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패션의 리싸이클 법칙이 다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대 패션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과거 복고적인 시도

는 철저한 고증을 통한 과학적인 재현과 패러디라 불

리는 표피적인 모방,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재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현대적 느낌으로 표현된 복고풍 모드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 나타났던 장식적인

디자인 기법은 상식을 초월하는 기괴함과 유머러스함

으로 인해 현재에도 자주 패러디 되고 있다. 그 구체

적인 예로는 오뜨 뀌뜨르(haute Couture) 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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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retro to the past fashion is appeared just as often as new challenge and trial. The style of
Renaissance Era is the most often revival theme for contemporary fashion. So, this study was focused on
16C of Renaissance costume. It i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naissance costume through
referring the literature to be able to restore the past costume as through as possible with the object of
building database for developing new design.

This study is done in two different ways at the same time, direct study to restore and indirect study to
refer. Direct one is of the past costume as thoroughas possible based on referring to the originals. The
other is referring the costume historical literature

The costumes to restore is chosen among 16C famous pictures on the basis of how much they can
show the typical chracteristics of 16C costume. Materials including textiles and ornaments which are
necessarily to restore were shopped in Dongdeamoon Market. Some materials had a problem to get
exactly the same one in Seoul on 21C. After visiting imes, the materials is chosen as similar as originals.
Three sets of costume were restored on the basis of referring “Pattern of Fashion” written by Janet Arnold.
The costumes were restored by reinforcing bodice based on the size of waist and in every three works.

The way of sewing is based on hand sewing for details and machin-sewing for seam. Quilting intl
lining is uwed giving the fabric stiffness to maintain the form from the heavy padding. Also the part of
piles on margins is used darts instead of gather, because of reducing bulkiness of seam. General closing
methods are hook and eyes, and lacing with points.

Key words: Renaissance Era(르네상스 시대), restoration(재현)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7, No. 4,  pp.1~16(2003)



F/W 시즌의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존 갈리

아노(John Galliano)의 콜렉션을 들 수 있다. 러프(ruff),

트 크 호즈(trunk-hose), 슬래쉬(slash), 패인(pane), 그

리고 거대한 레그 어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 등 다양한 디테일이 새로운 느낌으로 재해석되

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이 현대 디자이너들

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출처이며, 복식 문화사적 연구에도 매우 의미가 있

는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시

도되는 과거 의복에 대한 재해석은 단순한 모방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해석으로 르네상스 복식과

는 전혀 다른 감각의 모드를 창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상스시대의 남녀복식중 남자

의 복식을 중심으로 재현을 하 으며 단순한 자료들

의 나열보다 실제 제작을 통하여 보다 세 하게 접근,

과거 복식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르네상스 시대 복

식의 실물제작 및 기술 축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기괴한 의복, 독특한 구성법, 풍부한 장식

성 등 독특한 16세기 복식만의 특징을 정확하게 재현

하여, 서양 복식사를 연구하는 이들, 또한 매 시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만 하는 많은 패션계 종

사자들에게 문헌이나 초상화 속의 막연한 자료가 아

니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물

자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심도 있는 문헌 조사

와 실물 재현 과정을 통해 습득한 구성 기술과 구체적

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패션 모드 창조

의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적, 복식사적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는 복식사에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과

논문, 본인이 런던과 파리의 박물관을 방문하여 볼 수

있었던 초상화 및 유물 그리고 회화, 잡지, 전시 등 각

종 관련자료 및 사진자료들을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

II. 16

1. 실루엣(silhouette)

15세기말부터 16세기초기에는 유럽에 있어서 이탈

리아복식의 향력이 컸으며 이탈리아복식의 특징은

그 당시 다른 나라 복식에 나타난 과장을 하지 않은

단순함과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선으로 구성되는 디

자인으로 절제를 나타내고 있다.1)

남성용 의복의 실루엣은 체격을 강조하 다. 상체를

부풀려서 부와 권위를 나타내고 하체는 신체의 선을

그대로 들어냄으로써 남성미를 과시하는 상중하경(上

重下輕)의 실루엣을 나타내었다.2) 남성의 어깨와 가슴

은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더블릿을 마른 건초로

채우고 허리의 벨트를 조 다. 스타킹이 좁은 팬츠를

대신하 으며 코드피스(codpiece)와 리본 같은 장신구

가 소개되면서 바지 가랑이 부분이 돌출하게 되었다.

발 앞부분이 아주 넓고 둥그스름한 앞코를 가진 신발

이 뾰족한 신발을 대신하 다.3)

2. 소재와 색채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된 직물들은 모직물, 마직물,

면직물 등이었다. 한편,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최상의 마직물을 생산하 고 가장 좋은 품질의 벨벳,

다마스크(damask), 타프타(taffeta), 브로케이드

(brodcade), 새틴 등 견직물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서 생산되었다. 무늬가 있는 모직물과 마직물은 네덜

란드가 주요 생산국이었다.

