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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시대의 드레스 재현을 위한 형태분석 및 패턴연구

이정란
1)
ㆍ정재민

1)
ㆍ조윤주

2)

1)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2) 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학과

Analysis of Dress Style and Patterns for the Reproduction of Empire Style Dress

Jeong-Ran Lee
1)

, Jae-Min Jung
1)

 and Youn-Joo Cho
2)

1)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2)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inju, Korea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ilhouette, dress patterns and detail of Empire Era(1789-1825), and making
use of this results for the modern stage costume construction. The dresses of Empire era were divided into X and H styl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bust girth of X style group was bigger than that of H style group. Such patterns as high
waistline, puff sleeve, train, etc. which appeared during the peak time of Empire style period were more remarkable for
H style group. This obviously indicated that more epica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for H style group than for X style
group. Similarly to silhouett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conducted to put similar groups together,
two groups were formed - a visually differentiated and complex group and a simple group in the absence of detail. Most
dress details from Empire period had simple embellishments. Comparison of the average size of the patterns between
two groups indicated that waist front length of H style was shorter than that of X style. Front interscye was even greater
than back width for both groups. Such trend was quite different from today's pattern in which back width is larger than
front width based on body measurements. Preference for big breast during the period was reflected on dress patterns and
the side length of front side goes across the back much further for bodice patterns. Two representatives were selected
and reproduced using materials similar to those of real dresses of Empire style, following two times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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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서양사에서 18세기 말은 근대사회 형성 및 발전의 토대가 되

었던 시기로, 그 동안 궁중과 귀족 중심의 복식문화 형태에서

벗어나 근대화되고, 시민 복식이 정착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

이다(정흥숙·박은희, 2002). 과학문명의 발달과 생활의식의 변

혁으로 인하여 근세 초기 이래 귀족의상의 주요소이던 가는 허

리, 부풀린 스커트, 높은 머리형 등은 유행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엠파이어 시대에 대한 구분은 자료마다 연대가 다르게 설정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김혜영, 1989; 신

상옥, 1994)를 바탕으로 하되 여성복 실루엣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복식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1789년부

터 1825년까지로 하였다. 짧지만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마련

해주는 엠파이어 스타일은 대중패션으로 전환되며 현대복식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의복의 형태와 특징

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엠파이어 시대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바디스를

입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김준석, 2001)와 복식사에서 나

타나는 과장적 표현 연구(박선희, 2001),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

로 의복의 형태를 서술하는 연구(김혜영, 1989)가 있다. 구성학

적 측면으로는 엠파이어 라인과 실루엣에 대한 연구(김문숙,

1984; 정흥숙·박은희, 2002) 등이 있으나 기존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내용에 그쳐 실증적으로 엠파이어 스타일의 패턴

을 분석하고 구성학적인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엠파이어 시대 드레스의 실루엣과 디

테일 그리고 패턴을 분석하며 나아가 실물 제작을 통하여 엠파

이어 시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

는 과거 복식의 순수 고증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현대인

의 치수에 적합한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무대의상이나 웨딩의상

등 현대 복식에 활용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엠파이

어 시대 드레스의 실루엣의 시대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분류한다. 둘째, 디테일 분석을 통해 실루엣별 디테일의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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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셋째, 분류된 실루엣 유형에 대해 패턴분석을 실시한

다. 넷째, 실루엣과 디테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드레스를

선정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2 . 이론적 배경 

2.1. 엠파이어 시대 스타일의 특징

산업혁명에 의해 면직물 생산의 증대와 저렴한 가격 등이 복

식에 있어서 신분의 차이를 없애 주면서 고대복식의 취향을 자

극하였다. 이때 최상의 이상적인 복식으로 등장한 것이 고대 그

리스풍 복식이었다. 자연스러운 신체의 선을 살린 실루엣에 가

슴을 많이 드러낸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그리스 키톤풍으로, 허

리선 아래로 주름을 잡은 치마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러운 에

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특별한 속옷의 필요는 없었으나 가운

속에 가슴을 받치기 위한 코르셋 또는 허리와 엉덩이의 윤곽선

을 다듬기 위한 상하의 길이가 긴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의복

은 신체에 보다 밀착되어 신체의 곡선이 비쳤고 속옷을 연상시

킬 정도였다. 머슬린을 적셔 입거나 겨울에도 얇은 옷감이 이

용되어 폐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이를 ‘머슬린 디지즈

(Muslin Disease)’라고 하였다(신상옥, 1994).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 조세핀 비가 즐겨 입

