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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loves in the modem fashion and has the purpose to review the style 

and the feature of gloves coordinated with clothes variously. The study started firstly with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for the information of the orig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he sort of gloves and then verified 

the results with photographs in the fashion magazines and collections at home and abroad since 1990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utility. Lining and covered materials use the materials excellent for keeping warm as the original 

purpose of wearing gloves is to protect hands against cold weather. It is demonstrated in the fashion collections 

that coordinating gloves appears more often in fall-winter season than in spring-summer season. The second is sense 

of fashion. Gloves are normally coordinated with same materials and colors of clothes. But, gloves could create 

infinite varieties, make sufficient images through stressing splendid colors on achromatic colored clothes, shaping 

unique styles, transforming with various materials and ornaments. The last is sense of deconstruction. Gloves are 

transformed as a sort of clothes beyond the original use. Gloves are coordinated transcending the conventional 

thoughts, which makes it possible that gloves appear in summer season, not in winter. Coordinating gloves appears 

free and unique through atypical formation.

Key words: deconstr니ction（고정관념과 형식의 탈피）' faskion（패션성）, gloves（장갑）, ut血y（실용성）.

I. 서 론

액세서리란 복장을 갖추기 위한 부속품 또는 보 

조품의 의미로 각 신체 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옷과 함께 패션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로 의복의 연출 효과를 높여주게 된다. 또한, 

+ 교신저자 E-mail : bcbgyoung@hanmail.net 

의복을 입는 표면에 장식을 목적으로 붙이거나 매거 

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까지도 그 개념에 속한다. 

일반적인 패션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서 액세서리는 

모자, 가방, 구두, 벨트, 양말이 나 스타킹, 장갑, 스카 

프, 단추 등이 있으며, 의복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 

주는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펜던트 등 

의 장신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인들은 보다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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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 함께 부수적인 장식품을 추가하여 자신만의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액세서리의 한 종류라 

고 할 수 있는 장갑은 그 자체로는 의복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 현대패션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색상, 장 

식, 연출방법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 

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장갑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17, 18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1 중세 프랑스의 예전용 장갑에 관한 연구

3）만으로 다른 액세서리인 모자, 핸드백, 구두, 양말, 

단추 등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나마 이루어진 것에 

비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에 관 

한 연구로 의복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 

갑의 형태와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장갑의 

기원과 변천과정, 장갑의 일반적인 종류를 알아보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패션 

관련 작품집과 국내외 패션잡지 등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범위는 1990년대 이후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세기 말과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전환점의 시기 

로 보다 다양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 등 새로운 

미의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투탕카멘왕 무덤에서는 손목에서 죌 수 있도록 끈이 

달린 정교한 아마천 장갑이 발굴되었다，（그림 1）. 이 

집트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들은 들이나 정원 

에서 일할 때 장갑을 끼었으며, 그 형태는 지금처럼 

손가락이 5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작은 자 

루 모양으로 천이나 동물의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e

중세시대에는 장갑을 대단히 애용해서 노동자의 

벙어리장갑, 사냥꾼의 가죽장갑, 그리고 군인의 금속 

으로 된 손 가리개 등 여러 종류의 장갑이 사용되었 

다〃 중세의 장갑은 예식적인 기능을 더해 중세 초기 

에 이미 추기경과 지배자들은 예식용 손가락장갑을 

사용하였고% 특히 왕들의 장갑은 주교들의 장갑과 

함께 발전했는데, 헨리 6세 이래로 왕의 장갑은 금으 

로 된 양각과 보석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었다（그림 

2）. 또, 북쪽 지방에서는 성직자나 주교가 청결과 청 

렴의 표시로 흰 리넨이나 실크 장갑을 끼기도 했고气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귀금속이나 보석으 

로 장식된 자줏빛 장갑을 끼었다.

8세기에 이르러 장갑은 통치와 정당함의 상징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공적 지위의 차등을 나타내 주 

는 표시가 되었고, 1000년경에는 여성을 위한 장갑 

도 나왔다. 장갑은 대부분 손목이 달린 것으로 염소

n. 이론적 배경

1. 장갑의 기원과 변천

1）고대~중세

장갑은 원래 추위를 막거나 일할 때 손을 보호하 

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또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 

였다. 페르시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气 이집트의

〈그림 1> 투탕카멘시대 장갑〈그림 2〉Fredrick 2세 장 

（17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 갑 1220（〃세기 장갑 

p. 99）. 에 관한 연구 p. 101）.