이전까지 동방의 수입에만 의존하 던 값비싼 견직

물들인 사미트(samite; 비잔틴의 두터운 실크), 타프타,

벨벳은 물론 가장 호화로운 브로케이드까지도 16세기

에 들어서는 플랑드르(Flanders)의 피레(Ypres), 브루쥬

(Bruges) 그리고 켄트(Ghent) 등에서 제조 생산될 정도

로 직물 산업이 발달하 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벨

벳으로 만들어진 의복과 모피에 각별한 흥미를 보

다. 흰 담비, 다람쥐, 분량, 여우, 사향뒤쥐, 토끼 등 다

양한 종류의 털들이 의복의 트리밍 재료로 여전히 애

용되었다. 이 시기에 파리에서 활동하는 모피 상인들

만 400여명에 다다를 정도로 모피의 인기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4)

국인들은 10세기 이후 자수로 유명하 는데 튜더

(tudor)왕조 자수사들의 기술은 그 전통이 오랜 동안

활발하게 이어져 왔는데 이것은 동시대의 그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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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직물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5)

한편,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될 때에는

그리스 로마적인 취향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연하고 밝은 색깔들이 유행을 하 다. 그러다 헨리 8

세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 모드가 유행

하면서 진홍색같이 진한 붉은 톤 칼라들이 강세를 보

다. 그러다 스페인 모드의 향으로 검정색, 금색같

이 호화롭고, 권위적인 색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다홍

색, 진남색, 자주색, 금색 브로케이드와 검정색 등 진

하고 어두운 색상이 전세기에 걸쳐 유행하 으나

1550년대에는 진홍색, 노란색, 황갈색, 주황색, 다홍색,

밝은 녹색과 하늘색 등 더욱 다양해진 밝은 색상들이

유행에 동참하 다.6)

부정적 가치를 지닌 색상은 슬픔과 지조를 나타내

는 검정이었으며 절망과 근심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잿빛색(ash)이었다. 노란색은 희망, 기쁨, 관대함을 나

타내는 긍정적인 색상이었고, 반면 주황색은 기만을

나타냈다. 국가의 지위와 관련된 황갈색은 신중을 나

타내었다. 녹색은 사랑과 기쁨의 색상이었으나 터키석

색상은 질투의 색상이었다.

붉은(red)색은 용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틀

랜드 여왕인 메리(Mary)와 에섹스(Eseexe)의 백작인 로

버트 듀브로(Robert Devereux)가 사형 집행대에서 최

후를 맞이할 때 붉은색과 검정색의 색상배합을 선택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7)

3. 구조와 디테일

16세기에 스페인 복식에서의 뛰어난 특징은 복식의

뻣뻣함이었다. 직물을 금사로 직조하여 뻣뻣하게 하거

나, 금은 합사의 줄 위에 또 줄을 얹어서 직물을 보강

시켰다. 심과 패드 및 철사를 넣음으로써 의복을 늘어

지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딱딱한 주형물로 만들었다.8)

한편, 15세기 남성의 둘로 나누어져 있던 호즈를 바

지 형태로 만들기 위해 호즈 두 개를 붙이게 됨으로써

남성의복의 새로운 부속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새

로운 부속물은 앞에 달린 작은 주머니로9) 코드피스라

불렸다.

16세기초에는 바디스와 연결된 올갠-파이프(organ-

pipe) 형태의 주름이 잡힌 스커트를 입었는데, 때로는

이 스커트를 독립된 의복처럼 갑옷 위의 허리 부근에

매거나 소매 없이 앞이 터진 웃옷에 달아서 저킨 대신

에 입었다. 이 의복을 베이시스(bases)라고 했다.10)

1) 슬래쉬(slash)

슬래쉬는 재단사가 가위로 째어 만든 것이 대부분

이지만 갯수가 많은 경우 불에 달군 쇠로 찍거나, 두

들겨 박아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슬래쉬를 만들기도

하 지만11) 대부분의 경우 솔기를 열려진 채 두거나

안감이 보이도록 의복에 자유자재로 슬릿(slit)을 만들

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에 입은 셔츠가 밖으로 언뜻

드러나 보이게 했으며, 소매의 패드가 효과적으로 보

이게 만들 수 있었다.12)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

용된 장식이었으나 남성들의 복식에 더 많이 사용되

었고 후기 르네상스시대에 가서 가장 특징적인 유행

의 한 테마가 되었다.

또한 슬래쉬의 일종으로 핑크(pink)와 페인이 있다.

2) 칼라

르네상스시대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의복의 또 다

른 형태는 러프이다. 남성과 여성복식의 두드러진 특

징이었던 러프는 프릴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당겨서

매는 끈으로 목에 셔츠 끝이나 셔츠 여밈선을 끌어당

김으로서 만들어지는 효과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에

는 복식의 독자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밴드나 빳빳한 린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러프의

정확한 명칭은 밴드(band) 다. 플랑드르(Flander)에서

최초로 만들어 1560년대는 국에 들어온 풀을 먹인

빳빳한 러프의 도입으로 매우 정교한 크기로 커질 수

있어 18ft(5.8m)길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 풀을 먹여 빳

빳해진 흰색의 러프 에는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첨가

되기도 하 다.13)

러프의 제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올이 가는

린넨이나 거친 린넨을 좁거나 넓게 포개어 접는 방법,

촘촘하게 주름을 잡은 후 다시 편평한 맞주름을 잡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리는 방법, 부채꼴로 주름을 잡은

편평한 원판들을 여러 층 포개어 배열하는 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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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옷감의 주름을 잡는 방식으로는 딱딱

하게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름과 주름

사이에 철사를 넣고 얇은 철사 틀에 가벼운 천을 덮어

두꺼운 러프의 받침으로 댔으나 점차적으로 쌀가루로

풀을 먹이는 방법이 고안되므로써 의복에 풀을 먹이

는 것이 대단한 기술로 다양화되었다.14)

3) 패드(pad)

패드는 의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안쪽의 속을

덧개거나 메워넣는 것을 말한다.15)

르네상스중반기에 스페인의 향으로 전체적인 실

루엣에 변화가 있었다. 패드를 한 후의 남성실루엣의

변화는 더블릿과 호즈의 부푼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직물과 모양에서 보이던 풍성함이

사라졌고, 더블릿의 앞부분 특히 허리선 바로 위 부분

이 부풀어 있으며, 소매에도 패드를 하여서 거대한 크

기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보여주고 있다.

