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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garment decorations in the history of western costume based on their kinds and 
techniques, and consider the beginning and the development of costume decoration. The purpose is to promote 
a historical understanding of modem ornament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ncerning the origin and purpose of costume decoration, its symbol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images, this study classified the techniques and kinds of ornament and considered each 
costumes by their decoration.

1. The ornament was originated from the primitive custom of coloring the ski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body, symbolizing the tribe, indicating the class, and threatening the enemies. As this custom changed into 
the decoration on the body as a form of tattoos or physical transformations, the practice of ornament seems 
to begin as a display of one's authority and wealth as well as a human instinct to decorate oneself beautifully.

2. The basic purpose of ornament is to look attractive by decorating oneself with ornaments. Addition of 
decorative design to the garment tends to complement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whole clothing, and elevate 
its value and originality.

3. From the past, ornament has been used as a symbol of wealth and status. Originated from the desire to display 
one's authority and power and to receive respect from others, the people's interest in ornament have rising.

4. The kinds and techniques of ornament can be classified into the structural and applied decorations. The 
former is decorating a part of a garment, such as the neckline, collar, cuffs, or pockets. The latter includes 
braids, laces and embroideries. These ornament are diverse in their details and techniques, and should 
consider both functional aspects of clothing and its decorative functions emphasizing the aesthetic 
expressions.

In the above considerations, we can see that costume ornament was most splendid in the premodem times and 
it was the simplest in the ancient times. And we also saw the possibility that decorative techniques could be 
created almost limitlessly.

Key words : decoration（장식）, omameM（장스］）, lace（레이스）, e由broidery（자수）, collar（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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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예로부터 인간은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본능 

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복식문화의 발달과 함께 

의복은 단순한 물질 이상으로써 착용자와 정신적인 

교류를 이루면서 착용자의 의지나 감정까지 표현하 

게 되었다.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인간의 소박한 

바램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태의 장식을 고안해 냈으며, 시대마다 유행했던 의 

복에는 당시의 미의식과 의복구성기술을 반영한 독 

특한 장식이 보여지기 마련이었다. 때로 장식이 가 

해진 복식은 시대적 이념과 역사적 상황 등의 상징 

적 이미지도 내포할 수 있었다.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복식의 소재와 장 

식 및 색상이 규제되었으며, 지배계급이나 귀족층은 

장식이 화려한 복식을 자유로이 착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서민들은 규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복식 

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복식에 나타난 장식을 살펴보면 네크라인, 소매, 

칼라, 커프스처럼 복식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위를 

장식하는 구조적인 장식과 프린지（Hinge）, 대깅（〈lag

ging）, 자수와 같이 세부적인 면을 강조하는 응용장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식은 고대부터 남녀 복시을 불문하고 

시대별로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재발생하며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의상장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장식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디테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실용적 • 장식적 역한은 

하는 포켓의 발달에 관한 연구와 르네상스의 독특한 

장식기법인 슬래쉬의 형태 및 유행경향에 관한 고찰 

이 있었다. 선사시대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단추의 재질과 문양, 용도를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 

펴 본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에 관한 연구가 있었 

으며 17세기에서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남자복식의 

칼라와 목장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근래에는 

의상장식을 구조적인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세분화 

하여 근서】 • 근대시대에 나타난 장시적인 디자인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 

상장식을 고대부터 근대까지 고찰하여 장식의 종류 

와 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장식의 기원과 목적, 아울러 장식 

의 상징성 및 이미지와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며, 장식의 기법과 종류를 구조적인 장식과 응용 

장식으로 분류하여 시대별로 각 장식이 표현된 복식 

을 고찰하고 고대시대 의상장식의 시작과 발달을 살 

펴봄으로써 현대장식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범위와 방법은 문헌을 토대로 하여 고대부 

터 근대까지 고찰을 한다.

D. 이론적 배경

1. 장식의 기원 및 목적

1） 장식의 기원

원시민족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체의 종교 

적 • 정신적 보호 또는 종족 상징, 계급표시, 적에 대 

한 위협, 성별 표시 등을 위해 피부에 채색을 하기 

시작'）한 문신과 체형의 변형을 최초의 신체장식으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신체장식은 점차 정숙이나 신 

체의 보호가 아닌 권력과 부의 과시를 위한 것이 되 

었다. 의복을 입게 된 원초적 동기는 장식성4으로 자 

기 몸을 가꾸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것은 인간 

본능이며, 이 같은 인간에게 내재된 꾸밈의 본능이 

의복을 발생시켰다는 신체장식설이 있다. 여러 학자 

들에 의 하면 신체장식 의 욕구가 가장 근본적 이 고 원 

초적인 동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의복착용의 최 

초 목적은 보온이나 예절이 아닌 장식이며, 신체를 

장식하는 것은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구에서 생겨났 

다”고 할 수 있다. 장식은 근본적으로 빈 공백을 메 

우고 싶어하는 감정인 공백공포（空白恐怖 : horror 

vacuity）가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심리학적인 필 

연성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

장식이란 신체 위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

1） 遠藤敎三，服裝土专美學（東京:造形社1970）, pp.3-4.
2） 한순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예학사, 2001）, p.7.
3）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 교학연구사, 2000）, p.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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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원시시대에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문 

신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변형하는 것을 장식으로 

중요시 여겼으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장식의 

형태는 의복으로 대치되었고 의복 장식에 대한 관심 

으로 대치되었다. 장식은 단순히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족계급의 부와 

권력의 과시를 위해 이용되었으며 귀중한 재료를 사 

용해 화려한 미의 과장적인 장식과 형태로 진보하였 

다.

장식(裝飾)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장(裝)은 '차림, 

차려입음'의 의미를 가진 것 외에 '장식, 감싸다, 집 

어넣다' 등을 나타내며, 또한 식(飾)은 '장식하다, 덮 

다, 차려입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장과 식 모두 

'차려입음, 장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영어로는 라틴어의 'ornatus'에서 유래한 Orna

ment' 가 장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사용되는 

데, 꾸밈, 장식물, 장신구' 등을 나타낸다.6)

또 미학에 있어서의 장식은 현대 독일의 예술학 

자 하인리히 루첼 러 (Herinrich Lutzeler)는 '장식 (orna

ment) 이라는 명칭을 유럽에서는 보통 무언가 부가적 

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가되기는 해도 작품 전 

체의 형식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식 

이다' 하였는데, 장식이 부가적이라는 의미는 장식이 

항상 무언가의 기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에 장식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윌리암 링거(Wilhelm Worringer)는 

'장식의 본질은 그 속에 하나의 민족 예술의욕이 가 

장 순수하고 명료하게 표현되는 것이며 장식은 하나 

의 범례이다'라고 하였으며 최근의 장식론에 있어서 

도 장식이 단지 부가적인 것이 아니고 독자적 표현 

성을 가지며, 하나의 형식을 갖는 근원적인 예술활 

동이라 하며, 장식에 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 

다.')

하나의 형태(fbrm)는 그 자체가 장식적일지는 모 

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장식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과 

그것이 붙여지는 바탕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장식에 

관한 진정한 정당성은 형태를 강조하는데 있다.8)

2) 장식의 목적

신체장식의 초기에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보 

이기 위해, 혹은 신분이나 공적, 용맹 등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를 문신 

이나 상흔, 피부색채, 신체변형 등으로 가공을 하였 

고 나아가서는 자연물, 인공물을 장식수단으로 사용 

하였다.

어니스트 그로스(Ernst Grosse)에 의하면 원시민족 

에 있어서는 '입는 것'보다 '장식하는 것'이 더 중요 

하고 본능적이며 장식과 인간, 장식과 복식은 유사 

이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 또 

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카일라일은 기아와 복수심이 

없어지민 다음에 찾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장식이며, 

인간의 최초의 정신적 욕구는 장식을 함으로써 우월 

감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인간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아름답게 꾸미고 싶 

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 단순히 기능적인 형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의복을 착용하 

게 되면 의복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닌 착용자 

와의 사이에 정신적인 교류가 생겨 자기의 의지나 

감정까지 표현하게 되며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인 

간의 소박한 바램이 장식을 낳은 것”)이라 볼 수 있 

다.

장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미를 표 

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더욱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복식은 인간의 마음 

가짐과 도덕성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이것은 치장이나 장식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장

4) 허버트 리드, 정시화 역, 디자인론 (서울 : 미진사, 1984), p.49.
5) 이화연 외 역, 의복:제2의 피부 (서울 : 까치, 1995), pp.36-37
6) 한명숙, 이민경 역,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 경춘사, 1998), p.66.
7) 윗글, pp.64-65.
8) 허버트 리드, 정시화 역, 앞글, pp.48-50.
9) 한명숙, 이민경 역, 앞글, p.64.