1） 이경손, 김희섭,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1998）, p. 166.
2） 오지 은, “17, 18세 기 장갑에 관한 연구” （경 희 대학교 대 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01）.
3） 김미사, “중세프랑스의 예 전용 장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권 1호 （1980）.
4）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교문사, 

2002）, p. 204.
5） "장갑” [2006년 12월 1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daum.net.diclO.
6） 이옥희，김경희，최미현, 현대사회와 패션정보, （서울: 교학연구사, 2002）, p. 98.
7） Marc Alain Descamps, 강주헌 역, 허영과 문화의 유행심리, （서울: 사피엔티아, 1999）, p. 205.
8） 이옥희, 김경희, 최미현, Op. cit., p. 98.
9）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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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흔히 개가죽을 사 

용하기도 하고 비단으로 만들기도 했다. 손목부분은 

대개 따로 이어 붙였는데 보석이나 진주 또는 황금 

단추 같은 것으로 장식했으며 끝에 술을 달았다. 프 

랑스 최초의 장갑제조 길드는 1190년에 생겼으며,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다섯 손가락장갑이

10), 13세기에는 최초로 뜨개질한 장갑도 나타나게 되 

었고⑴, 점차 장갑은 남녀 모두에게 필수적인 예의로 

받아들여졌다.

중세 후반기에 들어 장갑은 귀족층의 패션아이템 

이 되어 14세기와 15세기에는 손가락이 없고 손등을 

덮으며 손등의 끝부분에서 후크로 잠글 수 있는 장갑 

이 있었으며, 모피로 안감을 넣은 장갑도 있었다⑵

2) 근세

16세기부터 장갑은 남, 여성 모두에게 유행 필수 

품으로 특히 여성의 액세서리로 빠질 수 없게 되었고 

장식의 목적을 많이 나타냈다. 또, 장갑은 소중히 간 

직 되는 의상의 일부분으로 장갑을 통해 사랑을 맹세 

하거나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위생관념이 없어 세수를 하거나 목욕하는 습관이 거 

의 없었으나, 16세기 이후부터 프랑스에서 세탁하는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일 

반화되지 않았기에 신체와 의복에서 풍기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강한 향수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장 

갑, 신발, 목걸이, 반지 등 모두에 향수를 뿌리고 다 

녔다⑶ 16세기 초 장갑은 손목 부분이 접히고 좀 짧 

은 것으로 복식에서처럼 슬래시로 장식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반지를 끼기 위해서 특별히 손가락 부분에 

서 갈라지게 되었고, 세기 중반에 이르러 장갑은 꽃 

잎 테 장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⑷ 종종 금사와 프린 

지로 장식되었다. 보통 손에 들고 다니거나 벨트 속 

으로 끼워 넣었다%그림 3, 4). 세기 말에는 남녀의 

장갑에 커프스가 첨가되었는데, 보통 금색과 여러 색

〈그림 3> Ferdinand 대

공, } 542(20,000 years 

of Fashion, p. 228).

〈그림 4> Elizabeth 1 세, 1593 

(20,000 years of Fashion, 

p. 236).

〈그림 5> 16C 말 장갑(복식의 

역사, p. 368).

의 비단으로 정교하게 수 놓아졌다(그림 5).

17세기에 장갑은 중요한 장식품으로 대개 부드러 

운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장식용은 실크에 보석자수 

나 리본 등으로 장식을 한 값비싼 것으로 항상 향수 

를 뿌렸다⑹, 17세기부터 금실과 은실로 일부분이 장 

식된 실크 편물 장갑이 선보여졌으며, 이 장갑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선물로 여겼다. 가죽 장갑은 

가죽의 냄새를 숨길 수 있도록 강한 향수를 뿌렸으 

며, 손목부분이 크고 넓 었다(그림 6, 7). 이 손목 부분 

은 가끔 공단이나 다른 종류의 실크를 대기도 했으 

며, 종이를 대어 뻣뻣하게 하고 실크로 안감을 넣었

10)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 Op. cit., p. 204.
11) 이옥희, 김경희, 최미현, Op. cit., p. 98.
12) Ibid., p. 98.
13) 정흥숙, Op. cit., p. 194.
14) Blanche Payne, 복식의 역사,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서울: 까치, 1988), p. 552.
15) James Laver, 서양패션의 역사, 정 인희 역 (서울: 시공아트, 2005), p. 110.
16) 정흥숙, Op. cit.,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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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enri 2세, 

1631 (20, OOOyears oj 

Fashion, p. 257).