4) 슬리브(sleeve)

(1) 분리된 소매

중류계층이상의 남성과 여성들은 탈착이 가능한 소

매나 이중소매의 특징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 다. 처

음에는 가운에 부착된 좁은 소매 다가 더 넓은 소매

를 가운의 바디스(또는 남성의 더블릿)에 고정할 수

있게 하므로써, 이러한 소매들은 의복의 스타일에 변

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소매는 완전히 독립

적인 것이 되어 자신이 속한 의복에서 완전히 해방되

었고 개별적으로 떼었다 붙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헨리 8세의 의복 목록에는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매들이 많이 있었다.16)

(2) 행잉 슬리브(hanging sleeve)

남성복 외투 같은 형태의 경우, 소매는 전혀 달려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순전히 장식품으로 진동둘레 뒤

에 길고 넓게 매달려 있었다. 때로는 소매 전체가 길

이로 열려져 있고 팔꿈치와 손목 부분만 봉제되어 있

는 경우도 있었다.17) 겉소매는 열려진 행잉 슬리브로

하여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것이 많았다. 소매를 따

로 만들기도 했는데 다양한 소매를 사용함으로써 매

우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었다.18)

(3)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는 팔의 위 부분은 패드로

부풀리고 손목은 가늘고 꼭 맞는 소매로, 16세기 후반

기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과장되고 풍성한 소매가

상류층의 패션에 향을 주었다.

5) 코드피스(cod-piece)

코드피스는 남성의 성기를 강조하기 위해 호즈 앞

부분에 나타난 패드가 된 보호용 삼각천을 말하는데

이것은 더블릿에 꿰매어졌다. 코드피스는 의복의 품목

으로 분리하여 항상 트 크 호즈와 같은 소재로 재단

하 고 호즈와 더블릿에 끈으로 부착하 다.19)

15세기 말 동안에는 이것이 기능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으나 16세기에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 대부분의 경우 과장시키는 경향에 발 맞추어 코드

피스도 점점 강조하게 되어 구근(球根)모양으로 절개

되었으며, 부풀려서 돌출 되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코드피스는 심지어 무장을 할 때에도 사용되

었으며, 점점 더 방대해져서 마침내 주목을 끌기 위해

리본으로 정교하게 장식하기까지 하 다.

코드피스는 1570년 트 크 호즈가 지나치게 커졌을

때 사라지게 되었고 끝내는 프랑스의 앙리 3세의 여

성 같은 성격에 향을 받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0)

6) 피스코드 벨리(peascod-belly)

피스코드 벨리는 의복 안쪽에 뻣뻣한 안감을 넣어

허리분량쪽 옆구리가 쑥 들어가게 하고 복부에는 패

드를 넣어 불룩하게 나오게 했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

로 좁은 새가슴에 배만 볼룩 나온 효과를 주었다.21) 피

스코드 벨리가 15세기 중엽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매

우 조심스럽게 팽창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커져서 지나

치게 팽창되는 지경에 이르 다. 이렇게 기이한 형태

의 더블릿을 피스코드 벨리 더블릿이라고 했다.

1570년경에는 이 돌출된 부분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1580년대에 용병들은 최대한으로 부푼 형태에 이른

더블릿을 입었다.22)

4

A 제7권4호



7) 포인트(point)

포인트는 르네상스시대 의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포인트는 구두끈과 비슷하며 더블릿의 허

리에 트 크 호즈를 묶거나 더블릿이나 진동둘레에

분리 가능한 소매를 묶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

은 끈으로 잡아매기 또는 묶기로 알려져 있다. 포인트

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 으나 부유층에서는

그들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목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

기도 하 다. 포인트는 또한 복식이 더욱 사치스럽고

장식적으로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23)

8) 탭(tab)

탭은 더블릿이나 바디스 아래에 달린 스커트 같이

짧은 끝 부분을 지칭하며,24) 종류로는 탭(tab), 피카딜

리(pickadils), 페플럼(peplum) 등이 있다.

9) 가터(garter)

가터는 남성 스타킹을 고정해 주었고, 가터 위로 스

타킹을 동그랗게 말 수 있었다. 처음에 가터는 순전히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좀 더 장식적이 되었다.

물론 의복의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지역적

인 차이는 있었다. 부유한 베니스인들은 훅(hook)이나

더불 핀(double-pin)이 달린 더블릿에 고정된 몸에 꼭

맞게 짠 한 쌍의 타이즈를 입었을 지도 모른다.25) 특히

스타킹을 짜는 틀이 발명되었던 1589년 이후에는 니

트 식으로 짜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상당 기간은

여전히 실크 스타킹이 유행하 다. 스타킹은 일반적으

로 무릎 바로 위에 가터를 맸으나, 어떤 남성들은 자

신의 다리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좋아해 아무 것

도 묶지 않고 스타킹만 신었다고 한다.26)

III.

1. 작품 선정의 배경

16세기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특징인 둥근 실루엣,

기괴함과 유머러스함을 보여주는 러프, 패드, 슬래쉬,

페인, 트 크 호즈, 레그 어브 머튼 슬리브 등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전신 초상화중 후기 르네상

스의 서유럽을 기준으로 하여 복식의 품목이나 디테

일한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는 복식을 선정하 다. 작

품 1은 1537년 홀바인(Holbein)의 작품으로 16세기 르

네상스 시대 남성복식의 전반기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퍼프와 슬래쉬의 기법이 잘 표현되어 있는 헨리 8

세(Henry VIII)의 초상화(그림 1)를 선택하 다. 겉옷은

패드나 퍼프로 어깨를 넓히고 가슴을 볼록하게 과장

하여 남성미를 나타내었으며 슈미즈, 더블릿, 저킨, 호

즈 그리고 가운까지 갖추어 성장을 한 모습이다.

