에서 일본 에, 

도시대의 기모노와 비슷하다 이 의상은 당시 유럽에서 인기. 

가 있어 동인도회사는 인도에서도 이것을 만들어 영국 프랑, 

스 등 유럽에 보냈다 이와같은 의상은 흘러내(Cho, 2007). 

리는 좀 더 여유 있는 스타일로 주로 이국적인 직물로 제작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인도 친즈로 된 실내복이란 의미로 . 

“robes de chambre d’indienne(Indian chintz indoor 

그리고 영국에서는 인도의 상인으로 이라gowns)” “banyan”

고 불렸다 이국적인 특징과 진귀함으로 인해 이 의상은 지. 

위와 부를 상징했다(Fukai, Suoh, Iwagami, Koga, & Nie, 

이 의상은 세기부터 셔츠와 바지 위에 실내복으로 2002). 17

모자와 함께 착용되었다 또한 아침 산책할 때나 집에서 가. 

까운 친구를 만날 때 착용되었다 세(Starobinski, 1990). 18

기 초의 반얀은 카프탄처럼 재단된 자 형태였지만 후반이T

되면서 테일러링 형태가 적용되었다 비록 포멀 드레스. 

에 반대되는 언 드레스 로 여겨졌지만 (formal dress) (undress)

사적인 곳은 물론 공적인 곳에서도 착용되었다(Druesedow, 

는 찰스 사크빌 백작이 1993). Figure 22 (Charles Sackville) 

착용한 핑크색 새틴 안감이 보이는 블루와 골드의 다마스크 

직물의 반얀이다 터번과 털 장식이 있어 (Ashelford, 1996). 

이국적인 멋을 한층 더하고 있다 은 년 실내. Figure 23 1780

복으로 파고다 슬리브로 된 반얀이다 이국적인 오리엔트의 . 

취미였고 서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국취미의 커피와 담

배도 함께 묘사되어있다 터키의 커피 인도 스타일의 반얀. , , 

중국의 파고다 슬리브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입되어 

유럽에서 조합된 모조품이다(Martin & Koda, 1994). 

이국취미�유행의�시작5.�

서양에서 형태 색상 재료의 보다 빠른 변화들의 전파는 , , 12

세기부터 세기까지 교대와 반작용을 통해 물질의 진보20 ,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와 문화 접변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계층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

다 세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Perrot, 1981/2007). 16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의상과 생활 방

식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 이라는 단어. " "

가 현대의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유행의 증거로 훨씬 설. 

득력이 있는 것은 년 베니스에서 출판된 의 책에1563 Bertell

나오는 의상으로 아이네스 비코 가 에칭을 한(Aeneas V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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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Oriental� Family
(www.ngv.vic.gov.au)

Figure� 22.� Sir� Godfrey� Kneller
(Ashelford, 1996, p.103)

Figure� 23.� Robe de Chambre
(www.mfa.org)

Figure� 24.� An� old�man� in� Oriental� Garb
(yeoldefashion.tumblr.com)

Figure� 25.� The� Geographer
(en.wikipedia.org)

Figure� 26. La Toilette
(www.museothyssen.org)

그림들이다 수록된 그림을 보면 프랑스 여성의 모습은 당시. 

에 친숙한 패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오(Nevinson. 2010). 

리엔트와 관련된 유행은 년 베르사유궁전에서 시암1686

대사의 방문과 외교선물로 인해 당시에 엄청날 정도(Siam) 

로 대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오리엔트의 것들과 새로. 

운 장식적 스타일 심지어 단일체인 시누아즈리의 요소에 합, 

쳐지고 일반화 된 서양의 취미였다(Martin & Koda, 1994).

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튀르크리 는 장식 예  15 (Turquerie)

술에 터키 스타일을 사용하고 터키 의상을 채택하고 오스" " , , 

만 제국을 묘사한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세기까지 계속되18

었다 터키인과 유럽인 사이의 상업 관계가 늘어나면서 오스. 

만 제국의 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데 수월해졌다 또한 이. 

러한 거래 시스템이 지속되어 새로운 패션이 빠르게 확산하

는데 기여하였다(Metropolitan Museum of Art, 1968). 

당시 귀족은 물론 부유한 상인들은 이국적인 의상을 입고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는 유행이 시작되어 한 세기가 넘도

록 지속되었다 오리엔탈 의상은 년과 년 사이에 . 1628 1630

얀 리베인스 가 묘사한 남성의 모(Jan Lievens; 1607-1674)

습에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베르메(Figure 24). 

르 가 그린 지리학자 에서(Johannes Vermeer: 1632-1675) < >

는 당시 네덜란드의 발달된 지도기술을 암시하는 지리학자

가 등장하고 있고 당시의 지식인들은 물론 부유층과 지식인 

사이에서는 즐겨 입은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의상. 

은 인기가 높아지자 모조품까지 생산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부셰(Figure 25). (Fran ois ç
의 년 작품 는 당Boucher; 1703 1770) 1742 <La Toilette>–

시 오리엔트풍의 인테리어와 패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리. 

엔트풍의 인테리어인 병풍이 있는 방에서 당대 패션은 물론 

여성용 소품 화장과 머리 스타일이 묘사되어있다, (Figure 

26). 

당시에 유행을 일으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잡지의   

발행이었다 은 년경 일시적 관습. Perrot, (1981/2007)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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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이지만 덧없는 취향 이라는 근대적 정의와 더불어 ’ 

그 범위와 세력과 속도에서 전례 없는 차원을 드러냈다고 

보았고 유행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 새로운 거래 새로운 잡, , 

지의 증가는 유행의 생산을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 시켰다고 

보았다 잡지는 세기 이래로 패션 산업이나 패션 시스템. 18

에 필수적이고 영향력 있는 부분이 되었다. Lehnert and 

는 세기와 세기 프랑스와 독일 패션 잡Mentges(2013) 18 19

지는 세련된 의류로 오리엔트를 다루었는데 사이드의 오리

엔탈리즘을 창출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방식이었다고 보았다. 