〈그림 7> 1650년 장갑但QW0 

years of Fashion, p. 281).

〈그림 8> Margareth Bromsen,〈그림 9> Goya, 1793 (20,000 

1641(20,000 years of Fa- years of Fashion, p. 321).

shion, p. 275).

다.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수를 놓고 금 레이 

스나 수제 금박으로 테두리를 장식하였으며, 옆트임 

은 레이스로 연결되게 하였는데, 17, 18세기의 가장 

값비싼 장갑은 아일랜드의 리머릭(Limerick)에서 생 

산되어 리머릭 장갑으로 불렸다. 17세기에 남성들은 

손목부분이 특별히 넓은 크리스핀(crispin)이라는 장 

갑을 사용했고, 17세기 말엽에 이르자 장갑의 외양 

은 점차 단순해졌으며, 여성들은 손등부분이 레이스 

로 되어 있거나 손목부분이 짧고 직선형의 장갑을 

선호했는데, 이것은 손을 날씬하게 보이게 했다⑺(그 

림 8).

18세기에 남성들은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 

보다 적게 장갑을 착용했다. 여성들의 장갑은 길이 

에 있어 심한 변화가 있었는데, 대부분 팔 길이 정도 

였으며 소재와 색상은 의상과 통일했고, 무도회복 

같은 의상에는 위팔의 중간 정도 길이의 장갑을 착 

용했다(그림 9). 1729년의 기록에 보면 여름에는 하 

얀 편물 장갑을, 겨울에는 실크로 된 장갑을 착용했 

다고 한다. 상류층의 여성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장 

갑을 바꾸었는데, 황후 조세핀은 한번 사용한 장갑 

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 년에 가죽뿐만 아니

라 실크로 된 장갑을 천 켤레 이상을 사용했다®

3) 근대〜현대

19세기 초 여성의상에 있어 장갑은 보통 구두와 

맞추어 끼었는데, 평상복에는 팔꿈치 또는 그 위에 

까지 올라오는 것을 끼었고, 이브닝 웨어에는 더 길게 

어깨까지 올라오는 것을 끼었다”)(그림 10).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장갑은 실내와 실외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했다. 워싱턴 대 

학에 소장되어 있는 짧은 장갑은 1810년경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촘촘하게 짜인 고급 면직물로 신축 

성을 주기 위해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되어 있고, 

오늘날의 장갑과 같이 그 형태가 뛰어나 제정시대 

장갑의 재단과 봉제기술의 우수함을 나타내주고 있 

다珂 19세기 초반 레이스의 긴 장갑도 보통의 가죽 

장갑처럼 착용되었다. 1833년에 모닝 웨어로는 편물 

로 짠 장갑을 끼었고, 이브닝파티에서는 바닥이 황 

금색인 검은색 실크 망사의 긴 장갑이나 흰색 실크 

망사 또는 흰색 영양가죽의 긴 장갑을 끼었으며”), 

1841년경 검은 실크의 긴 장갑을 파티에 갈 때 빠뜨 

려서는 안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制 19세기 말

17) 이옥희, 김경 희, 최 미현, Op. cit., p. 98.
18) Ibid., p. 100.
19) Blanche Payne, Op. cit., p. 552.
20) Ibid., p. 558.
21) C. Willett Cunnington,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Faber, 1937), p. 113.
22) Ibid.,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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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Rouget, 1811

(20,000 years of Fashion, 

p. 345).

저녁에는 매우 긴 스웨이드 장갑을 끼는 것이 유행 

했는데, 종종 스무 개나 되는 단추가 달려 있었다方

1900년대에는 장갑에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여 

성이 길거리에서 장갑을 꺼내어 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로 인식되었고 집안에서조차 레이스가 달 

린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야 했다꺼 장갑의 기성품 

화는 1918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장갑에 있어 유 

행은 극히 완만하게 또한 매우 조금씩 변화하였고, 

그것도 색상에 있어 점차 대담한 색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형태가 좋고 저지로 된 여성용 장갑이나 사교용의 

직조한 문양이 있는 그물로 된 장갑이 생산되었다. 

