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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놀린 스타일 및 버슬 스타일 재킷의 패턴분석과 재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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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rinoline and Bustle Style Jacket Pattern 

Analysis and its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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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take comparative analysis of woman's jacket pattern and details based on the
Crinoline and Bustle style of the 19th century, comprehend the relation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yles. And it
also presented the resultant characteristics and attempted reproducing the original dress of the past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woman’s jacket design. Larger portion was occupied for the breast front width than the back width for both
Crinoline and Bustle style, which indicated the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se styles and modern jackets in terms
of pattern size. Circumferences also showed that both styles had larger size for the front region than for the back. Divided
by two types of pattern shape. The Crinoline style has a waist line and flare. On the other hand, the Bustle style does
not have a waist line and has pleats. These two styles shows distinct differences of patterns even if they seem similar.
It was essential to undertake the designing of models by giving a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patterns of the
two styles. With respect to how to sketch the study models which will be applied for the reproduction to modern body
sizes were as follows: the front bust circumference; B/4 +1+1 cm, the back bust circumference; B/4 +1-1 cm, front waist
circumference; W/4 +1+1 cm, back waist circumference; W/4 +1-1 cm, the height of sleeve crown; AH/3, armhole line;
B/4, the back width /2; 17.5 cm, the breast front width /2; 16.5cm. And for the rest parts, sizes reflecting the char-
acteristics of the patterns of two styles have been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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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식은 각 시대의 집약적인 표현도구로서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는 사

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김미선, 1983).

특히 산업발전으로 인해 여성복식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변

화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스포츠의 보급, 의복 개혁 등으

로 여성들의 복장은 남성복화 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박선

희, 2001). 

19세기 중기, 말기에 나타난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과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은 스커트의 과장된 실루엣으로

인해 상의는 축소되어 피트성이 요구되었으며 현대의 피트한

재킷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여성 재킷

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입혀지고 있으며 패션의 리싸이클 법칙

이 다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와 미래 패션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상에 대한 패턴 고찰을 통해 현대의상

에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서양의복 구성방법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바디스, 슬리브, 칼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완성된 의복형태나

절개선의 위치 및 형태를 주로 고찰하였다(김준석, 2001; 송설

옥, 1998; 김성연 1996; 박선애, 1982). 또한 19세기에 관한

연구는 실루엣의 변화와 하의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박선희,

2001; 이정남, 1988; 구미지, 1988; 김미선, 1983)가 대부분으

로 과거 의복의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턴치수나 패턴특성

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복의 필수 아이템인 재킷이

일반적 여성복으로서 정착되어가는 19세기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에서 나타난 여성 재킷 패턴과 디테일의 비교, 분

석을 통해 두 재킷 스타일간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고, 현대적 패턴제작법으로 실물제작을 통해 보

다 쉽고 바르게 재현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다양한 재킷의

디자인 개발에 활용되고자 한다.Corresponding author; Jin-Su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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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여성 재킷의 정의 및 기원

재킷(jacket)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소매가 있는 짧은 맨

윗옷을 말한다(Longman, 1983). 프랑스어로는 자케트(jaquette)

라 한다. 어원은 14세기 후반에 군인이 착용했던 자크(jaque)로

서 몸에 꼭 맞는 허리길이에 스탠드 칼라가 달려 있었다. 재킷

은 여기서 파생된 말이다. 웨이스트라인에 절개선이 있건 없건

허리길이 또는 그보다 약간 긴 것을 가리킨다. 응용범위가 넓

고 종별도 다양한 반면 코트와 중복되는 면도 있어 혼동을 가

져오기 쉽다(http://100.naver.com).

따라서 현대의 일반적인 재킷의 개념은 허리보다는 길고 길

이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매가 달려있는 앞트임의 겉옷으

로 정의한다.

복식사에서 볼 때 재킷은 상하 의복이 분리된 중·상의를

말하는 것인데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 하의를 따

로 입는 형태의 의복을 착용했다. 여성이 상, 하의를 따로 입

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 로브(robe)에서 바디스와 스커트

가 분리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여성의 재

킷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김성연, 1996). 