어 엠파이어(제1제정)란 이름이 붙었다. 머슬린 뿐 아니라 흰색

의 견직물이나 여기에 자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

다. 제국이 번성함에 따라 복식에서는 장식적 요소가 더욱 강

화되어 16세기의 러프 칼라나 퍼프 슬리브 등이 다시 부활되

었는데, 이는 왕정복고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808년부터는 길이가 다소 짧아져 발목이 보일 정도였으며

스커트 폭도 변화하였다. 소매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스커트 아랫단이 넓어지면서 러플이나 레이스 장식이 더해졌고

앞은 바닥 길이지만 뒤쪽은 길어져 땅에 끌리는 트레인이 생겨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르뎅고뜨 가운(Redingote Gown)은 이

때부터 여성복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19

세기 초 제정기에는 날씬한 실루엣의 외투로 바뀌어 오늘날 여

자 코트의 시조가 되었다(송설옥, 1998). 이 시기의 구성적 특

징은 바디스의 옆선이 대체로 곬선으로 처리되었으며 뒤 바디

스에 프린세스 라인을 사용하였다. 어깨선은 뒤로 넘어가는 형

태가 많았고 하이웨이스트로 절개함으로써 앞 바디스를 요크와

하거나 개더, 또는 작은 플리츠를 적용 또는 다트 처리를 함으

로써 패턴을 입체화하였다(김준석, 2001). 네크라인의 형태는

스퀘어나 좁은 V자형으로, 기록상 가장 짧은 것은 네크라인에

서 허리선까지의 중심선의 거리가 1/2인치 정도인 것도 있었는

데 이것은 복식사상 가장 가슴이 많이 드러난 형태이기도 하였

다(송설옥, 1998). 소매에 있어서는 짧은 퍼프소매 대신에 영국

의 영향으로 긴 소매도 많이 생겨났다.

 

2.2. 시대의상 재현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들어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과 같은 무대의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면서 과거 의상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자료들의 나열이나 단순 모방이 아닌 패션 재창조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 속의 복식을 재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0세기 초

의 빅토리언 드레스 등 유물을 기초로 하여 패턴을 복원시킨

후 스타일을 분석한 것과 바느질법을 살펴 유물과 유사한 드레

스를 제작한 후 1900년대 패션의 특징과 성격을 밝힌 연구(김

문숙, 1996)가 있으며, 16세기 르네상스 초상화에 나타나는 남

성의 의복을 분석한 후 전신 초상화에서 보여 지는 의복 품목

간의 치수를 비례로 측정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겉옷을 재현한

연구(문연경·이순홍, 2003)가 있다. 

무대의상 제작에 관한 연구로는 19세기말의 오페라 작품 특

성에 맞춰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무대의상 디자인의 요소와

제작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이경희 외, 2002), 13세기 희곡을

소재로 극중 인물성격을 살펴 스타일화를 제시하고 의복을 재

현한 연구(정흥숙, 1998)가 있다. 영화의상 재현에 관한 연구로

는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 인물의 이미지 효과를 분석

하고 드레스를 제작한 연구(조윤영·양숙희, 2003)가 있다. 