10) 한순자 외, 앞글, p.10.
11) 遠藤敎三, 앞글, P.17.
12) 수잔 B. 카이저, 김순심 외 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 경춘사, 1995)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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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함으로써 미를 통한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 

끼게 되며户 복식에서의 장식은 의복을 더욱 실용적 

이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의복 내부에 장식적 디자인이 첨가되어 의복 전체에 

대해 실용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적 

표현을 더해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

장식은 일종의 형식충동을 계기로 하는 근원적인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하며, 그 특징은 대칭 • 균형 • 

리듬 등의 형식 원리에 의하여 추상화되고 규칙화된 

형식미의 부여에 있다.U)

장식예술에 속하는 것은 복식 • 장신구 • 여러 가 

지에 시공된 장식문양으로부터, 건축장식•실내나 

가구의 장식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양상을 나 

타내며, 또한 장식의 기본은 인공적 작품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신체도 장식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의복의 기원설에서 보여지는 문신이나 상흔은 

신체를 기초로 하는 평면장식이며, 장식도 인간의 

신체를 기초로 하는 입체장식으로 놓여질 수 있다.",

장식의 형태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또한 프뤼겔 (Flugel, 1930)은 장식 

의 형태를 신체적(coporal)과 외면적(exlemal)인 두가 

지 요소로 구별하였는데, '신체적' 형태는 신체의 변 

형이나 교묘한 처리 등을 포함하며, '외면적 형태'는 

신체에 부착되는 의복이나 다른 장식품을 포함한다 

"고 하였다.

장식에 대한 부정으로 문화의 발전이란 건축. 가 

구, 의복 등과 같은 것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과 동 

일하며, 불완전성을 위장하기 위한 유아기적 문명의 

노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복식이 각 시대의 사회 

상이나 정치, 경저］, 문화 등을 반영하듯이 의상에 사 

용된 장식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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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식의 종류 및 기법

1) 장식의 종류

장식은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의복의 어떤 요소들은 장식의 미세한 변화 

를 통해 미 의 본질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 하는 역 할 

을 하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의복에서 편안함보다 

는 장식을 더 선호하였으며 루도스키(Rudof§ky)")는 

의복과 장식이 종종 '불안과 근본적인 무질서를 초월 

하는 즐거움'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리드(Read)가®) '장식은 형태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듯이 장식은 의복의 전체적인 실 

루엣에 장식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 

분장식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애 

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복식에서 장식은 장신구로 장식하는 

방법과 의복으로 장식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2" 장신구는 부대(附帶) 또는 종속(從 

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복식에서는 의복을 돋보이 

게 하기 위 한 보조품으로서 모자. 가방, 장갑, 구두, 

팔찌 목걸이 등의 부속품을 의미하며烈 의복 장식 

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된 부분장식으로 레이스. 리본, 프릴 등 의복의 

부분장식인 디테일과 트리밍을 범주로 넣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디테일과 트리밍을 의복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세부 장식으로 포괄하여 지칭 

하고 있으나, 서로 중복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 확한 구분을 하기 에는 모호한 점 이 많다 

고 할 수 있다.

복식에서 디테일은 세부，, '부분장식，이라는 의미 

로 사용되고 있으며, 봉제방법에 따라 프릴(Gill), 플 

라운스(floumces), 러플(ruffle), 셔링(shhHng), 대깅(da- 

gging), 슬릿(slit), 보우(bow), 에뽈렛(epaulet) 등 기본

13) 메리볼프, 양숙희 역, 패션 (서울: 경춘사, 1995), p.5.
14) 김문환 역, 미학으］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148.
15) 한명숙, 이민경 역, 앞글, p.66.
16) 수잔 B. 카이저, 김순심 외 역, 앞글, p.36.
17)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 개념사 (서울: 미술문화, 1999), pp.205-208.
18) J. 앤더슨 블랙, 매쥐 가랜드,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1 (서울: 자작 아카데미, 1997), p.16.
19) 이호정, 복식디자인 (서울: 수학연구사. 19이), p.40.
20)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1987), p.21.
21)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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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복에 덧붙이는 장식과 네크라인(neck line), 

칼라(collar), 소매(sleeve), 커프스(cuff§), 주머니(poc

ket), 단추(button) 등의 의복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장 

식적 역할을 하는 부분 디테일로 분류하고 있다. 트 

리밍은 복식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장식하는 것, 가 

장자리를 장식하는 것 등의 마무리 장식을 말하며 

트리 밍의 종류로는 코드(cord), 브레이드(braid), 레이 

스(lace), 게더 (gather), 리본(ribbon), 스팡글(spangle) 

등이 있다.

복식사적 범주 외의 장식 예술적 범주에서 리드 

는 장식의 형태를 구조적인 장식과 응용된 장식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다. 리드는 '장식의 형태는 제작 

과정과 재료 가운데서 생겨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 재료에 의해서 꾸며지는 구조적인 형태 

속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학적 범주에서 장식은 제작과정 속에 인위적으 

로 만들어져 장식되기도 하고 재료 자체가 장식적인 

효과를 내어 우연적인 장식이 되는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구조적인 장식은 다시 우연적인 것과 작위적 

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적인 성질 그 자체가 

장식적인 효과를 가질 때는 우연적인 장식이 되는 

것이다. 가공공정에서 장식이 생길 때 이 장식을 작 

위적인 장식이라고 말한다.功 또한 리드는 인위적으 

로 응용화 된 장식을 세분화하여 기하학적 장식, 양 

식화된 장식, 유기적 또는 자연주의적 장식, 무늬, 조 

형적 장식으로 나누고 있다.

리드의 장식디자인의 유형 분류에서 구조적인 장 

식에 속하는 우연적 장식과 작위적 장식은 복식의

복식문화연구

장시으로 분류 시 혼용될 수도 있으므로 복식에서는 

두 가지를 융합하여 구조적 인 장식 한가지로 분류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응용화 된 장식에서는 양식화 된 장식이라든지 

유기적, 자연주의적 장식, 무늬(패턴), 조형적 장식은 

복식의 장식에서 또한 자연물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그 구분점이 모호 

하며 서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복합되는 

부분을 단순화하여 장식유형을 구조적인 장식과 응 

용장식으로 크게 이분화하여〈표 1〉에 나타내었다.

2) 장식의 기법

장식은 의복의 아름다움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복식사에서 장식은 의복의 

아름다움을 강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착용자의 

신분이나 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복식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모든 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장식 

과정은 다목적적이며, 사회적인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식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테일과 트 

리밍의 기법을〈표 1〉을 기본 토대로 연구 조사해 보 

자면 구조적인 장식유형에 들어가는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포켓, 스토머커는 의복의 일부분 

으로서 기능성과 장식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식기 

법이라 할 수 있다(표 2).

〈표 3〉에서 직선적 장식의 기법은 예술 형태학상 

으로 기하학적이며 날카로운, 딱딱하고 엄격한 느낌 

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1> 구조적 장식과 응용장식

장식 분류 장식 유형 장식 기법

구조적인 장식 복식의 부분 장식 장식적인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포켓, 스토머커

응용장식

직선적 장식
슬릿, 밴드트리밍, 태슬, 프린지, 코드, 퀼팅, 브레이드, 핀턱, 파이핑, 바인딩, 패 

치워크, 플리츠, 파고팅, 퍼, 직선형의 레이스

곡선적 장식
드레이프, 대징, 자수, 레이스, 프릴, 루싱 플라운스, 보우, 스팽글, 러플, 스캘럽, 

에뽈렛, 개더, 셔링, 추상적 무늬의 퀼팅, 페플럼, 단추

혼합적 장식 자수+ 밴드 트리밍, 프릴+바인딩, 레이스+ 바인딩

22) 허버트 리드(편), 정시화(역), 앞글, p.179.
23) 수잔 B. 카이저, 김순심 외 역, 앞글,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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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적인 장식의 기법과 종류

장식 

분류
장식 기법 종 류 보조장식

구 

조 

적 

인

장 

식

네크라인
라운드, V, U, 스퀘어, 보우트, 바토우, 하이, 로우, 

드레이프, 프런징 네크라인. 데꼴따쥬 外
레이스, 보석, 리본, 비즈, 밴드

칼 라
러프, 폴링밴드, 라바, 윙. 쟈보，반다이크 엘리자베 

스、메디치, 프릴. 휘스크. 턴 오버 칼라 外
레이스, 보석, 리본, 프릴, 러플, 자수

소

매

자연적인 형태 노 슬리브와 타이트 슬리브 레이스, 리본, 자수, 보석

인
 위
 적
 인
 형
 태

늘어진 

소매
티핏, 행잉, 펜달루스, 가짜 슬리브 外

자수, 대징, 보석, 레이스, 슬릿, 모 

피, 단추, 리본, 비즈

확장형 

소매

부분확대형-퍼프, 멜론, 케이프, 에뽈렛, 캡 外 

전체확대형-레그 오브 머든, 비숍 돌만 풀, 레글런 

슬리 브外

레이스, 리본, 보석, 브레이드, 자수, 

슬릿, 모피, 단추, 비즈

커프스 벨 셰이프, 모피, 턴백，앙가쟝 커프스 外 레이스. 리본, 보석，브레이드, 대징,

단 추 장식적인 보석단추, 거대한 크기의 단추 外 보석, 금’ 은, 자수

포 켓 버튼. 하프, 펄스 포켓外 레이스, 리본, 자수

기 타 스토머커, 코드 피스, 피스코드 밸리, 파틀릿 外 레이스, 보석. 리본, 프릴, 자수

〈표 3> 응용장식의 기법

장식 분류 장식 유형 장식 기법

응용된 

장 식

직선적 장식 슬릿, 밴드트리밍, 태슬. 프린지. 퀼팅 .브레이드 턱, 파이핑, 플리츠 파고팅, 퍼 트리밍

곡선적 장식 드레이프, 페플럼, 태깅. 레이스 프릴, 러플, 플라운스, 보우 스캘럽 개더 셔링

혼합장식 자수+밴드트리밍, 프릴+바인딩. 레이스+바인딩, 러플+레이스 外

곡선적 장식 기법은 곡선의 굴곡이 유동적으로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과 여성적인 아름다움, 젊음, 