작품 2는 1581년 조우즈 공작(Due de Joyeuse)의

결혼식 피로연 모습에서 공작의 복식을 선택하 다(그

림 8). 16세기 후반기 앙리 3세(Henri III)가 스페인 여행

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타이트한 어퍼 호즈로 폴락

(polack) 또는 베네시안 브리치즈(venetian breeches)라

고 불리우는 바지와27) 역시, 스페인 복식에 향을 받

은 프랑스 복식으로 패드되어 피스코드 벨리된 더블

릿, 잘록한 허리, 짧은 클락 그리고 과장된 크기의 8자

주름 러프등의 모습이다.

작품 3은 1584년 에논(Anon)의 작품으로 제롬 보위

경(Sir Jerome Bowes)의 복식으로 더블릿과 호즈의 페

인 기법, 호즈의 또 다른 모습인 캐니언즈를 볼 수있

고, 행잉슬리브가 달린 클락의 형태를 보여준 <그림

13>을 선택하 다.

2. 작품재현 기획 및 제작

본 논문은 16세기 르네상스 복식의 분석 및 재현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제작의 기획 및 과정 또

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작의 단계를 수록하 다.

우선, 선정된 의복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복의 실루

엣, 품목, 색채, 소재, 사용된 장식의 기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 고, 작품제작을 위한 치수는 초상화

모델들이 신체 치수나 의상의 디자인에 따른 치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으므로 전신 초상화에서 보여

지는 의복 품목간의 치수를 비례로 측정하여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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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다.

패턴 제작은 참고문헌을 통한 자료를 기본으로 광

목으로 먼저 전체적인 의상을 제작하고 초상화의 모

습과 비교하여 되도록 초상화의 모습과 일치하는 실

루엣이 나올 수 있도록 치수를 조정하며 작업하 다.

본 논문에서는 초상화의 복식을 보고 겉옷을 재현하

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봉제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

지는 않았지만 각 의복의 실루엣을 살려줄 수 있도록

특수체형판을 제작한 후 그 위에 겉옷의 패턴을 제작

하며 몇번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패턴의 형태와 수

를 결정하고, 종이위에 패턴을 옮겨 사용하 다. 그러

나 광목으로 제작된 작품의 실루엣과 실제 의상에 따

른 각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의 실루엣에

는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봉제 과정중에도 수차례

패턴의 수정이 있었다.

광목의 예비제작으로 원단의 필요량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으나, 16세기에 사용되어졌던 원단의 소

재를 현재 국내의 직물시장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일

이었다. 파리, 런던 그리고 서울의 직물시장에서 실크

나 벨벳은 근접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장식을 위한

브레이드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서는 구하기가 불

가능하 으므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용

하 다. 색채도 참고자료의 사진이나 직접 본 초상화

의 색채와 가능한 한 근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

고 겉에서 보이지 않는 속옷의 경우는 모두 흰색으로

통일하 다. 소재와 부소재의 구입은 봉제과정중이나

작업이 끝난 후에도 초상화와의 비교로 차이점이 발

견되면 교체하 으므로 소재의 구입은 작업의 시작단

계에서부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꾸준히 계

속되었다.

재단과정과 봉제과정은 각각의 의상에서 병행되었

으며, 복잡한 패턴의 구조 및 봉제법, 익숙하지 않은

소재, 많은 장식의 사용 등으로 여러번의 착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고, 의상에 사용된 장신구는 의상의 봉

제가 끝난 후 각각 제작하여 사용하 다.

다음 각각의 작품 제작기획 단계에서 소개되는 품

목의 순서는 안(속옷)쪽에서부터 바깥(겉옷)쪽으로 착

용하는 순서대로 정하 다.

1) 작품 1

(1) 디자인

헨리8세의 초상화는 화이트홀(Whitehall)사진의 일부

분으로, 왕의 명령으로 1537년 홀바인(Holbein)에 의해

구성되어진 작품이나 화재에 의해 파괴되어졌다.28)

헨리는 작은 스탠딩 칼라의 더블릿을 입고 있는데

더블릿의 표면은 금 브레이드로 섞어서 짜고 보석으

로 풍부하게 장식하 으며, 소매도 규칙적인 간격으로

째어져 슬래쉬된 사이로 안쪽의 흰 슈미즈가 퍼프 지

어 장식되어져있고, 퍼프는 사각모양의 보석으로 고정

되어있다. 어깨를 가로지르는 거대한부피는 금사 섞어

짠 브레이드로 장식을 하 고 넓고 낮게 파인 조끼와

스커트가 어울려져 있다. 셔츠의 폭이 좁은 칼라는 더

블릿의 네크라인위로 끝이 접혀져있다.29)

허리에는 두 개의 흰 새시(sashes)가 둘러있고, 붉은

색 벨벳으로 지어진 가운은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이

되어져있다. 사용이 가능한 가운의 위쪽 소매는 금색

실과 브레이드로 장식이 되어져 있으며, 사용되지 않

는 행잉(hanging)부분은 관모양으로 소매의 뒤쪽에 분

리되어 달려있다. 트 크 호즈는 초상화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저킨의 스커트사이로 코드피스만이 스커트와

더블릿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2) 패턴

패턴은 모두 1/15축도로 하 으며, 패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별도로 그림 설명 아래에 축도

1/20, 1/30 등으로 표시하 고 같은 품목의 패턴들은

축도의 크기를 하나로 하 다.