시대 의상을 재현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어려운 점은 현

존하는 자료의 부족과 당시의 소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형태의 복원에 중점을 두

어 치수에 대한 표현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

행연구 중에는 제작된 의복을 입힐 때, 현대 체형에는 맞지 않

아 특수 체형판을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존하는 당시의 사진과 그림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늘날

일반인이 착용가능 한 패턴의 치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로, 국ㆍ내외의 연

구논문, 전문서적,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

한 패턴 분석 참고문헌은 Nourah(1968), Blanche(1965), Janet

(1964)와 Carl(1963)이었다. 복식은 귀족 여성의 복식을 중심으

로 당시의 대표적 상의와 하의에 한정시켰으며, 소재나 색상,

악세서리(모자, 신발, 장갑 등), 헤어스타일 등은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실루엣 유형 및 패턴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본 연구 대상 시

기(1789~1825년)의 패턴 28점 중에서 자료로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18점을 이용하였다. 이때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첫째, 드레스 패턴의 경우 바디스와 스커트의

형태가 모두 절개선이 있어 연결되어진 형태를 선택하였다. 둘

째, 패턴은 완전한 드레스의 형태를 갖춘 것만 선정하였다. 셋

째, 슬리브리스도 포함시켰다. 넷째, 패턴을 실물로 제작함에 있

어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디테일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앞서 제시한 참고문헌 외에

Joost(2000), Phyllis & Keith(1989) 등 국, 내외의 서양복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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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추가하였다. 수집한 그림은 92점으로 자료의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이 아니라도 시대적 문헌에 근거한

그림도 포함시켰다. 둘째, 정면의 사진(그림)이 아니더라도 분

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자료에 포함시켰다. 단, 구

성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앞, 뒤 어느 한 면만 나와 있는 경우

는 제외시켰다. 셋째, 위의 기준들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였어도, 디테일 분석항목 중 한 곳이라도 분석이 되지 않

을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3.2. 분석방법

실루엣 분석 : 엠파이어 시대 드레스의 실루엣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면 패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머슬린으로

실물을 제작하였다. 18개의 패턴에 대해 심감, 안감, 단추나 훅

을 비롯한 모든 부속품은 배제하고 제작하였다. Fig. 1은 머슬린

드레스 중 연대순으로 13벌의 드레스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실물 제작 후에는 치수를 재는데 있어 판별이 용이하도록 기

초선을 설정하였다. 설정방법은 의복구성 시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인대(87-60-88cm)에 착장을 시킨 후 2mm 검정색 라인

테입으로 기초선을 표시하였고(Fig. 2), 착장이 불가능 한 것은

옷걸이에 걸어 최대한 입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표시

하였다. 

다음으로 실루엣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①바디스 형태 ②스커트 길이 ③

스커트의 실루엣 ④웨이스트라인의 위치 ⑤어깨시작점의 위치

이다. 평가자는 의류학 전공자 26명이며 머슬린 실물 및 전체

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도식화를 함께 보여준 뒤 설

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디테일 분석방법 : 엠파이어 시대 드레스 92점에 나타난 디

테일을 분석하여, 실루엣에 따른 디테일의 차이와 새로운 디테

일의 발생과 변형을 파악하였다. 디테일 분석항목은 ①칼라의

유무 ②네크라인의 형태 ③소매의 유무(길이, 종류, 형태) ④여

밈의 위치 ⑤여밈 방법 ⑥트리밍의 유무이다. 

패턴 분석방법 : 실루엣 유형화를 통해 얻어진 각 그룹간의

바디스, 소매, 스커트 패턴 치수(42항목)를 비교하여 그룹별 차

Fig. 1. 머슬린 제작된 엠파이어 드레스의 측면.

Fig. 2. 기초선 적합성 평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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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알아보고 당시의 패턴특징을 오늘날과 비교ㆍ분석하였

다. 치수는 모두 센티미터(cm)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Fig. 3은 패턴 측정 부위 및 기초선 설정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

자료 분석방법 : 자료분석은 모두 SPSS 10.0 통계 프로그램

이 사용되었고, 기초통계량, 군집분석, 빈도분석, 비모수 검정인

Wilcox Test를 통해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원형 설계방법 : 실루엣과 패턴분석을 토대로 실루엣 유형별

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드레스를 선정하였다. 현대인의 체형

에 맞는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를 재현하기 위하여 실험원

형의 착의 보정을 거쳐 연구원형을 설계하였다. 