현대와 비슷한 형태의 재킷이 출현한 것은 최초로 1786년의

카라코(caraco)라는 외투로 앞트임의 피트한 현대의 재킷과 같

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성 테일러드 슈트

(tailored suit)의 시초는 1860년대였다. 이후 1880년경 직업여성

의 증가와 함께 기능적이고 위생적인 의상을 원하는 수요에 의

해 인기를 더하게 되었다(이종남 외, 1988; Blanche, 1965). 

 

2.2. 크린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특징

19세기 변천에 대한 시대 구분은 자료마다 연대가 다르게 설

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

일을 여성복의 실루엣 변화에 따른 근거를 기준으로 크리놀린

스타일은 1850~1870년, 버슬 스타일은 1870~1890년으로 나누

었다(정흥숙, 1997; Phyllis·Keith, 1989; 신상옥, 1988).

크리놀린 스타일 : 크리놀린(crinoline)이란 명칭은 ‘머리카락’

이란 뜻의 크리니스(crinis)에서 유래한다. 로맨틱 스타일의 드

레스가 유행했던 왕정복고 시대부터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말털을 넣어 만든 패드를 사용했고, 이 시대에 와서 스커트의

폭을 둥근 닭장처럼 크게 늘리게 되자 린넨에다 말털을 넣어

짠 천으로 페티코트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이것이 페티코트

의 효과를 내자 페티코트 자체를 크리놀린이라 하게 되었다(정

흥숙, 1997).

당시의 기본 실루엣은 바디스를 통해 꼭 조여지는 스커트로

넓고 둥글게 퍼지거나 돔 형태이고 웨이스트는 가늘고 바디스

는 신체에 밀착되어 X자형의 실루엣을 보였다. 목선은 높고 주

로 칼라가 없이 바이어스 파이핑으로 마무리했으며 가끔 분리

가 되는 칼라를 사용하였고, 1860년대 이후 칼라는 주로 스탠

딩 밴드가 사용되었다. 어깨는 진동둘레가 약간 아래 내려가 있

는 드롭 숄더(dropped shoulder)로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를 보

였으며 좁은 진동둘레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였다. 

버슬 스타일 : 버슬(Bustle)은 서부 유럽의 여성들이 19세기

에 스커트의 엉덩이 뒷부분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허

리 받침대를 말한다. 허리받침틀은 16세기에는 베르뛰가뎅

(vertugadin) 18세기에는 빠니에(panier)라고 일컬었다. 따라서

19세기의 버슬은 크리놀린 스타일의 부풀린 것을 스커트의 뒤

로 집중시킨 것이다(이정남, 1988).

바디스의 전반적 특징은 뒤를 강조하기 위해 앞의 실루엣은

최대한 딱 맞고 꼭 끼었으며 옆선은 인체에 밀착된 사선으로,

앞 뒤 중심선도 절개되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어깨선은 날씬

해 보이도록 짧아졌고, 네크라인은 V자형이거나 사각형이었고

목에서부터 단추가 달려있었다. 1880년대에 접어들어 테일러드

앙상블이 본격적으로 입혀지면서 칼라도 테일러드 칼라가 사용

되었다. 이에 소매 또한 비교적 단순하게 변화하여 직선적이거

나 2장 소매로 입체감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Phyllis·Keith,

1989).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자료수집

전반적인 서양복식사의 흐름에 따라 19세기 크리놀린 스타

일과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과 디테일 분석을 위해 2003년 5~

7월에 걸쳐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

연구와 국내외에서 출판된 관련 전문서적, 인터넷 정보를 참고

Fig. 1. 기초선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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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서양복식사 관련 문헌에 제

시된 여성복 패턴을 근거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패턴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 패턴 13

점,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 14점이며, 디테일 분석을 위해 수

집한 자료는 여성 재킷 그림으로 크리놀린 스타일 40점, 버슬

스타일 49점으로 선정하였다.