귀여운 느낌을 의복에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며 우 

아한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위엄을 느끼게 한다

혼합적 장식은 직선적 장식과 곡선적 장식이 혼 

합된 형태로 두가지 장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 

서 엄숙하고 딱딱한 느낌과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 

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장식 기 법으로 복식사에 

서 이 두 가지 장식기법을 혼용하여 화려하게 의복 

을 치장하기도 하였다. 주름이 들어간 프릴과 자수 

장식이 된 브레이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며 레이스 

와 가장자리를 가두리 장식한 바인딩을 혼합하여 의 

복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식기법이 의복에 사 

용되어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복식미를 강조해 주고 

있다.

3. 장식의 상징적 의미

장식의 기원설에서 원시 초기 장식의 형태는 그 

목적이 정숙이나 신체 보호가 아닌 과시였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시는 의복에 과다한 장식을 

함으로서 부의 과시, 자신이 속해 있는 신분의 과시, 

권력과 힘의 과시를 통해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류가 문명의 영역 

에 도달하게 되자 복식은 인간의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 게 되고 장식면에 대 한 관심 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거>

수잔 카이저(Susan B. Kaiser)가 '어떤 사람이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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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른 장식의 수단으로 신분표시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자아나 

개인의 가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 어떤 지역 

에 있어서 개인의 용감한 행동이나 재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 그리고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를 포 

함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듯이 신분사회가 엄격 

하였던 과거에서부터 경제적인 부가 신분을 대신하 

고 있는 현대까지 장식은 오랜 기간동안 부와 신분 

을 과시할 수 있었던 상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의복이 단지 허리띠와 에이프런만으로 구성되었 

던 초기의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왕족들은 에이프런 

장식의 정교함으로 신분을 구별하였다旳 의복의 색 

채와 재료로서 계층이 표시되었다. 로마에서는 선 

장식의 색상으로 착용자의 계층을 구분하기도 하였 

다. 좁고 짧은 소매가 활동에 편리한 기능성이 있다 

면, 넓고 긴 소매는 권력의 상징이며 여유와 엄숙함 

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류층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 

으로도 이용하였다財)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의 러프 

는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위엄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곧 착용자가 몸을 움직여서 일 

을 할 필요성이 없는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는 중요한 계급구분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계층 

구분이 엄격했던 봉건사회에서 귀족들은 의복을 보 

석, 레이스, 자수 등으로 과도하게 장식함으로서 생 

산적 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신분의 우월감을 과시 

하였다.

비록 현대로 오면서 장식은 신분상징의 의미보다 

는 미의 추구라는 목적을 주로 가지게 되었으나 현 

대에도 복식의 상징성은 부의 추구, 신분상승의 욕 

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식의 장식은 과거부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을 나타내는 자기 표 

현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동안 신체 또는 의복에 사 

용되어졌다. 인간은 몸을 치장함으로서 자아를 표출 

하며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욕망은 장식이 갖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복장 

을 통해 사회로 한마디 발언을 하고 있는 셈이다.

in. 시대별 의상 장식의 분석

의상을 장식하는 여러 요소들은 네크라인이나 소 

매, 칼라처럼 의복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장식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의복의 디테일한 면을 강조해 

주는 응용장식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식 

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장 

식 기법에 따라 복식사에 나타나는 장식을 살펴보고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구분하여 분석 • 정리하고 

자 한다.

1. 구조적인 장식

1)네크라인

중세 중기까지 목둘레는 목을 많이 감싸고 큰 특 

징이나 장식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세 말에 목둘레 

가 낮게 파이는 바토(bateau) 네크라인이 상류층에서 

유행하면서 여성복의 네크라인이 목과 어깨, 팔을 

드러내는 정도로 낮아지기 시작하였고,的 로우(low), 

하이(high), 스퀘어(square), 라운드(round) 등의 남성 

복의 네크라인은 다양한 유행을 만들어냈다끼

르네상스 시대 초기의 네크라인은 타원형과 네모 

형의 낮은 목둘레에 데꼴따쥬(decolltage)되어 목과 

가슴 윗부분을 파틀렛(pallet)이라는 가리개를 하였 

으며 점차 목둘레가 높아지면서 슈미즈의 목둘레를 

끈으로 오무려서 잔주름이 지게 하다가 프릴칼라로 

변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여성들은 관능적으로 꼭 

졸라매는 보디스에 목부분을 완전히 드러나고 가슴 

이 깊이 파인 데꼴따쥬에는 목에 레이스나 리본끈으 

로 된 러플을 즐겨 착용하였다.姬

24) 遠藤敎三, 앞글, p.14.
25) 수잔 B. 카이저, 김순심 외 역, 앞글, p.49.
26) 엘리자베스 B. 허록, 임숙자 외 역, 의복의 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3), p.31.
27) http://www.jireumgil.co.kr
28)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 1999), p.231.
29) Carl Kolher,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 1963), p.161.
30)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패션의 여사 2 (서울: 한길아트, 199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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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여성복 목둘레는 데꼴따쥬된 것과 하이네 

크로 머슬린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러프나 러플로 

마무리 하거나 끈으로 목주변을 묶어 주었다.叫

2) 칼 라

미적으로 장식성을 띤 칼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세말기부터이다. 하이 네크라인에 스탠딩 칼 

라가 유행하기도 하고 14세 기 말의 우뿔랑드에는 귀 

에 닿을 정도로 높은 칼라가 달려있고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된 칼라가 등장하였으며, 엘리자베스 

러프(Elizabethan rufl)와 같은 방법으로 얼굴 주위를 

감싸는 작은 러프 칼라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功(그림 1). 목둘레를 장식하는 러프는 풀을 먹여 

빳빳하고 숫자 8의 모양처럼 퍼지고 납작해진 형태 

의 주름으로 확대되었다괴(그림 2).

르네상스 시대에는 러프칼라가 원형, 하트형, 나 

비형, 부채살형 등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가장자리에 

레 이스를 장식 하거나 금 • 은 색사로 수를 놓은 것도 

있었다.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칼라가 점차 눕게 되 

면서 밴드(bands), 폴링밴드(failing bands), 휘스不 

(whisks)등으로 불리워졌다沖(그림 3). 로코코 시대에 

는 칼라가 접히면서 라펠이 생 겨나기 시작하여 19세 

기로 들어와서는 롤칼라, 숄칼라, 너치(notch)가 V자, 

M자형이 되어 있는 칼라 등 다양한 칼라가 나타난 

다.

로맨틱 스타일 시대의 여자가운은 버너칼라(ber

tha) 가 달려 있으며 목둘레는 하이넥크로 작은 칼라 

나 러플로 처리하였다.

3) 소 매

고대의 복식에서는 허리를 묶으면서 어깨와 팔을 

감싸는 부분이 만들어낸 소매의 형태가 고작이었으 

나, 매우 발달된 재단법을 가진 크리트의 여성복에 

서는 타이트, 캡，퍼프 소매가 출현하게 되었다.科 12 

세기에는 깔대기 소매, 14세기 후반에는 진기한 형

〈그림 1> 엘리자베스여왕.

(J. 엔더슨 & 메쥐 가랜드,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1, P.217)

〈그림 2〉르네상스 남자복식.

(Jane Ashelfbrd, The Art of Dress, p.30)

태 의 소매가 등창하여 자루(sack), 퍼프, 슬래쉬 소매 

등이 있었다*)(그림 4~9).

최초 소매의 출현은 발달된 재단법과 봉제법을

31)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 1994), p.266.
32) Herbert Norris, 앞글, p.247.
33) Bronwyn Cosgrave, Costume & Fashion (Now York: Checkmark Books, 2000), p.124.
34)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Bennett, 1940), pp. 194-198.
35) Marybelle S. Big이ow, Fashion in history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1970), p.23.
36)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p.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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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바로크 남자의 폴링밴드.

(Jane Ashelfbrd, The Art of Dress, p.70)

〈그림 4> 12세기의 넓은 소매.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36)

〈그림 6> 15세기의 옆선이 트여진 소매.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p.186)

〈그림 7> 15세기의 착탈식 소매.