① 실험원형 - 머슬린 실물 제작 과정 중 대부분의 상의 옆

선이 뒤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앞가슴둘레 치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바디스 기본 원형을 머슬린으로 제

작하여 형태를 비교한 결과 옆선의 위치와 가슴둘레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유사점이 있으며 맞음새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이승렬식 원형을 실험원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1차

실험원형은 이승렬식 원형을 적용하되 둘레와 너비, 길이 등 주

요 항목과 요크 등은 패턴 치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차 실험원형은 1차 실험원형을 현대인의 체형 특성에 맞추

어 보정하였으며, 착의평가의 평가자는 의복구성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전공자 6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은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실험복 앞 14항목, 옆 9항목, 뒤 10항목,

소매에 관한 항목 7항목, 전체적 외관에 관한 항목 1항목으로

총 41항목이었다. 평점방법은 리커트 척도법으로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를 ‘5점-1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2회에 걸친 착

의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산

출하고, 신뢰도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

다. 

② 연구원형 - 연구원형은 1, 2차 실험원형의 착의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고 각 스타일별 특징을 최대한

고려하여 올바른 재현과 동시에 현대인의 체형에도 좋은 맞음

새를 보이도록 하였다. 

1789년~1825년 사이의 엠파이어 스타일 중 대표적으로 선정

된 2점은 가장 유사한 소재와 부자재를 사용하여 실물 제작하

였다. 실물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면과 견으로 각각의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 분석 결과

4.1. 실루엣 분석

1789년부터 1825년 사이 18개의 엠파이어 시대 드레스 실루

엣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각 유형별 특

성은 유형1은 바디스가 헐렁하며 앞중심길이가 짧은 하이 웨

Fig. 3. 바디스의 패턴 측정 부위 및 기초선. 

Table 1. 드레스 실물소재 물성

 명칭 섬유혼용(%) 중량(g/m
3
) 조직 두께(mm)

 밀도(올/5 cm)  인장강도(N)

경사 위사 경사 위사

면 100 78.7
변화

평직
0.22 225.0 112.0 222 128

견 100 88.4 평직 0.30 239.6 201.0 21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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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에 스커트의 밑단이 좁은 H라인으로 원통형이고 소매는

윗팔 정도의 길이가 많았다. 유형2는 전반적으로 앞품이 적어

바디스가 꼭 끼었으며 앞중심길이가 긴 로우 웨이스트라인을

보이고 스커트 밑단둘레가 넓어 스커트의 형태는 A라인으로

원추형이며 소매길이가 대부분 길었다. 스커트의 길이에 있어

서는 유형1이 유형2에 비해 더 긴 형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형1을 H형, 유형2를 X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연대별 특성과 밀접하였는데 1795년~1816년

의 드레스는 웨이스트라인이 매우 짧고 퍼프형의 소매, 스커트

의 폭은 좁은 H라인으로 드러났다. 1795년~1797년, 1816년~

1825년 사이의 드레스는 밑단이 넓고 소매가 풍성한 형태를 보

여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스커트의 길이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

Table 2. 실루엣에 따른 디테일 차이                                                                                  (unit : n, %)