3.2. 재킷 패턴분석

머슬린 실물제작 및 기초선 평가 : 선정된 27개 패턴을 실

물치수로 제도한 다음 입체적 형태 파악을 위해 머슬린으로 실

물제작 하였다. 패턴 분석을 위해 선정된 패턴의 기초선 설정

에 따른 적합성 및 수정, 보완을 위한 머슬린 실물의 기초선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작방법은 착의시 기초선 위치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것으로 부속품을 배제하였고 소매는 오른쪽 소매 하나만 부착

하여 제작하였다. 각각의 기초선에 2 mm 검정색 라인테입으로

표시하여 판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재킷 치수가 다양하므로

Fig. 1과 같이 각각 다른 3가지의 인대에 착의시켰다. 평가는

의복구성전공자 5명이며, 평가항목은 각각의 기초선이 인대의

기준선과 비교하여 적합한지에 관한 항목으로 총 11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패턴치수 측정방법 및 항목 : 머슬린 실물제작에 따른 기초

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선이 인대의 기준선에서 지나

치게 어긋난 것과 재킷 형태가 균형적이지 못해 평가가 불가능

한 총 4개의 재킷 패턴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초선

수정·보완을 거친 총 23개의 패턴으로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

패턴 12개와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 11개에 대해 패턴치수를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패턴에서 측정 가능한 길이 18항목, 둘레 14항목,

너비 5항목, 높이 및 처짐분 4항목, 기타 6항목, 계산 및 지수

항목 9항목, 총 56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Fig.

2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패턴치수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를 SPSS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두 스타일을 2개의 집

단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test를 통해 측정

항목별 두 스타일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3.3. 재킷 디테일 비교 

크리놀린 스타일 40점, 버슬 스타일 49점의 여성 재킷 그림

을 대상으로 디테일의 구성형태를 유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항목

으로 설정하였다. 

두 스타일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디테일간 구성형태의 빈

도를 분석하고, 두 집단에 따른 디테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검

증을 위한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카이스퀘어(χ
2
)분석을 하였다. 

3.4. 원형설계

19세기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에 따른 여성 재킷의

패턴과 디테일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스타일 각각의 특징이 뚜

렷한 대표적 재킷을 선정하였다. 

실험원형 : 현대 여성복 재킷 패턴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특히 요구되는 피트성이 좋으면서 간편한 설계방법인

“곽영철”식 재킷원형(한국모델리즘 산학교수협회, 2002)을 토

대로 두 스타일의 구성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험원형을 설계하

였다. 실험원형 제도시 기성복의 기준치수인 86-92-160 cm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실험원형에서는 선

정된 두 스타일 재킷 패턴에 나타난 재킷길이, 다트량, 절개선

위치, 어깨선 위치 등의 치수는 그대로 적용하였다. 2차례에 걸

쳐 보정하였고 소재는 머슬린을 사용하였다.

착의실험 :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1, 2차에 걸쳐 착의평가를

Fig. 2. 패턴치수 측정방법 및 기초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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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착의는 86-92-160 cm에 해당하는 인대에 착의시켰

고, 평가는 의복원형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복구성전공자 5

명이 하였다. 평가방법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중심으로 총 37항

목에 대해 각 검사항목마다 만족 정도에 따라 5점 평점 척도

법을 사용하였다.

두 스타일 재킷 각각의 1, 2차 실험원형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착의평가

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계수를 구하였다.

연구원형 : 원형은 1, 2차 실험원형의 착의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합성을 높인 크리놀린 스

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대표적인 재킷 연구원형을 완성하였다.

실물제작 :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대표적 재킷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패턴을 수집한 문헌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가장 유사한 실물 소재, 색상, 부속품 및

부자재를 사용하여 직접 실물제작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재킷 패턴분석

머슬린 실물제작의 기초선 평가 : 총 27개의 머슬린 실물

재킷을 인대에 착의 시켜 기초선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초선의

위치에 관한 평가항목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가슴둘레선은 인

대의 기준선보다 위에 위치하였고, 허리둘레선은 비교적 적합

하였다. 측면에서의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S자형을 이루고 있었

다. 이는 상반신의 자세와 관련한 것으로 몸을 조이는 기능의

코르셋으로 인해 현대인에 비해 가슴은 위로 올라가 있고 앞으

로 많이 돌출하였으며, 허리는 앞으로 내밀어져 뒤로 젖힌 체

형의 특징을 보였다. 반면 재킷 앞판, 옆판, 뒤판의 기초선이

인대의 기준선과 큰 차이를 보인 총 4개의 패턴은 패턴치수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패턴치수 측정치의 기술통계량 : Table 2는 크리놀린 스타일