여성복에 있어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까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여성들에게 장갑을 

끼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1925년경부터 사람들 

은 소매의 길이와 상관없이 짧은 장갑을 사용하였고, 

1930년대의 장갑은 색상이 화려해져서 가죽으로 된 

붉은 색이나 짙은 녹색의 장갑을 스포츠용으로 사용 

하였으며, 노란색이나 파란색, 회색의 영양가죽 장갑 

은 오후에 사용하였고 손목부분은 모피로 트리밍하 

기도 했으며明, 어깨까지 오는 손가락이 없는 레이스 

장갑으로 장식했다对).

1940년대에는 장갑의 중요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일상용으로는 주름 있는 커프스가 달 

린 팔꿈치 길이의 크러시드(Crushed) 스웨이드 장갑 

이 인기가 있었으며, 캐주얼하게 아래로 밀어 내려 

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야 

회용으로는 주름잡은 레이온 저지 장갑이 우아한 액 

세서리로 사용되었다〈그림 11〉은 1925〜1940년대 

에르메스의 장갑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장갑을 

볼 수 있으며,〈그림 12〉는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올 

의 뉴룩과 연출된 장갑이다. 1950년대 장갑은 이 시 

기에 중요한 액세서리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야 

회복을 입으면 반드시 옷보다 더 짙은 색의 장갑을 

끼었다. 장갑에 사용된 소재는 가죽뿐만 아니라 무 

게, 텍스처와 색상이 다양한 면 편성물과 나일론 등 

이 이용되었다. 길이는 짧은 장갑에서 이브닝가운과 

함께 착용하는 끈이 없는 팔꿈치 길이의 스타일까지 

다양하였고, 단추, 버클, 스트라이프, 자수기법 등으 

로 장식하였다. 손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운전용 

장갑은 필수적인 것으로 실용적인 면에서 인기를 얻 

었다. 크기가 작은 흰색 장갑은 사무실과 대부분의

U1 림 11> Hermes, 1925 〜1940〈그림 12> Christian Dior, 

(20,000 years of Fashion, \947(Histoire du cos- 
p. 419). tume accident, p. 406).

23) James Laver, Op. cit., p. 229.
24) Marc Alain Descamps, Op. cit., p. 205.
25) 이옥희, 김경 희, 최 미현, Op. cit., p. 100.
26)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2003), p. 104.
27)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 Op. cit.,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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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에게 사용되었다驾 1950 

년대 중반，스마트，라는 단어가 슬로건으로 등장하 

면서 각 앙상블에 적절한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필 

수적이었고, 패션 잡지는 신발, 가방, 모자와 장갑을 

어울리게 연출하라고 충고했다饮 1950년대 말부터 

장갑은 점차 패션아이템보다는 추위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나, 1965년 앙드 

레 쿠레쥬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하얀 앙상블과 색상 

톤이 같은 짧은 장갑을 디자인했다.

그 후 대량 생산은 가죽을 합성가죽으로 대체하 

게 하였으며, 한동안은 겨울용 장갑은 모 편물이나 

안감을 넣은 가죽 장갑만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1970 

년대 이후 생활양식이 캐쥬얼화 되어가면서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갑의 착용은 많이 줄어들었 

고, 오늘날 장갑은 새롭고 다양한 소재로 일상생활 

과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2. 장갑의 종류

장갑에는 대개 손가락이 각각 나누어진 것과 엄 

지손가락만 따로 나누어진 것이 있고, 손목까지 오 

는 짧은 것부터 팔 전체를 거의 싸는 것과 같은 긴

〈표 1> 장갑의 종류

종류 특징

곤틀릿 (Gauntlet)
원래 중세 기사들이 사용하던 긴 장갑에서 유래한 것으로 손목부분이 넓어져 있는 장갑 

의 총칭이다. 이 중에는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도 있으며, 손목부분에 장식을 하기도 한다.