① 셔츠

헨리 8세의 초상화에서 보면 헨리의 목이 짧고 굵

어서 그는 항상 작은 턴-다운 칼라(turned-down collar)

와 넥 밴드(neck band)를 사용하 으며 소매끝에는

좁은 프릴이 달려있다.30) 셔츠는 더블릿의 슬래쉬를

통해 밖으로 꺼내야 하기 때문에 바디스나 소매의 품

에 여유분량을 많이 넣었고, 앞쪽의 트임은 작은 끈으

로 여며져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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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더블릿

더블릿 길이는 자연스러운 허리선까지이고, 품은 패

드를 위해 넉넉하게 설정하 으며 소매는 퍼프를 주

어 통을 넓혔고, 페인을 이용하여 길이로 조각을 내었

다. 전체적으로 겉감과 안감은 같은 패턴으로 제도하

다(그림 3).

③ 호즈

트 크 호즈는 초상화에서는 보이지 않으나“Pattern

of Fashion”31)에 제시된 작은 트 크호즈의 패턴을 참

고로하여 제도하 다. 저킨의 스커트사이로 코드피스

만이 스커트와 더블릿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허리부분과 밑단 쪽에 주름양을 넣어 부풀린 것 말고

는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④ 저킨

16세기에 저킨은 종종 매우 낮고 깊게 파인 U자모

양의 네크라인을 가졌으며, 둥 게 주름잡은 기다란

페플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속의 저킨은 짧은 소매

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는 소매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런 특징을 가진 그림속의 저킨은 16세기 전반기 초상

화들에서 거의 눈에 뜨이지 않는 희귀한 스타일이다.

더블릿과 가운 사이에 입힌 저킨은 앞중심과 스커트

부분만이 겨우 보일뿐이다. 부드럽고 어찌보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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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헨리 8세(The Complete History

of Costume & Fashion, p. 128)

<그림 2>  셔츠의 바디스와 슬리브(1/20 축도)

<그림 3>  더블릿의 바디스와 슬리브(1/15 축도) <그림 4>  호즈 와 코드피스(1/15 축도)



평평한듯한 주름이 이 옷이 베이시스가 아니라 저킨

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저킨과 베이시스의 차이는 페플럼의 주름으로 베이

시스는 두꺼운 천에 패드와 안감까지 덧대어 더욱 딱

딱하게 만들었으므로, 주름 역시 매우 둥 고 딱딱하

게 잡았다.32) 그러므로 헨리 8세가 입고있는 옷은 아마

도 베이시스가 아니라 저킨의 스커트 부분일 것이다.

⑤ 가운

<그림 6>은 헨리 8세(그림 1)의 가운의 구조도를 보

여주고 있다. C와 D는 모피로 안감을 댄 부분인데 안

쪽이 젖혀져서 D의 모습으로 보이며, 이것의 뒷부분이

넓어서 뒤쪽에서도 젖혀진 칼라의 형태로 보인다. 소매

는 둘로 나뉘어서 윗부분의 소매는 크게 퍼프되어져

있고, 아래쪽의 행잉부분은 관모양으로 되어 소매의 뒤

쪽에 달려있다. 행잉 부분의 위쪽은 수직으로 갈라져서

F의 모양처럼 젖혀져 있다.33) 그러나 <그림 1>에서는

단지 젖혀진 것으로는 표현이 부족한 듯하여 같은 모

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윗부분이 접혀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접어서 표현을 하 다.

(4) 봉제방법

① 셔츠

셔츠의 솔기는 쌈솔을 이용하 으며, 여밈 방법은

긴 리본을 제작하여 넥 밴드의 위에 봉제하 다. 소매

의 러플 부분은 소매에서 연장하여 주름을 잡아 밴드

로 고정하 다.

② 더블릿

더블릿은 심지를 붙인 안감과 겉감을 사용하 다.

바디스는 안감과 겉감을 같이 슬래쉬하여야 하므로

슬래쉬 부분을 버튼홀 스티치로 처리하 고, 소매의

페인은 재단단계에서 조각을 내어 안감과 겉감을 봉

제 시접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 고, 진동에

연결할 때 주름을 잡아 바디스의 겉감에 봉제하 으

며, 바디스의 안감은 손바느질로 숨은 상침하 다.

소매의 브레이드는 같은 색상의 금색사를 이용하여

가장자리의 경계선을 같이 박아 정리하 으며, 봉제시

바느질 땀이 보이지 않도록 숨은 상침으로 처리하

고, 소매부리는 3줄의 브레이드로 정리하 다.

더블릿의 앞여밈은 훅과 아이를 사용하여 안감과

겉감사이로 넣고 안감쪽에 봉제하여 앞중심선의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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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저킨의 바디스(1/15 축도)와 스커트(1/20 축도)

<그림 6>  가운(Tudor Costume and Fashion, p.238)



는 손바느질로 정리하 다.

③ 호즈

호즈의 안감에 심지를 붙이고 겉감과는 허리선과

바지 부리선에서 밴드로 봉제하 으며, 여밈은 허리밴

드 부분에 훅과 아이를 사용하 다. 앞 트임선의 코드

피스 아래쪽은 호즈에 봉제하고 윗부분은 아이홀과

포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 다.

④ 저킨

저킨은 바디스 부분과 스커트 부분으로 되어있다.

저킨의 스커트는 재단 후 겉감에 브레이드를 먼저 봉

제하고 겉감과 안감을 봉제한 후 허리부분에 주름을

만들었다. 브레이드 봉제는 손바느질을 이용하 다. 브

레이드는 원단을 사용할 곳의 모양에 따라 재단하여

사용하 으며, 저킨의 바디스 부분에는 깊이 파인 네

크라인 부분에만 사용하 다

⑤ 가운

가운은 모피로 안감을 대고 겉감으로 벨벳을 사용

하 다. 안감과 겉감은 각각 봉제하여 목둘레선의 시

접끼리 그리고 진동둘레의 시접끼리 안과 겉을 손바

느질로 연결하 고, 테두리선은 재봉틀로 연결하 다.