과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 23개의 패턴치수 측정치의 기술통

계량 결과로 두 스타일의 길이항목 앞중심길이, 재킷앞길이, 목

앞길이, 재킷뒤길이는 재킷의 형태적 차이로 인하여 두 스타일

모두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크리놀

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 뒤판의 뒤중심길이는 평균 37.7 cm,

36.9 cm로 두 스타일 모두 현대의 뒤중심길이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둘레항목에서 크리놀린 스타일의 앞가슴둘레/2는 26.2 cm, 뒤

가슴둘레/2는 22.7 cm, 앞허리둘레/2는 17.9 cm, 뒤허리둘레/2는

15.7 cm이며, 버슬 스타일의 앞가슴둘레/2는 26.6 cm, 뒤가슴둘

레/2는 21.8 cm, 앞허리둘레/2는 18.7 cm, 뒤허리둘레/2 14.7

cm로 나타나 두 스타일 모두 뒤판 보다 앞판이 켰다. 또한 크

리놀린 스타일의 앞품/2은 21.5 cm, 뒤품/2은 18.5 cm로 앞품과

뒤품의 편차가 3.0 cm로 뒤품에 비해 앞품이 컸다. 버슬 스타

일도 앞품/2이 21.0 cm, 뒤품/2은 16.2 cm로 앞품과 뒤품의 편

차가 4.8 cm로 뒤품에 비해 앞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 모두 공통되게 앞품이 더 컸으

며 현대의 패턴치수(이형숙·남윤자, 2001; 임원자, 1995)와 다

름을 알 수 있었다. 

어깨길이와 어깨처짐분에서 크리놀린 스타일 앞어깨길이는

19.7 cm, 뒤어깨길이는 20.0 cm로 어깨길이 평균이 길게 나타

났다. 앞어깨처짐분은 7.6 cm, 뒤어깨처짐분은 10.0 cm로 앞어

깨처짐분에 비해 뒤어깨처짐분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버슬 스타일의 앞어깨길이는 평균 15.3 cm, 뒤어깨길이는 15.3

cm, 앞어깨처짐분은 5.3 cm, 뒤어깨처짐분은 7.9 cm로 나타났

다. 크리놀린 스타일과 비교해 볼 때 버슬 스타일의 앞, 뒤어

깨길이가 많이 짧았고 앞, 뒤어깨처짐분은 더욱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유행이던 드롭숄더로 인

해 아래로 내려가 있던 어깨선이 버슬 스타일에서 제 어깨선으

로 변화한 결과로 보여진다. 

두 스타일간 유의차 검증 :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과 버슬 스

타일 재킷간의 패턴치수 측정항목별 상관성과 독립성을 알아보

기 위해 유의차 검증을 한 결과, 앞어깨길이, 뒤어깨길이에서

뚜렷한 유의차(≤0.001)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뒤어깨끝점사이

길이/2, 소매단둘레, 소매산높이에서 유의차(0.001<p≤0.01)를 보

였으며, 앞어깨끝점사이길이/2, 뒤품/2, 뒤진동길이, 목뒤옆높이,

뒤어깨처짐분, 앞중심길이+스커트앞중심길이에서 유의차(0.01<

p≤0.05)를 보였다.

Table 1. 패턴치수 측정항목

길이항목 1. 앞중심길이 2. 재킷앞길이 3. 앞품/2 4. 앞어깨끝점사이길이/2 5. 앞어깨길이 6. 앞진동길이 7. 목앞길이 8. 뒤중심길이 9. 재킷

뒤길이 10. 뒤품/2 11. 뒤어깨끝점사이길이/2 12. 뒤어깨길이 13. 뒤진동길이 14. 옆선길이 15. 소매길이 16. 스커트 앞중심길이

17. 스커트 뒤중심길이 18. 스커트 허리벨트길이

둘레항목 19. 앞가슴둘레/2 20. 앞허리둘레/2 21. 앞진동둘레 22. 앞밑단둘레/2 23. 목앞둘레/2 24. 뒤가슴둘레/2 25. 뒤허리둘레/2 26. 뒤진동둘레