미 튼 (Mitten)

일명 벙어리장갑이다. 아동용이나 손을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며, 재료와 장 

식이 다양하다. 엄지손가락 이외의 네 손가락이 함께 들어가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 

어 있는 방한용 장갑으로서 미트 또는 미튼이라고 부른다. 편물로 짜인 것에 이 타입이 

많고 야구에 쓰이는 미트도 이것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하프 미트(Half mitt)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낸 즉 손가락 관절까지만 있는 장갑을 말한다. 운전하기 쉽도록 디 

자인된 드라이버스 글러브가 대표적이다.

암 렝 스 (Ami Length) 칵테일이나 이브닝용으로서 팔꿈치 위까지 오는 긴 장갑을 말한다.

쇼 티 (Shortie)
보통 손목까지 오는 길이를 가진 장갑의 총칭이다. 슬리폰 형이나 단추 하나로 여미게 

되어 있다.

무스커데 르

(Mousquetaire)

17, 18세기 프랑스 황실 근위 대원들이 착용했던 장갑이었으며, 여성들의 길고 여유가 있 

는 장갑을 뜻하기도 한다. 손목으로 주름이 잡히게 내려서 착용하기도 하며, 야회복 차림 

에는 팔꿈치까지 올려서 착용하기도 한다. 일명 오페라 글러브(Opera Glove)라고도 한다.

슬리 폰(Slip- on) 손에 끼는 것으로 손목부분에 전혀 장식 없이 끼는 장갑을 말한다.

버튼 글러브

(Button glove)
손목부분이 단추로 채우게끔 된 장갑의 총칭이다.

부츠 글러브

(Boots glove)

부츠처럼 손을 끼는 입구를 넓힌 긴 소매가 달린 여성용 장갑을 가리키는 것으로 방한용 

으로 가장 알맞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빅 글러브

(Big Glove)

보통의 장갑보다도 훨씬 큰 장갑으로 맵시 있는 옷차림에 중요한 악센트로서 쓰이는 경향 

이 많아지게 되었다. 크다고는 하지만 손 부분은 보통과 같고 그에 이어지는 팔의 부분이 

훨씬 길어서 큼직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니트나 가죽 등 사용하는 소재는 다양하다.

액션 글러브

(Action glove)

골프나 자동차 운전 시에 착용하던 장갑으로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손등 부분을 오려내 

고 손가락에 구멍을 뚫은 장갑으로 점차 여성들의 일상용 장갑으로 착용하기도 했다.

아이소토너 글러브 

(Isotoner Glovers)
탄력 있는 고무가 안감으로 들어 있어 손에 꼭 맞게 되어 있는 장갑을 말한다.

28) Ibid, p. 106.
29)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Op. cit.,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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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이르기까지 길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있다. 

또 용도에 따라 공업용, 작업용, 스포츠용, 특수 의료 

용, 일반드레스 장갑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인 드레스 장갑을 만드는 소재로는 송아지 

가죽, 양 가죽, 돼지가죽 등 부드러 운 가죽과 스웨 이 

드, 나일로 면, 니트 편물 등이 사용되고 있고, 리본, 

나염, 주름, 꽃, 자수 등 장갑의 트리밍은 유행에 따 

르며, 스포츠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티치를 많이 사 

용한다. 장갑은 손에 꼭 맞아야 하고 길이는 목적에 

따라 적합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식모임, 연극 

관람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표 1〉에 일반적인 장갑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皿・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외적 형태와 특성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외적 형태

장갑은 손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보석 

및 자수를 놓아 신분의 상징 을 나타내 거나 예 의상의 

목적으로 착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토털 패션의 한 품 

목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액세서리로 실용과 장식의 

목적을 같이 갖는다. 오늘날 생활양식이 캐주얼화 

되어가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갑의 착용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운전, 골프 테니스, 등 

산, 스키 등 각종 스포츠나 레저용 그리고 작업용으 

로 일반화되고 있다明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형 

태를 앞장에서 고찰한 장갑의 종류를 바탕으로 분류 

하면〈표 2〉오卜 같다.