항목 형태 X형(%) H형(%) 전체빈도 W

바디스 밀착정도 헐렁한 8(21.1) 25 (46.3) 33

-2.11*덜끼는 13(34.2) 12 (22.2) 25

꼭끼는 17(44.7) 17 (31.5) 34

다트의 유무 있다 3(7.9) 1 (1.9) 4
-1.40

없다 35(92.1) 53 (98.1) 88

어깨선의 유무 있다 35(92.1) 34 (63.0) 69
-3.17**

없다 3(7.9) 20 (37.0) 23

바디스 절개형태 프린세스 7(18.4) 11 (20.4) 18
-0.23

요크 31(81.6) 43 (79.6) 74

스커트 길이 발등을 덮음 14(36.8) 38 (70.4) 52
-3.18***

바닥~발목 24(63.2) 16 (29.6) 40

스커트 형태 원기둥 14(36.8) 36 (66.7) 50
-2.81**

원추형 24(63.2) 18 (33.3) 42

트레인의 유무 있다 8(21.1) 29 (53.7) 37
-3.13**

없다 30(78.9) 25 (46.3) 55

칼라의 유무 있다 스탠칼라 15(39.5) 3(5.6) 18

-4.22***플랫칼라 1(2.6) 0(0) 1

없다 22(57.9) 51(94.4) 73

네크라인의 형태 스퀘어 7(18.4) 23(42.6) 30

-2.12*라운드 21(55.3) 21(38.9) 42

V형 10(26.3) 10(18.5) 20

소매의 유무 있다 길이 손가락관절 18(47.4) 7(13.0) 25

-5.92***손목 17(44.7) 4(7.4) 21

팔꿈치 0(0) 6(11.1) 6

상완 3(7.9) 37(68.5) 40

-1.18
종류 케이프, 플래어 0(0) 1(1.9) 1

타이트, 직선형 12(31.6) 14(25.9) 26

퍼프 14(36.8) 34(63.0) 48

기타복합형(퍼프+타이트) 12(31.6) 5(9.3) 17

-3.56*
형태 Cut-in-one 0(0) 19(35.2) 19

Set-in 100(100.0) 35(64.8) 73

없다 0(0) 0(0) 0

여밈의 위치 앞 26(68.4) 16(29.6) 42

-1.27***뒤 7(18.4) 19(35.2) 26

넓은통을 끈으로 묶음 5(13.2) 19(35.2) 24

여밈 방법 끈 혹은 벨트 25(65.8) 42(77.8) 67
-1.27

훅 혹은 단추 13(34.2) 12(22.2) 25

트리밍의 유무 있다 프릴 24(63.2) 23(42.6) 47

-3.01**

리본이나 꽃 5(13.2) 5(9.3) 10

러플 8(21.1) 3(5.6) 11

샤링 1(2.6) 7(13.0) 8

없다 0(0) 16(29.6) 16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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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측면의 특성은 1795년~1800년 초까지 트레인이 나타나

면서 트레인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1803년에 가장 긴 형태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귀부인들이 끌리는 단을 몸에 휘감듯이 하

여 한 팔에 올리거나 사교장에서 춤을 출 때 이 트레인을 남

자의 어깨에 걸쳐 놓았다.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트레인이 완전

히 사라지게 되었다(정흥숙, 2002). 

후면 실루엣 변화에 있어서는 1800년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앞 시기에 걸쳐 과도하게 나타났던 뒷중심 주름분량이 점점 작

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길이도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지며 허

리 부분만 짤록하게 들어가는 X형태를 보였다. 

4.2. 디테일 분석

수집한 92점의 그림 및 사진에 대해 군집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테일이 많은 복잡한 유형(41.3%)과 디테일이 거

Table 3. 실루엣에 따른 패턴 치수 차이                                                                                (unit : cm)