27. 뒤밑단둘레/2 28. 목뒤둘레/2 29. 소매최대둘레 30. 소매단둘레 31. 소매진동둘레 32. 스커트 밑단둘레/2

너비항목 33. 앞진동너비 34. 목앞너비/2 35. 뒤진동너비 36. 목뒤너비/2 37. 스커트 허리벨트너비

높이 및 처짐분 38. 목뒤옆높이 39. 앞어깨처짐분 40. 뒤어깨처짐분 41. 소매산높이

기타 42. 칼라포인트길이 43. 뒤칼라높이 44. 단추 개수 45. 단추 간격 46. 앞다트분 47. 뒤다트분

계산 및 

지수항목

48. 가슴둘레/2 49. 허리둘레/2 50. 가슴둘레/2 -허리둘레/2 51. 앞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2. 뒤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3. 스커트뒤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4. 앞품/뒤품 55. 앞중심길이 /(앞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6. 뒤중심길이 /(뒤중

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8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1호, 2006년

Table 2.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치수 측정치의 평균, 편차, 유의차검증 결과                           (unit : cm)

측정항목
크리놀린

t-value
버슬

평균 편차 평균 편차

길이항목  1. 앞중심길이  30.1  6.8  1.48 24.9 9.5

 2. 재킷앞길이  44.3  13.8  0.40 42.2 10.0

 3. 앞품/2  21.5  1.8  0.66 21.0 1.9

 4. 앞어깨끝점사이길이/2  26.3  1.5  2.31* 24.0 3.0

 5. 앞어깨길이  19.7  2.4  4.55*** 15.3 2.0 

 6. 앞진동길이  16.4  3.1  -1.69 18.3 2.2

 7. 목앞길이  13.8  9.7  -0.87 17.6 11.3

 8. 뒤중심길이  37.7  2.9  0.67 36.9 2.2

 9. 재킷뒤길이  54.8  13.0  -0.80 58.4 7.9

 10. 뒤품/2  18.5  2.5  2.17* 16.2 2.4

 11. 뒤어깨끝점사이길이/2  22.2  3.1  4.00** 17.6 2.1

 12. 뒤어깨길이  20.0  2.6  4.99*** 15.3 1.7

 13. 뒤진동길이  12.0  2.1  -2.65* 14.3 1.9

 14. 옆선길이  29.0  10.6  0.63 26.8 5.2

 15. 소매길이  52.3  5.9  -1.08 56.1 10.4

 16. 스커트 앞중심길이  101.3  6.8  1.69 96.3 3.9

 17. 스커트 뒤중심길이  119.9  11.1  0.01 119.7 23.9

 18. 스커트 허리벨트길이  60.1  3.9  -1.03 63.5 5.3

둘레항목  19. 앞가슴둘레/2  26.2  2.9  -0.43 26.6 1.3

 20. 앞허리둘레/2  17.9  3.6  -0.64 18.7 2.1

 21. 앞진동둘레  20.2  3.3  -1.79 22.9 3.7

 22. 앞밑단둘레/2  27.9  11.4  0.72 25.2 6.3

 23. 목앞둘레/2  17.5  8.9  -0.27 18.6 9.7

 24. 뒤가슴둘레/2  22.7  2.6  0.61 21.8 4.3

 25. 뒤허리둘레/2  15.7  1.7  1.29 14.7 2.0

 26. 뒤진동둘레  16.8  2.9  -0.89 17.8 2.4

 27. 뒤밑단둘레/2  35.8  19.7  -0.70 41.4 18.0

 28. 목뒤둘레/2  6.0  1.4  1.46 5.2 1.1

 29. 소매최대둘레  43.4  8.8  1.00 40.2 5.6

 30. 소매단둘레  56.3  23.7  4.53** 24.9 3.1

 31. 소매진동둘레  45.3  9.9  -0.70 48.0 8.3

32. 스커트 밑단둘레/2 179.2  38.9  1.90 141.0 38.5

너비항목 33. 앞진동너비

34. 목앞너비/2

35. 뒤진동너비

36. 목뒤너비/2

37. 스커트 허리벨트너비

 4.5

 8.6

 5.1

 5.7

 2.3

 1.1

 1.6

 2.3

 1.3

 0.4

 -2.02

 -0.73

 -1.44

 1.32

 -0.83

6.0

9.6

6.4

5.0

2.6

2.2

4.0

1.8

1.0

0.5

높이 및 처짐분 38. 목뒤옆높이

39. 앞어깨처짐분

40. 뒤어깨처짐분

41. 소매산높이

1.5 

7.6

10.0

6.8 

0.6

3.2

2.8 

3.7

2.33*

2.06

2.08*