1) 암 렝스

암 렝스의 경우,〈그림 13〉과 같이 소매가 없는 

칵테일이나 이브닝 웨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그림 15, 18, 19〉오｝ 같이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데이 웨어용으로도 연출되었고, 또〈그림 14〉와 같 

이 드라마틱한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그림 

16〉은 여름 시즌에 팬츠앙상블과 연출된 장갑으로 

손등부분은 조직감이 있는 니트로 안쪽부부은 다튼 

소재로 이루어져 변화감을 주었고,〈그림 17〉의 경 

우 블랙망사로 이루어진 바디 슈트로 시스루 효과를 

주는 의상과 그린색상의 긴 장갑이 대조적인 이미지 

를 나타냈다•

2) 오페라 글러브

무스커데르라고도 불리는 오페라 장갑은 팔꿈치 

아래 정도의 길이에서 다양한 길이와 장식으로 나타 

났는데,〈그림 20〉과 같이 의상과 같은 문양으로 장 

식하고 팔꿈치 위 부분에 같은 문양을 타투하여 연 

장되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하고,〈그림 21〉과 같이 

손등부분에 구멍을 뚫어 모던하고 스포티한 이미지 

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그림 22〉는 장갑의 손등 

부분에 비즈 장식으로,〈그림 24〜26〉은 의상과 같 

은 색상의 가죽 소재에 모피나 버클로 장식성을 더 

했고,〈그림 23〉과 같이 양손이 아닌 한쪽 장갑만으 

로 연출되기도 했다.

3) 곤틀릿

손목 부분이 넓어져 있는 장갑으로 벌어지는 정 

도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나타나는데,〈그림 27〉은 

가죽소재에 의상과 같은 퍼 트리밍이 되어 있는 것 

이고,〈그림 28, 29〉와 같이 중세 무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상과 같이 긴 가죽 부츠와 함께 연출되 

었다.〈그림 30〉은 부피감을 느낄 수 있는 빅 글러브 

와 같은 형태의 곤틀릿이고,〈그림 31〉은 슬리브리 

스 니트 드레스와 연출된 장갑으로 넓혀진 손목부분 

에 주름으로 장식한 것이다.

4) 쇼티

손목길이의 쇼티는〈그림 32, 33〉과 같이 거의 손 

등을 가릴 정도의 짧은 길이로 변형되거나,〈그림 

34〉의 실크 새틴 소재 앙상블과 연출된 쇼티처럼 손 

가락만 가릴 정도의 짧은 길이로도 나타났다 또, 

〈그림 35〉와 같이 아방가르드한 의상에 스키용 장 

갑이나,〈그림 37〉과 같이 평상복에 골프장갑을 연 

출하기도 하였고,〈그림 36〉과 같이 영국 유니온 잭 

을 응용한 의상에 손가락 뼈 모양을 프린트한 장갑 

으로 유머러스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30) 이경손, 김희섭, Op. cit.,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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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외적 형태

종류

암 렝스

(Arm 
Length)

장갑의 외적 형태

〈그림 13〉Ch- 〈그림 14> Thierry 〈그림 15> Jean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ristian Dior, Mugler, 1995 F/W Paul Gaultier, Scherrer, Vartan & Jean Paul Rochas,

2004 S/S(G^, (Collections 〃). 2003 F/W 2001 S/S Guevork Gaultier, 2004 F/W

Vol. 11). (Harper's Ba- (G如,Vol. Tarloyan, 2003 S/S (Harper's

zaar, 2003. 5). 34). 2002 S/S (Fashion Bazaar,
(Gap, Vol. news, 2004. 5).
11). Vol. 84).

오페라

글러브

(Opera
Glove)

Paul Gaultier,
2001 F/WW&A么 

Vol. 316).

Carven,
2002 S/S伽- 

shion news,

Carven, 
2005 F/W 
(旬,W. 14).

Vol. 76).

Gi^Larodie, 
2002 F/W 
(Gap, Vol. 
31).

Revillon, 
2003 
shion news, 
Vol. 88).

Versus, 
2003 F/W 
(Xogue, 
2003. 5).

Versus, 2003 
F/W( Vogue, 
2003. 5).

곤틀릿

(Gauntlet)

〈그림 29〉Gau
ges Chakra, 2005
F/WG抄,Vol. 14).

Gaultier, 2004 F/W 
(Fashion news, Vol. 
96).

de Montana, 1994
V/^(Collections 

〃)•

〈그림 30> Jean Paul 
Gaultier, 2003 F/W 
(Vogue^ 2003. 5).