(F. Piponnier & P. Mane, Dress in the Middle Ages, p.92)

〈그림 5> 14세기의 Bagpipe Sleeve.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251)

〈그림 8> 15세기의 Poky Sleeve.
(Herber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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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5세기의 sack sleeve.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p.183)

〈그림 10> 1760년대 커프스.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아ail, p.82)

보여주는 정도였으나 중세 말부터는 기이한 형태의 

소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장식성이 커졌다.

르네상스 시대의 비숍, 타이트, 퍼프, 양다리형 

슬리브와 장식 목적인 행잉 슬리브(그림 1)가 유행하 

였는데,”) 그들은 두벌의 옷과 10쌍의 소매로 많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痢 바로크 시대에는 

트렁크, 비라고 슬리브가 나타났으며 로코코 시대에 

는 파고다 슬리브가 대표적이었으며 앙가장, 마미룩 

슬리브가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소매형태는 19세기에서도 계속 유 

행되어지며 새로운 형태의 지고트. 임베슬, 가브리 

엘, 벨, 멜론퍼프 슬리브 등의 다양한 소매형태가 보 

여진다.

4) 커프스

로마네스크 시대 여자들의 블리오는 밴드로 장식 

된 넓은 커프스가 달려있고 꼭 끼는 소매의 아래 부 

분이 넓어져서 턴백 커프스가 되었으며, 금실로 수 

를 놓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12세기 복식의 진보를 

보여주었다.纳 14세기 중엽부터 꼬다르디의 소매가 

손등을 덮고 손가락까지 내려오면서 위로 접히는 부 

분, 즉 커프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啊

《그림 ”〉여성가운의 커프스.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94)

르네상스 시대에는 러프의 유행으로 커프스에도 

영향을 주어 러프와 같은 재료로 사용한 셔츠의 소 

매를 가운 밖으로 빼내어 커프스의 효과를 내었으며 

레이스 장식을 하였다. 커프스가 칼라와 함께 화려 

하게 발달하였던 17, 18세기에는 소매통이 넓어지면 

서 넓적한 커프스(tumed back cuff's)를 달았으며(그림 

14, 10) 커프스에는 다양하게 레이스나 자수장식이

37) Bronwyn Cosgrave, 앞글, p.124.
38) 윗글, p.124.
39)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앞글, p.110.
40) Herbert Norris, 앞글,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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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여성가운에는 프릴이나 술장 

식 등 더욱 더 다양한 장식방법이 사용되었다（그림 

11）.

19세기 남성 코트는 좁고 긴 형태의 소매에 라운 

드 커프스（round cuff's）나 소매 끝에 트임이 있고 두 

세 개의 단추가 달린 것이 있다.

5） 단 추

뼈나 청동으로 된 고대의 단추는 옷을 여미는 기 

능보다는 장식으로써 사용되었다“） 목둘레의 트임 

을 여미기 위해 달던 단추는 14세기의 상의가 매우 

꼭 맞게 재단되면서 앞중심과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단추가 촘촘히 달아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그림 12）.

14세기 후반의 몸에 꼭 맞는 져킨은 허벅지 중간 

길이로 앞중심선의 위에서 끝까지 달린 단추는 불룩 

한 가슴을 더욱 강조되어 보이게 하였고, 단추는 남 

성복식의 중요한 모양새가 되었다. 단추는 더블릿이 

나 져킨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금속에 진짜 

보석이나 모조 보석으로 값비싸게 만들거나 흑금 상 

감 하거나 색깔있는 유약으로 장식하였으며 식물이 

나 동물 문양, 문자들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0 여성 

들의 꼬다르디는 바디스와 타이트한 소매에는 단추

〈그림 12〉14세기 뿌르뿌엥의 단추장식.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179)

〈그림 13> 1680년의 남성코트의 장식주머니와 단추.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97)

가 달려서 여밈과 장식의 이중역할을 하였다.戏 남자 

들의 상의 한 벌에 300〜360개의 단추를 달아 지나 

치게 많은 단추의 사용으로 낭비가 심했다.41 42 43 44 45 46）

41) Mary belle S. Bigelow, 앞글, p.16.
42) Fran^oise Piponnier & Perrine Mane, Dress in the Middle Ages (Yale University Press, 1997), p.68.
43) Herbert Norris, 앞글, p.229.
44)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P-122.
45)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 pp.474-476.
46) 윗글, pp.563-564.

르네상스 시대에는 단추가 남녀 복식에서 유행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보석, 금 

은 등 형태의 단추가 나타났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게 진주가 덧붙여진 48개의 금단추로 장식된 장갑이 

선물되었고 많은 젊은 시민들이 크리스탈 단추를 그 

들의 더블릿, 코트, 저킨 등에 달았다.的 바로크 시대 

의 남성복의 커프스와 앞여밈, 포켓의 가장자리에 

단추가 달렸는데 이는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장식적 

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그림 13）.的 17세기 후반에 

는 앞여 밈에 작고 아름다운 단추가 촘촘히 달렸는데, 

이러한 단추는 장식적, 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그림 

13, 14）. 로코코 시대의 단추에는 금 • 은 • 황동 • 백 

랍으로 정교하게 세공하거나 금박을 입힌 금속, 싸 

개, 보석단추 등을 사용하였다. 단추의 크기는 전기 

에는 작고 돔형태였고 후기에는 납작하고 크기가 커 

져 2인치가 넘는 단추를 달기도 하였으며 바지에는 

구두버클과 동일한 모양으로 사용하여 작은 단추가 

달린 것도 있었다.

19세기 남성 조끼는 금도금이나 헝겊싸개 단추가 

5~6개 달려 있고 군복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금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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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쥐스또꼬르와 웨이스巨코트. 

(Jane Ashelford, The Art of Dress, p.136)

〈그림 15〉13세기 펠리송의 포켓 슬릿.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154)

추를 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6) 포 켓

13세기 중엽에 귀족들의 펠리송(pelkon)에 달린 

포켓 슬릿은 허리 벨트아래 붙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갖추 

고 있었다")(그림 15). 이와 같은 형태의 포켓 슬릿은 

14세기 여성들의 꼬다르디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6〉1730〜1740년대의 웨이스트코트의 포켓.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杞切7, p.99)

르네상스 시대의 트렁크호즈의 코드피스(codpie、 

ce)는 초기에는 호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용 

적인 목적으로 생겨났다. 바로크시대의 쥐스또꼬르 

에는 허리선 아래에 포켓이나 포켓뚜껑이 달려 있으 

며 포켓에 단추나 단추구멍으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포켓은 허리선으로 점차 올라오고 포 

켓뚜껑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였다(그림 16).

19세기의 포켓은 허리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코트에는 임시로 주머니 뚜껑을 달고 있었다.•⑶

7) 스토마커

여성 가운 앞가슴 부분의 스토마커에는 브레 이드, 

레이스, 자수와 퀼팅 등으로 장식되어졌다. 바로크 

시대 초기의 여자가운은 스토마커가 둥근 혀모양으 

로 확대되었으며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토마커는 얇고 화려한 직물로 수를 놓고 

뒤나 앞가슴을 끈으로 지그재그되게 묶고, 보석, 단 

추, 족제비털, 레이스 또는 리본을 기하학적으로 배 

열해 장식하였다.椚

18세기의 스토마커는 대부분이 다양한 색실로 화 

려하게 자수되어졌으며 자수의 대부분은 꽃, 잎사귀, 

줄기 등 식물 모티브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7). 그 

중 1740년대의 스토마커는 은사 손뜨기 레이스로만 

구성되어 있다. 잎사귀 형태을 둘러싸고 있는 장미 

모양은 가는 줄과 금속조각으로 되 었으며 조밀한 가 

장자리와 잎과 줄기는 가죽끈을 둘러싼 은사로 만들

47) Herbert Norris, 앞글, p. 154.
48)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앞글, p.270.
49) Kath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 pp.5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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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730〜1740년대의 스토마커.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200) 
《그림 19〉9세기 튜닉의 선장식과 옆선의 슬릿. 

(Douglas Gorsline, A History of Fashion, p.23)

〈그림 18〉174。년대의 궁정복 가운의 스토마커.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202)

어졌으며 궁정복 가운의 일부분으로 입혀졌을 것이 

다(그림 18).50)

50) Avril Hart & Susan North, Historical Fashion in Detail (London: V & A Publication, 1998), p.202.
51) Herbert Norris, 앞글, p.152.
52) Blanche Payne, 앞글, p,265.