-3.28**

0.9

5.3

7.9

11.9

0.6

1.8

1.9

3.7

기타 42. 칼라포인트길이

43. 뒤칼라높이

44. 단추 갯수

45. 단추 간격

46. 앞다트분

47. 뒤다트분

9.2

4.9

6.6

3.2

8.8

5.5

6.7

2.2 

4.1 

2.4

3.5

3.2

0.95

0.69

-2.78*

-0.55

0.54

-0.30

4.7

4.1

14.7

4.0

8.1

5.9

0.1

1.9

7.3

2.7

2.5

3.1

계산 및 지수항목 48. 가슴둘레/2

49. 허리둘레/2

50. 가슴둘레/2 -허리둘레/2

51. 앞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2. 뒤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3. 스커트뒤중심길이 -스커트앞중심길이

54. 앞품/뒤품

55. 앞중심길이/(앞중심길이+스,앞중심길이)

56. 뒤중심길이 (뒤중심길이+스,앞중심길이)

48.9

33.6 

15.3

131.4

139.0

18.6

1.1

0.2 

0.5

4.9 

4.7

4.7

9.2

5.8

7.6 

0.1

0.0

0.7 

0.25

0.13

0.15

2.42*

1.92

-0.60

-1.77

1.41

0.93

48.4

33.4

15.0

121.2

133.2

23.4

1.2

0.2

0.3

4.2

2.7

3.6

8.7

5.5

20.9

0.2

0.0

0.0

* : 0.01<p≤0.05 ** : 0.001<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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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허리절개선에 따른 패턴 형태.

Table 3. 두 스타일간 재킷 디테일 비교 결과 

분석항목

크리놀린 

스타일
(N=40)

버슬 

스타일
(N=49)

합계 chisquare

몸판 끈 8 6

0

43

49

9.66 0.008*
걸고리 6

단추 26

합계 40

꼭 끼는 30 42

2.36 0.307
덜 끼는 9 7

헐렁한 1 0

합계 40 49

다트 있다 37 49

18.92 <0.001***없다 3 0

합계 40 49

절개선있다 23 45

14.40 <0.001***없다 17 4

합계 40 49

직선 4 13

1.07 0.300곡선 19 32

합계 23 45

포켓 있다 0 2

1.67 0.196없다 40 47

합계 40 49

밑단 허리선 11 7

2.85 0.240

허리둘레선과 엉

덩이 둘레선 사이
17 28

엉덩이 둘레선 12 14

합계 40 49

전체밀착형 10 10

22.68 <0.001***

앞은 밀착되고 

뒤만 퍼지는 형
13 37

전체 퍼지는 형 17 2

합계 40 49

수평형 16 12

15.29 <0.001***

앞판이 뒤보다 긴 

V자형
10 18

뒤판이 앞판보다 

긴형
14 19

합계 40 49

분석항목

크리놀린 

스타일
(N=40)

버슬 

스타일
(N=49)

합계 chisquare

칼라 있다 14 34

15

49

10.48 0.001***없다 26

합계 40

플랫 칼라 4 5

2

10

17

34

5.59 0.133

숄 칼라 2

테일러드 칼라 6

스탠딩 칼라 2

합계 14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4 16

10

1

22

49

19.05 <0.001***

라운드 네트라인 26

스퀘어 네트라인 1

V형 네크라인 9

합계 40

소매 손목길이 16
46

0

3

49

30.25 <0.001***

팔꿈치길이 0

손목과 팔꿈치 

중간길이
24

합계 40

파고다 슬리브 27
0

7

42

49

47.87 <0.001***

퍼프 슬리브 3

타이트 슬리브-

2장소매
10

합계 40

셋인 슬리브 40 49

0

49

0 1.000라글란 슬리브 0

합계 40

어깨선 3 20

29

49

12.76 0.002**상완둘레선 위치 37

합계 40

커프스 있다 21 35

14

49

3.38 0.066없다 19

합계 40

일반 커프스 8 24

11

35

4.98 0.026*프릴 커프스 13

합계 21

여밈 목밑부터 26 24

20

5

49

3.38 0.185
가슴부터 9

허리부터 5

합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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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킷 디테일 비교