겉감의 브레이드는 3가지가 사용되었으며, 재단 후

브레이드를 먼저 봉제하 다. 소매의 행잉 부분은 안

과 겉을 연결하여 안감 쪽에 브레이드를 붙여 윗 부분

을 밖으로 젖혀놓았다.

2) 작품 2

(1) 디자인

<그림 8>의 남자 복식을 보면 흰색깃털이 달린 검

은색 모자를 쓰고, 장미색의 실크안감을 댄 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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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품 1

<그림 8>  죠우즈공작 결혼식(20,000 Years of Fashion, p.234)



(reseda green)색의 클락34)을 입고 있다. 여기서 색상

의 조화를 볼 수 있는데 장미색의 안감은 스타킹과 맞

추어져있고 안감은 앞단의 젖혀진 부분과 칼라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블릿과 베네시안 브리치즈(venetian

breeches) 그리고 신발이 클락과 같은 회록이다.

(2) 패턴

① 더블릿

네크라인은 자연스러운 라운드 네크라인이고, 소매

는 두장 소매로 제도하 으며, 안감과 겉감의 패턴도

같다. 진동둘레에는 주름을 잡지 않고 이지(ease)분량

만 잡았다.

바디스부분은 앞과 뒤 두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은

안감과 겉감의 모양을 다르게 제도하 다. 안감은 앞중

심선이 직선이며, 겉감은 피스코드 벨리를 나타내기 위

해 아래 부분에 분량을 더 주어 주름으로 처리하 다.

② 베네시안 브리치즈

베네시안 브리치즈는 좌, 우 분량 쪽의 바지가 절개

선이 없이 하나로 제도되었다. 허리선에는 주름분량이

많지 않으며 바지 길이는 무릎길이 정도로 허리선보

다 바지부리 쪽 통이 점점 좁아지고 전체적인 품은 여

유가 많지 않다

③ 클락

클락은 270。의 원 형태로 주름이 많이 생기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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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더블릿바디스(안감과 겉감)와 슬리브(1/15 축도)

<그림 10>  베네시안 브리치즈 (1/20축도) <그림 11>  클락(1/15 축도)



고, 앞 중심선은 안감이 젖혀질 수 있도록 제도되었다.

클락의 뒤쪽에도 주름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4) 봉제방법

① 더블릿

더블릿의 안감은 패드를 대고 퀼팅하여 사용하 다.

바디스는 안과 겉을 각각 봉제하 고, 소매는 안과

겉을 하나로 봉제한 후 바디스의 안감에 소매를 재봉

틀을 이용하여 먼저 달았다. 겉감은 손바느질을 이용

하여 겉에서 그 위를 덮었다. 바디스의 앞중심선은 피

스코드 벨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선으로 나타낸 안

감의 패턴 위에 여러 겹으로 패드를 하여 모양을 만든

후에 앞중심선을 곡선으로 만든 겉감으로 주름을 잡

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었다. 단추는 앞중심선에서 1cm

떨어진 위치에 일정하게 달다가 중간부분에서 밑단까

지는 사선으로 빠져서 테두리선까지 나왔다.

탭은 모양을 완성한 후 허리선에 손바느질로 봉제

하 다.

② 베네시안 브리치즈

베네시안 브리치즈도 안감은 더블릿과 같이 처리하

여, 안감과 겉감을 각각 봉제한 후에 허리와 바지부리

의 밴드로 마무리하 다.

한 장으로 제도한 브리치즈는 다리 안쪽에 봉제선

이 하나가 되었으며, 옆선에는 브레이드 2줄을 이용하

여 장식하 고, 바지부리의 밴드 봉제선에도 한 줄 브

레이드를 사용하 다.

바지의 앞트임에는 플라이를 제작하여 안감과 겉감

사이에 끼워 손바느질로 정리하 고, 바지의 앞여밈은

훅과 아이로 마무리하 다.

③ 클락

클락의 안감은 방사상으로 퀼팅을 하여 자연스러운

클락의 착장 모습을 유도하 다. 겉감에는 심지를 붙

고 뒤쪽의 중심선 시접은 시접끼리 연결하여 겉감

과 안감을 연결하 다.

칼라는 안감과 겉감 사이에 넣어서 봉제하 고, 겉

감과 안감 전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두 줄의 브레이드

로 장식하 다.

3) 작품 3

(1) 디자인

<그림 13>은 1584년의 초상화로 레이스로 만든 폴

링 밴드(falling band)는 언더프로퍼를 사용하여 칼라

를 비스듬하게 기울여 놓았다.36) 소매가 달린 초록색

의 클락은 전체를 금색의 브레이드로 둘러서 무거운

느낌을 준다.

흰색의 새틴으로 만들어진 더블릿은 앞부분이 피스

코드 벨리되어있고 중심에 수직으로 단추가 사용되었

으며, 수평으로는 금색 브레이드가 더블릿 전체의 페

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식되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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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작품 2



초록색 트 크 호즈의 페인은 금색 브레이드로 장

식되어 있고, 금색 브로케이드 캐니언즈는 금색술이

달린 가터로 아랫단이 덮혀져 있다.

(2) 패턴

① 셔츠

셔츠의 품은 넉넉하게 하 고 앞중심선에 트임을

주었다.

② 더블릿

더블릿은 뒤쪽 바디스는 안과 겉을 같이 제도하

지만, 앞쪽 바디스는 피스코드 벨리 되어있는 앞쪽이

작품 2보다 조금 더 과장되었으므로 겉감의 앞중심선

아랫단 쪽의 주름분량이 더 많아졌고, 안감과 겉감의

패턴을 달리하 다.