측정항목
H형

t-value
X형

평균 편차 평균 편차

길이항목(15) 앞판상의 1. 앞중심길이 11.5 5.0 1.39 14.8 7.1

2. 앞품/2 22.9 4.0 0.85 23.0 4.3

3. 앞어깨끝점사이길이/2 22.2 5.1 0.79 23.7 3.8

4. 앞진동길이 14.5 2.9 0.97 15.7 3.3

5. 목앞길이 14.1 5.6 -1.17 11.8 3.7

6. 앞어깨길이 5.7 3.6 0.97 7.4 5.1

뒤판상의 7. 뒤중심길이 17.8 5.2 0.81 19.8 7.0

8. 뒤품/2 13.6 3.8 0.73 14.8 4.6

9. 뒤어깨끝점사이길이/2 16.9 3.7 0.23 17.3 4.9

10. 뒤진동길이 15.4 2.2 -1.19 14.2 2.6

11. 뒤어깨길이 5.9 3.6 0.78 7.2 4.9

옆선 12. 옆선길이 8.6 2.9 -0.43 8.0 3.8

소매 13. 소매길이 44.9 22.7 -0.75 37.1 30.7

하의 14. 스커트앞중심길이 95.0 51.4 -0.62 81.1 61.8

15. 스커트뒤중심길이 104.6 54.5 -0.28 97.3 80.5

둘레항목(11) 앞판상의 16. 앞가슴둘레 22.8 2.6 1.49 24.8 4.1

17. 앞진동둘레 22.6 2.5 -1.69 20.1 5.0

18. 앞밑단둘레 20.1 2.5 2.11* 24.1 6.7

19. 앞목둘레/2 27.4 5.6 -1.78 23.1 6.2

뒤판상의 20. 뒤가슴둘레 17.2 2.0 2.15* 19.3 2.9

21. 뒤진동둘레 20.4 5.5 -0.04 20.3 7.7

22. 뒤밑단둘레/2 14.3 2.4 2.86** 18.3 4.7

23. 뒤목둘레/2 16.0 5.0 -0.95 13.7 7.1

소매 24. 소매산곡선둘레 52.4 12.7 -2.41* 35.4 23.3

25. 소매단둘레 30.7 9.2 -1.78 21.1 17.9

하의 26. 스커트밑단둘레/2 82.0 59.8 -0.97 57.4 69.7

너비항목(7) 앞판상의 27. 윗가슴너비 32.7 8.8 1.47 38.2 9.9

28. 가슴너비 33.2 5.3 2.51* 38.9 6.0

29. 앞진동너비 3.9 1.5 1.12 4.6 1.6

옆 30. 옆목너비/2 15.1 6.8 0.72 17.0 6.2

뒤판상의 31. 뒤진동너비 4.9 3.1 0.13 5.0 2.2

32. 뒤목너비/2 12.1 3.8 -0.03 12.0 6.5

소매 33. 소매너비/2 23.3 19.0 -1.74 12.1 11.1

높이 및 처짐분(4) 상의 34. 목뒤옆높이 6.8 3.5 -1.33 4.8 4.1

35. 앞어깨처짐/2 3.5 3.7 -0.27 3.2 2.4

36. 뒤어깨처짐/2 2.7 2.1 1.11 3.8 2.9

소매 37. 소매산높이 15.1 7.1 -3.37** 6.6 5.0

계산 및 지수항목(5) 38. 앞가슴둘레+뒤가슴둘레 40.1 3.1 2.62** 43.8 4.1

39. 상의 밑단둘레/2 34.4 3.5 2.88** 42.1 9.5

40. 앞중심+스커트앞중심 103.7 56.3 0.29 110.6 60.6

41. 뒤중심+스커트뒤중심 118.7 61.4 0.41 129.9 76.8

42. 스커트뒷중심-스커트앞중심 6.8 10.2 0.10 7.2 8.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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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단순한 두 그룹(58.7%)으로 분류되어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스타일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실루엣 유형과 비교하면 디테일이 단순한 그룹에

는 H형이, 복잡한 그룹에는 X형의 실루엣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그룹을 “H형 디테일 그룹”, 복잡한

그룹을 “X형 디테일 그룹”이라 명명하였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H형 디테일 그룹은 바디스의 형태가

헐렁하고(46.3%), 어깨선이 없는 것이 37.0%에 달하였다. X형

디테일 그룹은 바디스가 꼭 끼는 형태가 44.7%이고 대부분은

어깨선이 있는 형태(92.1%)였다.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는 H형

그룹이 X형 그룹보다 길이가 더 길었다. 

디테일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트레인은 H형에 더 많았고, X

형 그룹은 라운드 네크라인(55.3%)에 앞여밈(68.4%)이 대부분

이었고 모두 트리밍이 있었다. H형 디테일 그룹은 칼라가 거

의 없었으며(94.4%) 스퀘어 네크라인의 여밈에 있어서도 뒤여

밈이나 넓은 통을 끈으로 묶은 형태가 많았다. 이는 엠파이어

시대의 전성기가 자연주의적 고전미를 내세우며 그리스 풍 의

복의 유행으로 단순미를 나타냄으로써 절제된 형태였다는 연구

(김혜영, 1989; 정흥숙ㆍ박은희, 2002; 박선희, 2001)에 대한 실

증이 된다.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test를 통해 각 그룹별 유의차

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깨선의 유무, 하의 길이, 하의 형태, 트레인의 유무, 칼라의

유무 및 형태, 소매길이, 여밈의 위치, 트리밍 유무 및 형태에

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4.3. 패턴분석

머슬린으로 제작한 드레스의 치수가 인대에 적합한지를 평

가한 결과 기초선 중 앞 가슴둘레를 제외하고는 가슴 밑 부분

Fig. 4. H형 드레스의 바디스, 소매, 스커트 원형.