두 스타일간 디테일 분석에 따른 공통성과 차이점 검증을 위

한 카이제곱(χ
2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칼라의 유무, 네

크라인의 형태, 소매길이, 소매형태, 몸판의 다트 유무, 절개선

유무, 밑단의 형태, 길이에서 뚜렷한 유의차(≤0.001)를 보였으

며 특히 소매길이, 소매형태, 몸판의 밑단 형태에서 큰 유의차

를 보여 두 스타일간 변화에 의해 디테일의 특징이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매선 위치, 여밈 방법에서 높은 유의

차(0.001<p≤0.01)를 보였으며, 커프스 형태도 유의차(0.01<p≤

0.05)를 보였다. 그 외 칼라가 있는 경우 칼라의 형태, 소매는

구성형태, 커프스의 유무, 몸판은 여밈 위치, 피트성, 절개선의

형태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두 스타일의 재킷에 공통점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턴에서 디테일 특징을 살펴보면 허리절개선의 유무

에 관하여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 패턴 12개 중에서 허리절개

선이 있는 것은 5(41.7%)개, 허리절개선이 없는 것은 7(58.3%)

개로 나타났다. 버슬 스타일 재킷 패턴 11개 중에서 허리절개

선이 있는 것은 2(18.2%)개, 허리절개선이 없는 것은 9(81.8%)

개로 분류되었다. 

Fig. 3은 허리절개선에 따른 패턴의 형태이다. 크리놀린 스타

일의 재킷은 엉덩이둘레선 수준의 재킷길이로 허리절개선을 주

어 전체적으로 넓고 풍성한 볼륨감을 위해 플레어 구성방법이

사용되었다. 허리절개선이 없는 경우는 허리둘레선 수준의 길

이로 재킷길이가 짧고 인체에 더욱 밀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크리놀린 스타일은 허리절개선

이 있는 형태 5(41.7%)개가 없는 것 7(58.3%)개에 비해 비중

이 적지만 전체적 디테일을 비교하면 허리절개선이 있는 형태

가 대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버슬 스타일에서 허리절개선이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한 반

면 허리절개선이 없는 패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의 패턴 중에서 5개의 패턴은 뒤판의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

여 플리츠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밀착되면서 스커트의 힙

돌출로 인해 재킷밑단에 여유분을 주기 위한 구성방법으로 사

료된다. 그러므로 버슬 스타일은 허리절개선이 없는 형태가 대

Fig. 4.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 원형 설계방법(단위:cm).

Fig. 5. 버슬 스타일 재킷 원형 설계방법(단위: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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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원형설계 

실험원형 : 디테일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스타일 각

각의 대표적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재킷을 선정하여 실험원형

을 설계하였다. 원형설계시 기준치수는 86-92-160 cm로 가슴둘

레 86 cm, 허리둘레 66cm, 엉덩이둘레 92 cm, 등길이 38 cm,

어깨너비 38 cm, 소매길이 60 cm, 재킷길이는 크리놀린 스타일

66 cm, 버슬 스타일 56 cm로 하였다. 두 스타일의 구성적 특징

중 재킷길이, 앞품, 뒤품, 다트 위치, 절개선의 위치, 어깨선의

위치와 디테일 요소들은 선정된 패턴치수와 평균치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험원형을 설계하였다. 

착의실험 : 1차 착의평가 결과,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

타일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앞판의 앞품과 가슴부위가 들뜨고

진동길이도 길었으며 뒤판의 목옆부위가 뜨고 뒤품도 전반적으

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매의 중심선은 뒤로 치우쳐 있었다.

실험원형이 인대에 적합한지의 평가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크리

놀린 스타일이 3.76, 버슬 스타일이 4.00으로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두 스타일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판과 뒤판의 비율차이를 두었고, 뒤판

의 목옆부위를 0.5 cm 줄였으며 소매의 중심선을 앞으로 0.5

cm 이동시켰다. 