앞중심선도 안감은 중심선에서 만나고, 겉감은 중심

선에서 여밈 분량으로 1cm씩을 더 나가서 정리하 다.

③ 호즈

호즈는 페인 장식되어있는 트 크 호즈와 캐니언즈

로 구성되어있다. 트 크 호즈는 안감과 겉감이 따로

제도되었다. 안감은 부풀리지 않았고 겉감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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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ir Jerome Bowes(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132)

<그림 15>  더블릿 바디스(안과 겉)와 슬리브 (1/15 축도)

<그림 14>  셔츠 바디스와 슬리브(1/20 축도)



13>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풀린 후 허리선과 아

래쪽의 부리선은 다트로 꼭 맞게 정리하 다. 허리선

은 더블릿의 허리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사선 처리

하 고 앞여밈은 플라이를 앞트임 속에 넣었다.

(4) 봉제방법

① 셔츠

셔츠는 재봉틀을 이용하여 봉제하 고 솔기는 쌈솔

로 하 다.

② 더블릿

더블릿의 안감은 솜으로 퀼팅하여 형태를 잡고, 겉

감에는 접착심지를 사용하여 강도와 형태를 주었으며

안감과 겉감사이에 충전재로 솜을 사용하여 피스코드

벨리 된 앞부분을 표현하 다.

더블릿 전체의 페인은 폭 2cm와 3cm의 두 종류의

브레이드를 수직 수평 방향으로 교차시켜 봉제하지

않은 부분은 활동시에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하 다.

피스코드 벨리 된 앞부분은 겉감의 아래쪽에 작은

주름으로 겉감을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릴 수 있게 하

다. 더블릿과 호즈의 연결부위는 더블릿의 바디스와

페플럼의 시접을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서 그 부분

에 아이 홀을 만들었다.

③ 호즈

트 크 호즈는 파운데이션, 트 크 호즈, 캐니언즈

그리고 페인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파운데이션에는 솜을 넣어 퀼팅하여 더블릿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 고, 트 크 호즈는 허리선에 주름을

잡지 않고 바지 부리 쪽은 다트를 넣어 아래쪽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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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호즈의 안감과 겉감 (1/15 축도)

<그림 17>  작품 3



스럽게 꺽이도록 하 다. 페인 부분은 브레이드를 사

용하여 자연스럽게 호즈 위에 겹치게 늘어놓고 허리

와 바지 부리만 봉제하 다

④ 클락

클락은 안감과 겉감을 같은 색상의 벨벳으로 사용

하 으며, 안감과 겉감에 장식된 브레이드도 같은 종

류로 사용하 다.

클락의 양쪽에 있는 슬리브는 행잉 슬리브로서 안

쪽에 진동둘레를 만들지 않았으며 장식적인 효과만

주었다.

IV.

과거 의상에 대한 고찰은 단순한 모방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패션의 창조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

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대와

미래 패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상에 대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다.

우선 과거의상에 대한 고찰을 한 후 실물제작을 하

다.

16세기 전반기의 복식의 특징은 높이에서 넓이로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15세기 말기와 16세기의 남자

복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의 기본 복식은 슈미즈 (또는 란제리 셔츠)위

에 더블릿과 저킨을 입고, 그 위에 두터운 가운이나

짧은 클락을 덧입었다. 당시에 깔끔하게 다림질한 흰

색의 린넨, 실크, 또는 타프타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었

다는 것은 농민들과 신사를 구분 짓게 했던 척도 다.

한편 16세기 초반까지는 저킨 속에 입는 속옷으로 간

주되었던 더블릿은 16세기 중반부터 손목 부분에서

꼭 맞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와 스탠드 칼라를 가진

전개형의 외투가 되었다. 앞부분을 단추로 채우고 아

주 짧은 엉덩이 길이의 스커트가 다양하게 발달되었

다. 1570년 이후 앙리 3세에 의해 유행되기 시작한 피

스코드 벨리 룩(peascod belly look)의 더블릿이 등장

하 다.

하의는 1550년 이후부터 한 조각의 호즈가 위 아래

로 분리된 어퍼 스톡(upper stocks)과 네더 스톡(nether

stocks)을 입었다. 어퍼 스톡은 후일에 브리치즈

(breeches) 또는 트 크 호즈가 되었고 네더 스톡은

기다란 스타킹이 되었다. 1570년 이후에는 캐니언즈

(canions)와 베네시안 브리치즈가 유행하 다. 캐니언

즈는 짧은 트 크 호즈 아래 입는 튜브 형태의 확장된

무릎 길이의 호즈 다. 베니스 인들의 복장에서 착용

하여 왔다고 해서 베네치안 브리치즈라 불렸던 무릎

길이의 편안하게 맞는 바지는 프랑스 앙리 3세 치하

의 궁정에서 크게 유행하 다.

르네상스 시대 복식의 실물제작 작업을 통하여 실

루엣, 구조, 소재와 색채, 디테일과 장식에 대한 세

한 부분의 연구분석으로 드레스의 설계 및 의장분석

이 쉽게 이해되어졌다.

첫째, 실루엣은 슬래쉬, 퍼프, 패드로 넓이와 부피감

을 강조하 다.

둘째, 구조를 보면 남성복식은 새로운 형태의 복식

을 위한 디테일로 코드피스가 부착된 호즈, 피스코드

벨리된 더블릿, 슬래쉬 장식 등으로 복식의 구조가 많

이 복잡해졌다.

셋째, 소재는 르네상스 기간동안 직물 기술의 발달

로 인하여 더욱 정교해지고 사치스러워졌다.