2. 응용장식

1) 슬릿, 슬래쉬

슬릿은 머리가 통과하기 쉽도록 목둘레에 작은 

트임을 주면서 존재하였다. 9세기의 남자 튜닉은 도 

련의 양옆이 조금 터져 있고(그림 19), 11, 12세기의 

슈미즈인 세르테(sherte)는 앞, 뒤, 옆 모두에 슬릿이 

있을 수 있다. 13세기의 시클라스(cyclas)나 쉬르꼬 

〈그림 20〉13세기 쉬르꼬의 슬릿.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151)

(surcote)의 앞중심에 슬릿이 있다. 대체로 길이가 긴 

의복에는 말에 올라타기 편리하도록 앞중심에 무릎 

위 정도까지 트임이 있다(그림 20).51) 52

르네상스 시대에는 슬래쉬와 페인(pane 조각을 이 

어 만듬) 기법이 유행이 되었으며, 특히 남녀 의상에 

몸판 전체에 슬래쉬 되어 있으며(그림 21), 슬래쉬 

둘레에는 자수나 보석장식이 된 것이 있다?지

바로크 시대의 남성용 외투(cloak)에는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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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더블릿의 슬래쉬.

(Jane Ashelfbrd, The Art of Dress, p.18)

〈그림 23> 1625〜 1630년대의 남자 더블릿의 

슬래쉬 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71)

《그림 22〉16K）년대의 남자클락의 슬래쉬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69）

로 정교한 갈매기 모양의 슬래쉬와 십자형, 작은 칼 

집과 황금빛의 견사로 풍부한 자수가 놓여졌으며 황 

금빛의 실크 공단으로 가선을 둘렀다（그림 22）.53> 

163。년경의 남자 더블릿에는 가슴, 등, 소매에 뚜렷 

하게 슬래쉬 또는 페인 장식되어졌다. 이러한 페인 

은 16세기에 처음 나타났으며 얇은 셔츠나 채색된 

안감이 보여지게 일부러 끄집어내기도 하였다. 작은 

슬래쉬를 대신하여 길고 좁게 잘라서 각기 평행하게 

Cl림 24〉1620〜162。년대의 여자 가운의 핑크드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75）

만들어져 길죽한 조각이나 직물에 째어진 형태로 나 

타난다（그림 23）.狗 슬래쉬로 장식된 남자 외투는 가 

장자리를 뾰족하게 핑킹으로 강조되었으며, 좁은 밴 

드로 슬래쉬를 나누어 실크 브레이드와 함께 장식하 

였다（그림 24）?이 此세기 중기에 드레스를 장식하던 

방법으로는 직물에 장식적으로 구멍을 내는 핑킹기 

법이 유행되었다（그림 24）.찌 이러한 기법은 17, 18세 

기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하트나 별모양 등 다양한

53) Avril Hart & Susan North, 앞글, p.168.
54) 윗글, p.170.
55) 윗글, p-172.
56) 윗글,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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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의복 

장식으로 사용되어진 슬래쉬 기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2) 밴드트리밍

선장식은 주로 목둘레, 소매부리, 도련단의 가장 

자리에 위치 하여 보더(border)장식 이라 하며, 어깨선,

〈그림 25〉히마티온의 선장식.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78) 

옆선, 앞중심선, 진동둘레에 놓이기도 한다. 선의 너 

비, 선의 색깔, 재질로 착용자의 지위를 표시하기도 

한다(그림 25, 26).
크리트의 튜닉에는 목둘레와 어깨선, 옆솔기, 스 

커트의 도련단에는 장식선이 있으며 소매부리에 전 

통적 문양의 브레이드나 수놓인 밴드로 정교한 장식 

선이 둘러져 있다. 대부분 기하학적인 무늬나 꽃, 물 

고기, 새와 같은 자연물에서 장식의 주제를 얻기도 

했다.

그리스의 키톤(Doric chiton)은 직사각형의 천 가 

장자리에 선이 둘러져있고 밑단에도 장식선이 보인 

다.") 로마시대의 튜니카(tunica)는 클래비(clavi)라고 

하는 넓은 자주색 선이 옷자락 끝에서 끝까지 어깨 

를 가로지르며 수직으로 놓여있다.洵 클래비는 단색 

이 아니라 사자, 토끼, 양 등의 동물무늬를 모티브로 

짜여진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류층이 착용한 토 

가(toga)를 장식한 보라색 클래비는 계급과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였으며(그림 27),〈그림 28〉은 프랑크 

왕조의 클로비 1세 (Clovis I)의 조각상으로 그가 입은 

겉옷에는 목둘레, 소매부리, 도련단 등에 다양한 문 

양의 장식선이 둘러져 있다.

쉬르꼬뜨의 진동둘레, 블리오의 목둘러】, 손목, 

윗팔 부분에 자수장식, 반원형 맨틀의 직선부분과

〈그림 26〉클래미스의 다양한 선장식.

(Henry Haranld Hansen, Storia D이 Costume, p.18) 
〈그림 27〉토가프라에텍스타의 선장식.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99)

57)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1984), p.8.
58)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앞글,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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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로마네스크 블리오의 밴드트리밍. 

(Henry Shaw, Dress and Decoration of the Middle Ages. 
P-29)

〈그림 29> 11 세기 달마티카의 보더장식.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21)

달마티카 도련에 보더장식을 했다(그림 29). 중세 후 

반에는 보더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선 

장식의 사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0> 카우나크스의 술장식.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39)

3) 장식술(fringe, tassel)

프린지는 소재의 날실의 여분 길이를 묶는데서 

비롯되었고, 태슬은 끝을 묶고 꼬는 방법이 좀 더 복 

잡한 형태로 발전된 기법이다.纳

메 소포타미 아의 술장식 은 특징 적 으로 묘사되 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의 술을 여러 가지 무늬로 배치 

하여 아름답게 치장한 술장식은 귀족과 군인들만이 

착용하였다. 카우나크스(Kaunakes)의 밑단이 꽃잎 모 

양으로 되어 있거나 술이 달려 있었으며 바빌로니아 

의 숄은 가장자리에 술이 달린 것이 있으며 술의 각 

층이 붉은색, 회색, 금색, 횐색의 실이 반복되는 화려 

한 티어드 풍의 튜닉을 입고 있다.59 60 61 62〉이러한 술의 길 

이나 개수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달라 술의 길이가 

길수록 지위가 높았다(그림 30), 13세기에는 엘리노 

어(Eleanor)왕비의 시클라스의 가장자리에는 금실로 

된 장식술이 달려 있다(그림 31).6,)

59) Marybelle S. Bigelow, 앞글, p.16.
60) Blanche Payne, 앞글, p.59.
61) Herbert Norris, 앞글, p.161.
62) Avril Hart & Susan North, 앞글, pl24.

18세기 여성 가운에서는 스커트의 앞자락에는 장 

식술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장식술은 작은 금속링에 

보풀거 리는 실크를 매듭과 함께 장식하여 매달아 만 

들었다(그림 32).物 여성 가운에 스커트의 앞의 장식 

술은 다양한 색상의 솜같은 실로 작은 루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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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3세기 엘리노어의 시클라스-금직 브로케 

이드 프린지.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160) 

〈그림 33> 1770년대의 남성코트의 프로그 장식(tassel).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27)

〈그림 32> 1775~1780년의 가운의 장식술(tassel).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24)

어 장미꽃 모양을 하기도 하며(그림 34), 전체적으로 

넝쿨져 싹트는 작은 잎이나 꽃을 번갈아가며 프린지 

장식을 하였다. 또한 남성의 코트에 은사와 은 스팽 

글로 만든 장식술의 프로그伍四 윗옷 가슴의 매듭으 

로 된 장식 단추)장식이 되어져 있다(그림 33).

4) 퀼 팅

1620년대 새틴 더블릿은 마름모꼴의 작은 무늬를 *

63) 윗글, p.26.

〈그림 34> 1770년의 여성가운의 장식술(fiinge).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35)

바탕으로 꽃과 잎새모양의 패턴과 조개 모양의 바탕 

으로 장식된 퀼팅 패턴은 견사로 런닝스티치로 제작 

되었다(그림 35).卸 17세기말 퀼팅이 페티코트, 케이 

프, 웨이스트코트에 사용되었는데 뒷면에는 사실적 

인 꽃, 넝쿨, 가지무늬의 자수가 놓여졌다•

5) 브레이드

이집트에서는 짜거나 예쁜 천을 접어서 만든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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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620년대 남성 더블릿의 퀼팅.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27)

레이드가 벨트나 거들, 머리 • 목 • 팔 장식의 형태로 

보여 졌다.64 65 66 67)

64) Marybelle S. Bigelow, 앞글, p.16
65) Fran^oise Piponnier & Perrine Mane, 앞글, p.55.
66) 막스 폰 봔, 이재원 역, 앞글, p.97.
67)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 pp.562-563.

9세기경에는 목둘레. 앞여밈, 소매부리, 도련단 등 

에 대조되는 색상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의 모직물이 

나 실크 브레이드를 사용하였다.㈤ 여성복의 깃에서 

부터 끝단까지 앞뒤에 두 줄의 띠는 무릎 근처에서 

같은 넓이의 가로로 된 띠와 연결된다. 이러한 띠의 

구조는 진주와 보석을 달기 위한 것이었고 천이 두 

꺼울수록 보석을 달기가 좋았다찌 브레이드는 장식 

하는 선장식의 역할을 하였으며 자수장식, 보석의 

사용과 함께 화려한 보더장식이 되었다(그림 36).