유럽 중심으로 된 오리엔트의 창조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매

력적인 상으로 그려냈던 것이다.

결론.�ⅴ

본 연구는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기 이전 세기부터 세16 18

기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국가들에 나타난 환경변화

를 통해 패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고 패션에 나타

난 특징 및 현상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동서문화 교류의 환경변화는 정치 및 외교관계의 수립. , 

경제 및 무역의 증가 문화 및 예술의 투자 그리고 산업 및 , , 

기술의 발달 측면에서 고찰하여 패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 

국가로 성장하였고 유럽의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외

교관계는 문화교류에 기여하였다 특히 대사들의 역할과 외. 

교선물은 패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한 국제 무역은   , 

상업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왔고 동인도 회사 설립으로 중

국과 인도 일본 등의 오리엔트 제품 및 원자재가 본격적으, 

로 유입됨으로써 활발한 문화교류를 수반하게 되었다 특히 . 

이국적인 행사 및 이국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푸아 생 제르

맹 이 등장하여 박람회는 물론 오리엔(Foire Saint-Germain)

트의 명품들이 소개되었다.

셋째 오리엔트 관련 서적의 유입과 번역서의 등장 아랍  , , 

어 교육의 시작 오스만 제국과 중국 등지의 문학 작품 소, 

개 및 개작 선교사와 지식인의 오리엔트 여행 등으로 오리, 

엔트에 대한 관심은 오리엔트의 생활과 복식에 대한 관심으

로 이어졌다 또한 오리엔트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 

있는 학자 문인 예술가들이 등장하여 오리엔트 관련 지식, , 

의 축적은 물론 기록과 해석으로 오리엔트를 이해하고 오리

엔트 패션을 해석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넷째 과학 서적이 들어오고 천문학 우주학 등의 연구와   , , 

아랍의 선박 조정술 지도 개념 및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과 같은 과학적 교류가 일어났고 나침판을 이용하여 대서양, 

으로 나갈 수 있어 신항로의 도시가 발전하였다 대사와 함. 

께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리엔트를 방문하고 돌아와 유럽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인쇄술의 발전은 오리엔트의 

생활과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유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오리엔탈리즘 이전 패션에 나  

타난 특징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권층 전유물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냈다 즉 왕  , . , , 

왕족 대사 귀족과 같은 특수층이 착용함으로써 제국의 부, , 

와 권력을 의미했고 상류층에서는 지위의 증거 부의 표시, , , 

엘리트임을 나타냈다 즉 왕에게는 제국주의를 개인에게는 . 

지적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였다.

둘째 특수복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이는 왕권의 팽창과   , . 

제국의 지배권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행해진 특수 의상에 활

용되어졌다 특히 가장무도회 등의 의상은 오리엔트 이야기. 

를 바탕으로 해석된 공상적인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직물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오리엔트로부터 직  , . 

조기술 및 프린트 기술이 도입되었고 식민지로부터 다양한 

염료와 재료의 구입이 용이해 짐으로써 다양한 직물이 생산

되었다 또한 오리엔트의 모티브 및 아이디어는 유럽인의 심. 

미안과 합쳐져 직물은 더욱 화려해졌다.

넷째 의상디자인에 변화를 가져왔다 구조적인 형태의 변  , . 

화를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의상에 부드러움을 주었고 오리, 

엔트의 풍부한 재료와 장식으로 장식성이 가미되었으며 다

양한 국가의 양식이 혼합되었다 반얀과 같은 의상에서 보여. 

주듯 착용의 편리함과 기능성도 갖추게 되었다.

다섯째 이국취미의 유행이 시작되었다 상류층의 이국의   . 

생활과 의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리엔트와의 증가된 상업

관계는 이국제품을 수집하는 유행을 촉발시켰고 확산시켰다. 

특히 궁중에서의 오리엔트 디자인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모조품 등장 이국의상을 착용한 초상화 제작 에칭작업의 , , 

컬렉션 제작 패션잡지의 등장은 유행이라는 현상과 이국취, 

미라는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오리엔탈리즘 이전 유럽의   , 

오리엔트 패션에 대한 자세와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적으로 왕을 모방한 패션을 유도하여 절대군주의 왕권

을 강화시키거나 신흥 부자와 지식인의 과시적 소비의 도구

로 오리엔트 패션이 활용되었다 이는 이국문화의 존중보다. 

는 특권층의 자부심의 연장이었고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착

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오리엔트 패션은 당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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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들에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거나 자

신을 치장하기 위한 소비의 대상으로 여겼다 디자인에서 구. 

조 장식 재료 착용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지만 전적으로 , , , 

오리엔트를 취하기보다는 오리엔트의 모방과 훈련 그리고 

유럽인의 상상력 심미안 취향 등이 반영되었다 특수복 디, , . 

자인에서는 유럽인들의 오리엔트에 대한 환상과 편견이 나

타나거나 오리엔탈리즘 시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식민지 . 

무역교류로 인해 직물의 발달은 프랑스의 초기 모더니즘에 

기여하였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행과 잡지는 패션에

서 이국취미를 대중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오리엔탈리즘 이전의 패션에서는 근대화가 이  

루어지진 않았지만 동서문화 교류를 통해 직물과 의상 디자

인의 변화는 이를 향해 가고 있다 유럽의 오리엔트에 대한 . 

시각은 패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확

한 이해 및 편견에서 오는 부정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비교 또는 오리엔. 

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 이전의 패션을 비교해보는 연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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