Fig. 5. H형 드레스의 실물 착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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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뒤판에 걸쳐 드레스가 기준치수의 인대보다 전반적으로

작았다. 앞 가슴둘레선은 인대의 가슴선보다 위쪽에 위치하였

고 치수도 커서 목둘레선에서의 들뜸 현상이 심했다. 이것은 H

형의 드레스에서 X형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옆선은 기준선

보다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많았으며, 어깨선은 X형일수록 요

크 형태로 앞판에 연결되면서 뒤판과 이어지는 것이 많았다. 두

스타일 모두 뒤판은 여유분량이 거의 없어 꽉 끼는 형태로 앞

판이 헐렁할 정도로 큰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소매

는 퍼프량이 매우 많았으며 소매통은 대체로 잘 맞았다. 스커

트에서는 옆선이 앞쪽으로 많이 넘어와 뒤판에 비해 앞판의 폭

이 좁았다. 스커트 뒤판은 모두 뒤 중심에서 주름의 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에 제시된 기초선 위치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에 비해 상의에 있어서 앞면은 가슴둘레가 크고 헐렁하며, 뒷

면은 꽉 끼는 형태로 대체적으로 가슴을 위로 많이 올리고 어

깨를 뒤로 빼는 젖힌 체형의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당시에 하

이 웨이스트의 코르셋으로 가슴을 정돈하기 위해 위로 밀어 올

리도록 했다는 연구(박선희, 2001)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 역할을 대신하여 의복의 여밈이 부착되는 젖가슴아래

둘레는 오늘날보다 더 작은 치수인 것이 많았다. 

H형의 패턴 8점과 X형의 패턴 10점을 대상으로 바디스와

스커트에 대해 총 42개의 항목의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앞밑단둘레/2, 뒷가슴둘레, 앞가슴너비, 소매산

곡선둘레에서 유의성이 나타났고(p≤0.05), 앞가슴둘레+뒷가슴

둘레(가슴둘레), 뒤밑단둘레/2, 소매산높이에서 더욱 뚜렷한 차

이(p≤0.01)를 보였다. 이에 따라 바디스에서 가슴둘레 치수와

소매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원형설계

실험원형 : 엠파이어 시대의 드레스를 재현하기 위하여 각

실루엣 유형에서 평균 치수에 가까운 패턴 두 점을 선택하여

Fig. 6. X형 드레스의 바디스, 소매, 스커트 원형.

Fig. 7. X형 드레스의 실물 착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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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식 원형을 바탕으로 실험원형을 설계하였다. 바른 재현

을 위해 문헌에 기초한 특징적인 부분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

였다. 원형설계 시 치수는 현대인의 다양한 의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기성복 기준치수인 85-92-160(구호칭 55)으로 하였다.

필요치수는 가슴둘레 83 cm, 젖가슴둘레 86 cm, 어깨사이길이

38cm, 등길이 38.5cm로 하였다(한국산학모델리즘협회, 2001).

두 스타일 모두 구성상의 특징인 바디스 뒷중심길이, 앞중심길

이, 옆선, 요크형태(X형의 경우), 어깨선길이(H형의 경우), 소매

길이와 디테일의 요소들은 선정된 패턴의 치수를 그대로 사용

하였다. 

착의평가 : 기준 치수의 피험자 1명에 대한 착의평가에서 H

형은 앞판 가슴부위의 들뜸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

며, 뒤품이 크고 스커트의 옆선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나

타났다. X형은 뒤품이 크고 목옆점이 높아 칼라가 바르게 달

리지 않았으며 두 스타일 모두 공통적으로 뒷중심에 모아지는

스커트 주름분량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1차 보정은 H형의 가슴둘레 들뜸 현상을 줄이기 위해 네크라

인에 다트를, 앞판의 주름분량을 고려하여 앞판과 뒤판의 어깨

끝점 위치는 3 cm 차이를 주었다. 또한 앞품과 목옆점을 각각

1 cm 내어 주었으며 두 스타일 모두 스커트 뒤주름 분량을 10

cm씩 줄였다. 