브레이드는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남자복식의 

앞여밈과 커프스 부분에 장식되었고, 여자복식의 드 

레스, 케이프, 망토를 장식하였다. 16세기의 브레이 

드 장식은 두꺼운 코드나 가벼운 철사를 넣고 그 위 

를 실크나 금, 은, 색실로 완전히 덮는 것이다. 종종 

마름모형의 김프(gimp: 끈, 꼰줄)가 코트, 케이프, 가 

운 위에 사용되었다")

6) 플리츠

고대 이집트에서는 정교하고 우아한 주름이 장식 

의 역할을 하였다. 파라오의 로인 클로스(loin cloth) 

는 훨씬 올이 가늘며 섬세한 잔주름이 잡혀 있고 수 

평방향으로 주름을 잡은 장식판인 쉔도트(shendot)를 

달았으며 칼라시리즈에도 우아하고 섬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그림 37).

12세기의 블리오는 잔주름이 풍성한 외관을 보이 

는데, 얇고 부드러운 실크, 실크 크레이프(silk crepe) 

나 거어즈(gauze)같이 얇고 비치는 소재로 만들어지

〈그림 36〉비잔틴 ~튜닉의 브레이드 선장식.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122) 
〈그림 37> 이집트의 칼라시리즈, 쉔티의 플리츠.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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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1760년대의 와또가운의 맞주름(pleats).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51)

며 특별한 방법으로 가늘고 섬세한 잔주름을 만들어 

냈고, 예로부터 동양에 내려오는 다림질 방법으로 

아코디언 주름을 만들었다.磚

근세의 여성가운의 바디스와 스커트가 분리되면 

서 풍성함을 표현하기 위해 주름을 잡았으며 18세기 

의 와또가운은 뒷목둘레 중심에 커다란 맞주름을 잡 

아 독특한 스타일을 유행시켰다(그림 38).

19세기의 여성 가운의 스커트 도련에 4〜5인치 

폭의 더스트 러플을 댄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페티 

코트의 역할을 하였다时)

7) 퍼 (fhr)

'位'는 원래 '안을 대다, 선을 두르다 (to line)'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으나,’°)지금은 토끼, 담비, 

비버 등의 부드러운 털을 일컽게 되었다.

쉬르꼬는 목둘레와 진동둘레의 가장자리에 털장 

식을 하였으며, 모피로 안을 댄 새마이트(samite : 金 

欄)로 되어 있다.叫 12세기 초반까지는 값비싼 모피 * * * * * * * * 

68) Herbert Norris, 앞글, p.41,
69) 신상옥, 앞글, p.303.
70) Herbert Norris, 앞글, p.282.
71) J. 앤더슨 블랙 & 매쥐 가랜드, 윤길순 역, 앞글, p.135.
72) Herbert Norris, 앞글, p.282.
73) Fran^oise Piponnier & Perrine Mane, 앞글, p.58.
74) Herbert Norris, 앞글, p.216.
75)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 pp.544-546.

〈그림 39> 14세기 쉬르꼬 뚜베르의 털장식.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late XIV) 

로 안을 대거나 의복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끼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이나 의복의 가장자리 

에 사용되었다. 13세기 중엽부터 모피의 사용은 매 

우 사치스러워졌으며 유행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는 부나 권력을 표시하기 위해 모피로 트리밍을 했 

다.끼 13세기에는 노랑목도리담비, 흰 담비, 다람쥐, 

토끼 가죽이 사용되었고 많은 옷들의 목과 커프스, 

옷 끝단을 값비싼 모피로 치장하였다. 14세기 상류 

층 여성들이 입었던 펠리송에는 흰 담비(ermine)나 

검은 담비(sable)로 안을 대서 매우 무거웠다.") 쉬르 

꼬 뚜베르의 상의를 부분적으로 장식하였다(그림 

39).

15세기에는 망토의 가장자리에 털장식을 하였으 

며 왕의 의식용 망토에는 보석을 수놓고 흰털로 장 

식하였다”) 16〜18세기의 외투의 안쪽에 털을 장식 

하여 보온의 효과까지 높혔으며 가장자리에 장식적 

으로 트리밍 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모피사용은 주로 외투에 많이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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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보온과 장식의 효과를 내면서 꾸준히 유행되 었 

다.

8) 드레이프

그리스의 히마티온이나 로마의 토가에서는 동작 

에 따라 생기는 음영이나 수직 • 사선으로 생기는 우 

아한 드레이프를 볼 수 있다. 특히 로마제정기의 발 

전된 토가는 더욱 복잡한 주름을 형성하였다(그림 

27).旳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인체에 두른 천을 거들 

이나 벨트, 피블라로 고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 

났고 고대 의상을 더욱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입체 

재단법이 발달한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존재하게 된다.

9) 대 깅

대징은 14세기 의복 장식에서 가장 특이하고 기 

묘한 장식으로 소매부리와 아래 단을 톱니모양이나 

나무 잎사귀 같은 환상적인 모양으로 자른 것으로 

오랫동안 유행되었고 점점 심해져서 톱니장식을 계 

단처럼 여러 층으로 달고, 모자나 기사들의 겉옷과

〈그림 40> 12세기 최초의 대깅장식.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82)

〈그림 41> 14세기 꼬다르디의 대깅장식과 

쇼오스의 파티드칼라.

(Herbert Norris,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PlateX)

〈그림 42〉남• 여 우뿔랑드의 대깅장식.

(Henry Harald Hansen, Storla D씨 Costume, p.39)

여자들의 패션에도 대깅장식을 했다(그림 40).76 77 78 79'

76)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앞글, p.72-74.
77)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pp. 124-125.
78) Herbert Norris, 앞글, p.226.
79) Henry Shaw, Dress and Decoration of the Middle Ages (Califonia: First Glance Books, 1998), p.62.

꼬다르디(cotehardie)와 맨틀(mentle)의 밑단 가장 

자리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잘리는 대깅장식을 하였 

고(그림 41),78> 대깅 장식은 중세복식을 매우 기괴한 

형태로 보이게 하였으며,끼 특히 넓은 소매부리를 나 

뭇잎이나 나선형의 환상적인 모양으로 잘라 정교한 

세부장식을 한 화려한 우뿔랑드는 15세기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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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복이었다(그림 42)80) 짧은 우뿔랑드인 바스타 

드(bastard)나 라이 딩 우뿔 랑드(riding houpeland)에는 

소매부리뿐 아니라 도련단에도 대깅장식으로 매우 

화려하다")

80) Fran^oise Piponnier & Perrine Mane, 앞글, p.68.
81) Herbert Norris, 앞글, p.250.
82) Marybelle S. Bigelow, 앞글, p.16
83) J. 앤더슨 블랙 & 매쥐 가랜드, 윤길순 역, 앞글, P-88.
84)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P-127.
85) Blanche Payne, 앞글, p.262.
86)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pp.492-497.

10) 자 수

고대 이집트에서도 린넨사와 양털술을 조합하여 

정교한 자수가 놓인 의복이 있었다. 자수의 모티브 

는 종교적인 기원에서 유래되거나 기하학적인 문양, 

연꽃무늬, 파피로스 디자인 등이 있었다. 왕족의 의 

상인 칼라시리즈 전체에 수가 놓여 있으며 일반적인 

린넨사뿐 아니라 금 • 은을 망치로 두들기고 가늘게 

벗겨서 자수사로 사용하였다.阿

그리스 시대의 히마티온(himation) 옷감 가장자리 

에는 검은색, 보라색, 암흑색, 회색의 색실을 넣어서 

짜거나 수를 놓아 장식했다. 비잔틴시대에는 자수가 

매우 발달하여 고대 그리스 • 라틴 지역에서 온 기하 

학적인 무늬나 동양에서 온 동물 무늬, 기독교에서 

물려받은 종교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그림 43)蹈)

〈그림 43> 자수장식이 있는 샤를마뉴의 달마티카.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p.120)

〈그림 44> 14세기 문장자수가 있는 군복.