색채는 르네상스가 시작될 당시의 진하고 어두웠던

색채들은 다홍색, 노란색, 황갈색, 주황색, 자주색 등

더욱 밝아진 색채가 유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넷째, 디테일과 장식에서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슬래쉬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핑크, 페인 등의 장식기법들이 있었으

며, 칼라 또한 르네상스시대에 나타난 의복의 또 다른

형태인 러프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의복의 또 다른 디테일로 다양한 구조의 슬리브로

분리된 슬리브, 행잉 슬리브, 퍼프 슬리브 그리고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까지 볼 수 있다. 남성복식의 패드는

피스코드 벨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복식의 구

조라고도 할 수 있는 포인트 사용하 다.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한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르네

상스 복식의 설계 및 의상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하기로 결정된 복식들은 16세기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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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복식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

식들을 선정하 다.

둘째, 제작되어진 복식은 모두 세벌로 남자의 바디

선정은 당시의 유물을 설명하는“Patterns of Fashion”

을 참고하여 허리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작품

마다 바디를 보강하며 사용하 다. 작품 1의 경우 거

대한 몸을 표현하기 위해 바디에 패드를 대어 가슴과

배를 보강한 후 패턴을 제작하 다.

분석되어진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한 패턴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 다.

작품 1의 셔츠는 슬래쉬 된 더블릿 밖으로 퍼프되

어지는 분량을 감안하여 더블릿의 슬리브 보다 30%정

도 길이와 품을 늘렸다. 더블릿은 저킨의 안쪽에 입게

되므로 낮아진 저킨의 허리선 위로 올라오지 않을 정

도의 길이이며 직선으로 제도되었고, 여밈은 <그림 1>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맞여밈으로 하 다.

저킨은 <그림 1>에서는 자세히 보여지지 않으므로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제도하 고, 저킨의 아래에 달려

있는 부분은 저킨의 스커트로 분석하여 베이시스와

같이 깊은 주름은 피했다. 가운의 안감은 모피, 겉감은

벨벳을 사용하 고 같은 패턴을 사용하여 뒷중심 부

분의 많은 주름 분량을 사용한 것은 가운의 부피 감을

유도하 다.

작품 2의 더블릿이 피스코드 벨리되어 프론트 바디

스의 안감과 겉감의 패턴 앞중심에서 길이의 차이를

주었다. 베네치안 브리치즈는 양쪽 각각 한 장으로 제

도하여 옆선에서 봉제 선이 보이지 않으며 앞쪽 트임

에서는 안쪽에 플라이를 제도하여 여밈 처리를 해주

었다.

클락은 주름의 양이 많지 않도록 하고 패드가 대어

진 부풀어진 소매의 형태로 인해 넓어진 어깨에 맞추

어 제도되었다.

작품 3은 <그림 8>보다 피스코드 벨리 부분이 더 강

조된 더블릿으로 프론트 바디스의 겉감과 안감의 앞중

심선 길이 차이가 확연하게 보여지며 아래쪽을 주름잡

아 주머니모양으로 부풀렸다. 소매는 탈착이 가능하도

록 하 고 숄더 윙(shoulder wing)을 달아주었다.

트 크 호즈는 3겹의 원단을 사용하므로 각각의 패

턴을 제도하 다. 주름 없이 안감을 제도하고 그 위에

퍼프 분량을 주어 <그림 13>의 모양이 나오도록 했으

며 위, 아래의 주름분량은 4겹(패드솜 포함)의 소재가

겹치게 되므로 다트로 처리하여 시접량을 줄 다.

캐니언즈는 다리에 착할 수 있도록 옆선을 가파

른 사선으로 처리하 고, 클락에 사용되지 않은 행잉

슬리브는 진동둘레를 긴 타원형으로 형태만 나타내었

고 슬리브 또한 납작한 상태로 제도하 으며, 그림에

서 보이는 클락의 앞모습으로 추정하여 주름분량을

많이 넣지 않았고, 칼라는 뒷칼라 없이 앞쪽에 젖혀지

는 부분까지만 칼라모양이 제도되었다.

셋째, 작품에 사용된 소재는 주로 새틴, 타프타, 벨

벳 그리고 레이스 가 사용되었으며, 장식으로 금색 브

레이드가 다양한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색채는

밝고 선명한 색채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안감과 겉

감으로 보색관계의 색채들이 사용되기도 하 는데 이

는 단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기위한 방법이었다. 특징적

인 것은 안감과 겉감이 같은 소재가 쓰이는 경우가 많

았다. 현대에서는 실크가 안감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

으나 벨벳이 안감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

이는데, 당시의 유물에서 보여지는 안감이나 언더가운

의 소재가 벨벳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작품의 봉제방법은 남성복식은 무거운 패딩을

위해서 안감 쪽에는 대부분 퀼팅을 하여 얇고 가벼운

실크를 사용하 어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시

접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곳에는 주름대신 다

트를 사용하 다

남성복식의 많은 디테일 부착과 끝손질에 손바느질

을 주로 사용하 으며, 실루엣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강도의 본을 사용하 으며, 부자재로 쓰인 바이

어스 테이프와 리본 테이프는 장식과 시접정리의 용도

이외에 복식의 형태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도 하 다.

이상의 내용은 실물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분

석되어진 것으로 재현작업 이전에 자료를 통해 알아

본 것과 함께, 제작 방법을 익히고 그 구조적인 형태

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정확히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은 복식사 연구의 발전과 복식사와 구성을

필수적으로 겸비하여 복식의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장

식까지 복식 생산 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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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디자인의 감의 출처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여기

고, 차후에는 더 많은 품목의 시대적 복식에 대한 연

구와 재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재현 작업에서

는 보다 근접한 소재의 선택, 풍부한 장식 기법과 더

욱 실제에 가까운 봉제 기술의 사용 등으로 실물을 재

현하여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이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새로운 패션 모드 창조에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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