보정 후 다른 1명의 피험자에게 2차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수정된 부분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H형의 치

마 옆선을 2.5 cm 뒤로, 가슴둘레선은 1.5 cm 내렸으며 소매길

이는 2.5 cm 줄였다. X형은 소매산 중심선의 위치를 이동하고,

목앞둘레를 0.5 cm 더 파주었다. 

전체적인 외관에서 H형은 3.8, X형은 4.2의 점수를 받았으

며, 신뢰도계수는 각각 0.86과 0.93으로 전반적으로 두 스타일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원형 : 연구원형 설계시 필요항목은 가슴둘레, 젖가슴둘

레, 등길이, 앞중심길이, 앞품, 뒤품, 소매길이, 스커트 앞중심

길이, 스커트 뒷중심길이 등이다. 2차례의 착의평가 결과를 토

대로 최종 연구원형을 Fig. 4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연구원형 중 H형 드레스의 기본치수는 가슴둘레 83 cm, 젖

가슴둘레 86 cm, 등길이 38.5 cm, 앞중심길이 11.5 cm, 뒤중심

길이 17.7 cm, 옆선 5 cm, 소매길이 5 cm, 어깨길이 2.5 cm이

고, 앞품은 젖가슴둘레/6+2 cm(16.3 cm), 뒤품은 젖가슴둘레/6

+1 cm(15.3 cm), 소매산높이 AH/3+2 cm이다. 

X형 드레스의 기본치수는 젖가슴둘레 86 cm, 등길이 38.5

cm, 앞중심길이 21.3 cm, 뒤중심길이 23.2 cm, 옆선길이 7 cm,

소매길이 62 cm, 소매너비 14.1cm(앞), 18.2 cm(뒤), 소매단둘

레 22.4 cm이고, 앞품은 가슴둘레/6+2 cm(15.8 cm), 뒷품 가슴

둘레/6+2.2 cm(16 cm), 소매산높이 AH/3+5 cm이다. 

또한 각각의 연구원형을 바탕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유사한

실물의 소재, 색상, 부자재를 사용하여 직접 실물 제작하였다.

착의 모습은 Fig. 5, Fig. 7과 같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엠파이어 시대 드레스의 실루엣과 디테일 특징을

분석하고 패턴을 고찰함으로써 그 시대의 의복특성을 잘 나타

내면서도 현대인이 착용 가능한 원형을 설계, 실물을 제작하여

무대의상 등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루엣 형태를 분석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H

형, X형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H형은 엠파이어 시대 전

성기인 중기에 많이 나타났으며 전형적인 하이 웨이스트라인에

짧은 형의 퍼프소매, 스커트의 폭도 좁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

러나 과도기에는 X형에 가까운 밑단이 넓고 소매가 풍성한 형

태의 드레스가 관찰되었고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스커트의 길이

가 짧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1789~1825년 사이의 실루

엣 변화는 X형-H형-X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테일 분석 결과 장식이 거의 없는 절제된 형과 장식

이 많은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절제된 형은 H형 유형과 밀

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스커트의 형태는 원통형이었고 하이 웨

이스트라인에 바디스의 형태는 헐렁하고 트리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식적인 유형은 X형 실루엣에서 많이 나타

나며 스커트의 형태가 원추형이고 허리선이 낮고 바디스의 형

태는 꼭 끼고 트리밍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H형과 X형의 패턴 평균 치수를 비교하여 차이를 검증

한 결과, 바디스에서 가슴부위와 소매 퍼프량 수치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H형의 앞중심길이가 X형 보다 더 짧

았고 두 유형 모두 오늘날과는 달리 앞품이 뒤품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넷째, 엠파이어 시대의 대표적인 H와 X 유형의 드레스를 재

현하기 위해 패턴의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연구원형을 완성하

였다. 재현은 두 유형의 구성적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실

물과 유사한 소재를 사용하여 기성복의 기준치수로 제작한 결

과 두 스타일 모두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패턴자료수의 부족과 장식, 부속 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만으로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를 일

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그 시대의

언더웨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드레스의 실루엣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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