(Henry Shaw, Dress and Decoration of the Middle Ages, 
P-59)

14세기에는 가문을 나타내는 문장을 수놓거나(그 

림 44), 직물 전체에 자수장식을 하였다. 1392년에는 

부르고뉴 공작이 검은 벨벳 의상의 왼쪽 소매에 22 
송이의 장미를 수놓고 장미송이들은 사파이어와 진 

주 루비로 장식하였다的

르네상스 시대에는 드로운 워크(drawn work), 컷 

워크(cut work), 블랙 워크(black work:테두리를 검은 

색으로 섬세하게 자수를 놓은 선을 대는 것)와 같은 

다양한 자수법의 발달했으며," 이 시대 여성복에 자 

수는 보석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으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자수는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무절제해 

져 여왕의 3000벌의 가운은 금실과 스팽글로 자수가 

놓여져 더욱 무거워졌다쩌

바로크 시대에는 슬래쉬 장식의 가장자리에 실크 

장식끈과 금, 은 색실이 결합되어 정교하게 자수가 

놓여졌다. 로코코 시대의 궁정의상은 완전히 금은자 

수로 장식되었고 거기에 다채로운 색상이 가미되었 

다.的 남성 의 조끼 (waistcost)는 호화로운 꽃무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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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1760년대의 남자 웨이스트코트의 자수I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45)

수장식한 의복으로 커다란 금박놋쇠조각의 꽃잎이 

흩어져 달려 있으며 은도금된 스팡글과 꼰실, 은박 

편으로 장식한 꽃은 체인스티치로 마무리되어져 있 

다(그림 45).찌

11) 레이스

이집트의 금 • 은사로 된 망세공(network)은 최초 

의 레이스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금으로 된 망 

세공은 세련된 패턴은 아니지만 레이스를 짜는 기술 

이 가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户 레이스가 유행되기 

시작한 것은 약 1540년경으로 남녀 모두의 주름진 러 

프에 사용되었다. 르네상스시대 복식에서 뾰족한 가 

장자리 장식에 대한 욕구는 레이스로 충족되었다.90)

87)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p.85.
88) Avril Hart & Susan North, 앞글, p.144.
89) Marybelle S. Bigelow, 앞글, p.16
90) Katherine Morris Lester & Bess Viola Oerke, 앞글, pp.510-514.
91) Avril Hart & Susan North, 앞글, p.18.
92) 윗글, p.192.

1620년대의 영국 린넨 여자자켓은 견사로 자수되 

었으며 블랙워크의 손뜨기 레이스로 장식되어져 있 

다(그림 46).尚 바로크시대에는 여성복의 슈미즈와 

남성복의 셔츠에 레이스(openwork)로 장식되어졌으 

며 폴링밴드의 컷워크 레이스는 좁고 뾰족하게 가장 

자리에 장식되어 러프와 커프스, 레이스 칼라에 장 

식으로 사용되었다(그림 47), 1660년대의 여성용 바 

〈그림 46> 1620년의 여성 자켓의 블랙워크자수.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9)

〈그림 47〉1620〜1630년대의 여성용 겉옷의 

레이스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91)

디스는 손뜨개 레이스 장식과 가느다란 가죽끈, 다 

양한 색상의 견사 장식털 뭉치로 장식되 었으며 우아 

한 3차원 형태의 작은 꽃으로 사치스럽게 장식되어 

졌다(그림 48)?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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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66。년대의 여성 바디스의 레이스 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93)

〈그림 49> 바로크시대의 리본다발.

(Jane Ashelford, The Art of Dress, p.90)

18세기에는 레이스를 복식뿐만 아니라 침대 시트 

에까지도 사용했다. 네크라인을 덮는 레이스 만틸라 

(머리와 어깨를 가리는 베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 

품이였다. 팡티에브르의 공작은 1738년에 레이스로 

장식된 잠옷 하나 값으로 520리브르를 지불했다. 영 

국 귀족의 하인들 옷은 은사로 만든 레이스로 완전 

히 덮여있는 것도 있었다.弟)

12) 리본/보우/루프

17세기 중반 남녀 복식에서 리본은 복식의 모든 

부분이 보우, 밴드, 리본루프로 장식되었다(그림 49). 

랭그라브(rhinegraves)라는 바지는 허리둘레와 도련 

의 양옆에 화려한 색의 리본다발을 붙였다• 로코코 

시대 복식의 리본 루프장식은 다양한 형태로 소매 

스토마커, 스커트 등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보디스의 

장식으로 네크라인 앞부분에 나비리본을 달았는데 

세기 중반에는 모든 코사지가 나비리본으로 바뀌었 

다“〉

13) 스팽글/러플/스컬럽

르네상스 시대의 더블릿 허리선에 피카딜스(pic- 

kadils)라 하는 스칼럽이나 탭모양의 가장자리가 있 

으며,* 이러한 피카딜스는 처음에는 천을 대는 것의 

마무리 작업이었으나 밑단부분에 기능적이며 장식 

적인 효과를 내었으며 용병들이 입던 저킨에도 스칼 

럽으로 처리된 짧은 스커트가 달려 있다.

1620년에는 은의 트리 밍과 스팽글과 함께 장식된

〈그림 50> 1610〜1620년의 여성자켓의 자수과 

스팽클장식.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7)

93) 막스 폰 뵌 이재원 역 앞글, "73.
94) 윗글, p.63.
95) Blanche Payne, 앞글,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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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금한 손뜨기 레이스 자켓의 모든 가장자리에 첨 

가하였으며叫（그림 50）, 18세기에는 자수와 함께 남 

성복의 조끼에 작은 스팽글이 많이 사용되었다.

18세기 여성 가운을 장식한 러플에는 스칼럽과 

작은 구멍（pink 천의 끝을 물결 모양으로 자르다, 장 

식 구멍을 뚫다）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앙가장 슬 

리브의 가장자리와 스커트를 장식한 트리밍과 러플 

에 스칼럽 장식을 하였다（그림 51）.

19세기 여성가운의 스커트에는 스모킹, 셔링, 플 

라운스, 조화, 술, 레이스 장식 등 다양한 방법의 장 

식기법을 총동원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장 장식이 다양하고 화려했던 시 

대는 근세이며 가장 단순했던 시대는 고대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장식의 기법은 무한히 창작될 가능 

성을 볼 수 있었다.

의복의 장식은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이 동시에 사용되기 쉽고, 시대마다 

의 독특한 방법은 사회 • 문화 • 경제적인 상황을 반 

영하고 있으며 물질이 풍부해지고 계급이 뚜렷한 사 

회일수록 발달되게 나타났다.

위의 장식분석 내용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표 4-1〉,〈표 4-2〉에 정리하였다.

〈그림 51> 1760년대 여성가운의 슬리브의 스칼럽. 

(Avril Hart & Susan North, Fashion in Detail, p.177)

IV. 결 론

본 연구는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을 고찰하고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장식은 근본적으로 빈 공백을 메우고 싶어하는 

감정이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심리학적인 필연 

성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첫째, 장식의 기원은 원시민족들이 신앙적인 관심 

에서 신체의 종교적 • 정신적 보호 또는 종족 상징 

계급표시, 적에 대한 위협, 성별 표시등을 위해 피부 

에 채색을 하면서 문신과 체형변형의 형태로 신체에 

장식을 하기 시작하였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장식의 형태는 의복으로 대치 

되면서 의복장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장식은 

단순히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귀족계급의 부와 권력의 과시에 이용되었 

으며, 화려한 미의 표현을 과장된 장식과 형태로 진 

보시킨 예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장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식을 통해 자신을 꾸 

밈으로써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 

들고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의복 

에 장식적 디자인이 첨가되어 의복전체에 대한 실용 

적인 면을 보완해주며 미적 표현을 가하여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둘째, 장식의 상징적 의미는 신분사회가 엄격하였 

던 과거에서부터 근대까지 부와 신분 과시의 상징으 

로 사용되었다. 권력과 힘의 과시 타인의 존경을 받 

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어 인류가 문명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자 복식은 인간의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 

내게 되고 장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 

다.

셋째, 장식의 종류와 기법으로는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포켓, 스토머커 등 복식의 한 부 

분을 장식하는 구조적인 장식과 슬릿, 트리밍, 브레 

이드, 플리츠, 레이스, 드레이프, 자수 등의 응용장 

식으로 분류하며 그 디테일과 기법은 매우 다양하여 

의복의 기능적인 역할과 미적 표현이 강조되는 장식 

적 기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96) Avril Hart & Susan North, 앞글, p.16.
97) 윗글,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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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대별 의상 장식의 종류 （구조적인 장식）

\、장식 

시대
구조적 장식

고

대

이집트

• 네크라인 - 수평이나 둥글게 자른 네크라인

• 단추 - 장식의 목적

• 소매 - 허리에 끈을 묶어 팔꿈치길이의 소매모양을 만듬.

메소포 

타미아

• 네크라인 - 수평이나 둥글게 자른 네크라인

• 칼라 - 페르시아의 코트의 앞여밈단이 턱시도 칼라처럼 보임.

• 단추 - 일직선으로 트인 목둘레에 단추를 달아 어깨를 여밈.

• 소매 - 튜닉에 짧은 소매가 달리고 페르시아 코트에는 셋인슬리브가 달림.

크리트
• 네크라인 - 가슴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

• 소매 - 타이트 소매, 캡 소매, 퍼프 소매

그리스

• 네크라인 - 키톤의 앞 뒤 어깨를 피불라로 고정시켜 카울네크 형태를 만듬.

• 단추 - 키톤의 어깨에서 팔목까지 단추를 달아 앞 뒤 연결

• 소매 - 허리에 끈을 매어 소매모양을 만듬.