2차 착의평가 결과, 크리놀린 스타일은 목둘레선의 여유가 작

게 나타났으며 뒤판 목옆점의 들뜸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좋

은 평가를 받았다. 버슬 스타일은 소매기울기를 제외한 나머지

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크리놀린

스타일이 4.42, 버슬 스타일이 4.52로 1차 착의평가 결과보다

높은 평가를 얻었고, Cron-bach Alpha계수를 산출한 결과

0.94, 0.96으로 두 스타일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차 착의실험 결과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크리놀린 스타

일 재킷 목둘레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목둘레선을 0.5 cm

더 파주었고 뒤판 목옆부위를 0.3 cm 줄여 주었다. 버슬 스타

일은 소매기울기의 보정을 위해 소매의 벌림분을 0.3 cm씩 줄

여 0.2 cm씩 벌어지도록 하여 이것을 최종 연구원형으로 정하

였다.

연구원형 : 1, 2차에 걸친 착의평가를 통해 수정·보완된 크

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재킷 연구원형의 구체적인 제

도 방법은 앞가슴둘레는 B/4 +1+1 cm, 뒤가슴둘레는 B/4 +1-

1 cm, 앞허리둘레는 W/4 +1+1 cm, 뒤허리둘레는 W/4 +1-

1 cm, 소매산높이는 AH/3, 진동선은 B/4, 뒤품/2은 17.5 cm,

Fig. 6. 크리놀린 스타일 재킷 실물 착의모습.

Fig. 7. 버슬 스타일 재킷 실물 착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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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품/2은 16.5 cm로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실물제작 :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대표적 특성을

나타낸 그림을 바탕으로 실물제작한 결과이다. 참고문헌에 기

초하여 유사한 실물 소재 및 색상,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두 스타일 각각의 실루엣이 문헌과 같이 바르게 재현되

었으며 착의시 피트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과 Fig. 7은 해당치수의 인대에 착의 시킨 모습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 여성복의 필수 아이템인 재킷이 일반적 여

성복으로 정착해 가는 시점인 19세기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에 따른 여성 재킷의 패턴과 디테일을 비교?분석하여 두

스타일간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특성을 제시하고, 실물제작을 통해 과거 의복을 재현함으로써

현대 여성복 재킷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스타일 대표적 재킷의 피트성을 고려한 1, 2차 실험원형

설계에 따른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성이 높은 연구원형을

완성하여 실물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치수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크리놀린 스타일보다

버슬 스타일의 앞, 뒤어깨길이가 많이 짧아졌고 앞, 뒤어깨처짐

분은 더욱 작아져 두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어깨선 위치가 변

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두 스타일 모두 공통되게 뒤품에 비해

앞품이 크게 설정되어 현대의 패턴치수와 다름을 알수 있었다. 

둘째, 두 스타일의 디테일 비교, 분석 결과, 칼라의 유무, 네

크라인의 형태, 소매길이, 소매형태, 몸판의 다트 유무, 절개선

유무, 밑단의 형태, 길이에서 뚜렷한 유의차를 보여 두 스타일

간 디테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몸판의 다트와 절개선을 함

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입체적이고 피트한 재킷이 되도록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턴에 나타난 디테일 특징으

로 허리절개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졌다. 크리놀린 스

타일은 허리절개선이 있고 플레어로 구성된 것이며, 버슬 스타

일은 허리절개선 없이 플리츠분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연구원형은 2차례에 걸친 착의평가를 통해 수정, 보정

하여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의 대표적 재킷 연구원형

을 설계하였다. 연구 원형의 제도방법으로 앞가슴둘레는 B/4

+1+1 cm, 뒤가슴둘레는 B/4 +1-1 cm, 앞허리둘레는 W/4 +1

+1 cm, 뒤허리둘레는 W/4 +1-1 cm, 소매산높이는 AH/3, 진동

선은 B/4, 뒤품/2은 17.5 cm, 앞품/2은 16.5 cm 그 외의 부위

는 두 스타일 각각의 패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각각의 재킷연구원형으로 참고문헌과 유사한 실물소재로 직접

실물 제작한 결과, 두 스타일 대표적 여성 재킷의 재현에 대한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크리놀린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 재킷의 패턴과

디테일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수의 한계로 보다 정확한 특성

을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실물제작을

현대인의 체형을 중심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원래의 두 스타일과

실루엣이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다

양한 아이템에 따른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과거 의복을 쉬운 방

법으로 정확한 재현이 되도록 하고, 현대 여성복 디자인 및 패

턴 개발에 활용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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