로마
• 네크라인 - 수평이나 둥글게 자은 네크라인

- 소매 - 튜니카에 짧은 프렌치 슬리브, 달마티카의 넓고 긴 소매

중

세

비잔틴
- 네크라인 - 둥글거나 낮게 자른 네크라인

- 소매 - 튜닉에는 따로 재단된 길고 꼭맞는 소매, 달마티카는 몸판과 연결된 넓은 소매 달림.

로마 

네 스크

• 네크라인 - 대부분 라운드 네크라인이며 스퀘어 네크라인도 나타남.

• 소매 - 깔대기소매가 특징적이며 긴 타이트 슬리브 혹은 돌만 슬리브

• 포켓 - 슬릿형 포켓

고딕

• 네크라인 - 바토, 로우, 하이, 스퀘어, 라운드네크라인

• 칼라 - 장식적칼라 등장

• 소매 - 자루, 퍼프, 슬래쉬 소매

• 커프스 - 단순히 접히는 커프스

• 단추 - 지나치게 많은 단추사용 여밈과 장식의 역할

• 포켓 - 슬릿형 포켓

근

세

네
 스
 

르
 
상

• 네크라인 - 타원형, 사각형의 낮은 목둘레 데꼴따쥬로 장식

• 칼라 - 프릴칼라가 러프로 발전, 스탠딩, 플랫, 메디치,

• 러프 - 원형, 하트형, 나비형, 부채살형

• 소매 - 비숍, 타이트, 퍼프, 양다리형, 행잉슬리브

• 커프스 - 러프와 같은 소재의 커프스

• 단추 - 금 • 은 • 보석의 단추장식

• 스토마커 - 예각의 스토마커

바로크

• 칼라 - 밴드, 폴링밴드, 휘스크

• 소매 - 트렁크, 비라고 슬리브 등장

. 커프스 - 넓적한 턴백커프스
• 단추 - 남성복§ 앞여밈, 커프스, 포켓의 가장자리에 장식목적

• 포켓 - 남성복 조끼, 자켓, 외투 허리선 아래 장식적으로 사용

• 스토마커 - 둥근혀모양, 예각의 스토마커

로코코

- 네크라인 - 관능적인 스퀘어 네크라인

• 칼라 - 라펠등장

• 소매 - 파고다, 앙가장, 마미룩

• 단추 - 남성복에 다양한 크기로 사용

• 포켓 - 허리선에 위치

• 스토마커 - 화려한 자수장식

근

대

파

어

〜 
슬
 

엠

이

〜 벗

• 네크라인 - 데꼴따쥬된 깊게 파인 목둘레, 하이네크,

• 칼라 - 스탠딩, 롤, 숄, 나취가 있는 칼라, 턴다운칼라, 드롭숄더의 버더칼라

• 소매 - 비숍, 퍼프, 타이트, 마미룩, 양다리형, 지고트, 임베슬, 벨, 파고다, 멜론퍼프 슬리브 등 다양한 소매

• 단추 - 금색단추 유행, 기능적으로 사용

• 커프스 - 라운드 커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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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시대별 의상 장식의 종류 （응용 장식）

시다
응용장식

이집트

• 프린지 • 태슬 - 옷감의 가장자리에 프린지를 만드는 직조기법 존재
• 브레이드 - 벨트, 거들, 머리 • 목 • 팔장식의 브레이드
• 플리츠 - 쉔티와 칼라시리즈, 쉔도트에 섬세한 주름장식
• 자수 - 연꽃무늬, 파피로스 문양 등을 칼라시리즈 전체에 수놓음.
• 레이스 - 망세공은 레이스의 형태를 보여줌.

고

소
타
아
 

메
포
미

- 밴드트리밍 - 페르시아 왕의 캔디스의 소매와 도련에 장식선
- 프린지 - 카우나카스의 술장식

대 크리트
• 밴드트리밍 - 튜닉의 목둘레와 어깨선, 옆솔기, 스커트의 도련단 장식선
• 프린지 - 튜닉의 도련단과 로인클로스의 앞도련 중심에 술장식

그리스

• 밴드트리밍 - 키톤, 히미티온, 클래미스의 가장자리에 장식선（밴드를 대거나 자수로 장식）

• 자수 - 플로랄, fret, key, 지그재그, 나선형, 인동덩굴, 종려잎 모양 등의 문양으로 보더장식하거나 직물 전체 
에 수놓음.

• 드레이或- 히마티온의 우아한 드레이프

로마
• 밴드트리밍 - 토가의 직선부분에 자주색 장식선, 튜니카의 옷자락 끝까지 어깨를 가로지르는 장식선.
• 드레이프 - 토가의 정교한 드레이프

비잔틴

• 밴드트리밍 - 튜닉의 아래 도련에 선장식 달마티카에 보더장식
• 브레이드 - 목둘레, 앞단, 소매단, 도련단을 장식하는 브레이드
• 대징 - 12세기 튜닉에 최초의 대깅
• 자수 - 기하학적 문양, 동물문양, 종교적 장면등을 직물에 수놓거나 보더장식에 수놓음

중

세
로마 
데스크

• 슬릿 - 긴 의복의 앞중심에 슬릿
• 밴드트리밍 - 블리오의 목둘레, 소매단, 도련단에 밴드트리밍
• 프린지 - 클래미스의 가장자리에 술장식
• 플리츠 - 블리오의 잔주름
• 퍼 - 의복의 가장자리에 퍼장식

고딕
• 퍼 - 펠리송, 망토의 가장자리나 안감에 털을 댐.
• 대징 - 꼬다르디, 우뿔랑스의 소매와 도련단에 여러모양의 대깅 장식
• 자수 - 군복에 가문의 문양을 수놓은 문장복 유행

네
 스
 

르
 상

• 슬래쉬 - 더블릿 전체에 장식
• 브레이드 - 남녀복식의 가장자리 장식용으로 사용
• 퍼 - 외투의 안쪽과 가장자리에 장식
• 자수 - 드로운워크, 컷위크, 블랙워크의 다양한 자수법
• 레이스 - 러프, 커프스, 셔츠 등
• 스칼宜 - 더블있의飞旬과"！매의 윙장식에 사용

• 각종 보석장식 사용

근

세
바로크

• 슬래쉬 - 남성복의 슬래쉬, 조각을 이어 만든 페인 슬래쉬, 여성복의 작은 칼집의 핑킹
• 퀼팅 - 더블릿, 페티코트, 케이프, 웨이스트코트에 식물문양의 런닝스티치로 사용
• 브레이드 - 남자복식의 앞여밈 커프스, 여자복식의 드레스, 케이프, 망토에 장식, 슬래쉬된 부분을 장식
• 자수장식
- 레이스 - 여성복 슈미즈, 남성복 셔츠의 가장자리 장식, 폴링밴드, 러프, 커프스, 칼라에 장식적으로 사용
• 갈랑장식 - 리본다발장식
• 스팡글 - 자수와 함께 은으로 사용

로코코

• 슬릿 - 남성코트 뒷중심에 사용
• 술장식 - 여성가운에 작은 솜털장식, 남성코트 프로그장식
• 플리츠 - 와또가운의 뒷목둘레의 맞주름장식
• 퍼 - 펠리스의 도련과 토시에 장식
• 자수 - 남성복 쥐스또꼬르, 조끼에 화려한 식물문양으로 자수
• 레이스 - 드레스, 속옷, 베일, 셔츠에 사용
• 리본 - 소매, 스토마커, 스커트 바디스 장식

근

대

엠파 
이어

벗슬

〈19C에는 장식이 수수하고 단순해지며 실용적인 의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자수 - 궁정용의 코트, 조끼에 자수장식
, 퍼 - 주로 외투에 사용
- 여성 가운에는 러플, 플라운스, 아프리커】, 터커, 스모킹, 셔링, 스칼럽, 브레이드, 리본 장식 등 다양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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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복식은 그 시대마다 복식의 유형에 따른 구 

조적인 면과 응용적인 면에서 장식적 특징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고대에는 드레이프와 직선적, 수평적 주름 장식과 

프린지 사용이 대표적이고 선장식이 추가되었다. 중 

세에는 비단직물과 금은사로 수를 놓거나 보석장식 

을 하였고 클래 비와 원형 의 시그멘터와 사각의 타블 

리온을 장식하였다. 근세에는 슬래쉬와 패드, 러프장 

식이 특징이며 자수와 보석, 레이스로 가장 화려하 

게 장식했던 시대이다. 플라운스, 프린지, 태슬, 브레 

이드, 조화나 꽃장식과 정교하게 세공된 단추장식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근대에서 러플, 레이스 칼라, 

커프스, 프릴, 단추, 금, 은사의 자수 장식이 다양하 

게 나타났다.

의복의 장식은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이 동시에 사용되기 쉽고, 시대마다 

의 독특한 방법은 사회 • 문화 • 경제적인 상황을 반 

영하고 있으며 물질이 풍부해지고 계급이 뚜렷한 사 

회일수록 발달되게 나타났다. 또한 장식의 유무, 장 

식의 재질, 장식물의 크기, 장식의 색상 등에 따라 착 

용자의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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