〈그림 31 > Vivi
enne Westwood, 
1995 ^Collec
tion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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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종류 장갑의 외적 형태

쇼티 

(Shortie)

<그림 32> He
sel, 2006 S/S 
(Vogue^ 2006. 
12).

〈그림 33> Ce
line, 2006 S/S 
(Harper's 
Bazaar^ 2006.

3).

〈그림 34> Go- 
rgio Armani, 
2005 F/W(薄 

V이. 14).

〈그림 35> 
Comme des 
Garcons, 
2005 S/S 
per's Bazaar, 
2005. 1).

〈그림 36>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06 FAV(Pb- 
gue, 2006. 5).

〈그림 37> Xavier
Foley, 1995 S/S 
(Collections H).

하프

미트

(Half
mitt)

〈그림 38> John Gal
liano, 2004 FAV(Pb- 
gue, 2004. 5).

〈그림 39> Pierre Bal
main, 2003 S/S(Fashion 
news, Vol. 84).

〈그림 40> Christian Dior, 
2003 VfW(Fashion news, Vol. 
88).

〈그림 41 > Louis Vui
tton, 2006 FAV(Bhr- 
per's Bazaar, 2006. 5).

〈그림 42> Chanel, 〈그림 43> Jean Charles
2006 FAM：MW Vol. de castelbajac, 2004 S/S
336). (Vogue, 2004. 5).

■(그림 44> Torrente, 2001 〈그림 45> Christian Dior,
FAV(M£AC Vol. 316). 1999 ^^(Collections,

Vo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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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계속

종류 장갑의 외적 형태

기타

〈그림 46> Custo 
Barcelona, 2003 
F/W(比糜，2003. 
5).

〈그림 51 > Gian 
franco Ferre, 2004 
F/W(Harper's 
Bazaar, 2004. 5).

〈그림 47> Jean Paul 
Gaultier, 2003 F7W㈤- 

shion news, Vol. 88).

〈그림 48> Jean 
M函虹20C8 
FAV(Fashion 
news, Vol. 88),

〈그림 49> Philip Trea- 
cy, 2001 F/W(也粉4 
Vol. 316).

〈그림 50> Thi
erry Mugler, 1997 
^^(Collections, 
Vol. 17).

〈그림 52> Issey Miyake,
2004 F/W(々gz终 2004. 5).

〈그림 53> Enzu Van, 2004 
Y/W(Harper's Bazaar, 2004. 

5).

〈그림 54> Jean Paul 
Gaultier, 1995 F/W 
(Collections H).

5) 하프 미트

하프 미트는 암 렝스와 같이 긴 것에서부터 쇼티 

와 같이 짧은 것까지 다양한 길이로 나타났다.〈그 

림 38〉은 스웨이드와 털로 겉과 안을 댄 팔꿈치 길 

이의 하프 미트이고,〈그림 39〉는 이브닝드레스와 

연출된 암 렝스 길이의 하프 미트로 드레스와 같이 

광택 있는 니트 소재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소재이 

나 통일감을 준다.〈그림 40> 역시 니트 소재의 하프 

미트이고,〈그림 41〉은 평상복과 연출된 니트 소재 

의 하프 미트로 팔꿈치 부분에는 가죽 버클로 장식 

성을 더했다,〈그림 42〉는 데님 소재를 이용한 암 렝 

스 길이의 하프 미트로 원피스와 롱부츠까지 서로 

다른 톤의 데님소재를 사용하여 변화감을 주었고,

〈그림 43〉은 봄/여름 시즌에 연출된 가죽 소재의 하 

프 미트로 바이커 의상과 같이 다양한 컬러를 이용 

하여 스포티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그림 44〉는 

레이스, 비즈,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된 하프 미트로 

손등부분만을 덮는 정도의 짧은 길이이고,〈그림 

45> 역시 여전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상과 같이 

블랙 가죽 소재의 짧은 하프 미트로 연출되었다.

6) 기타

다양한 종류의 장갑 외에도〈그림 46〉과 같이 벙 

어리 장갑인 미튼이나,〈그림 47, 48〉과 같이 의복과 

장갑이 일체화된 형태로도 나타났으며,〈그림 49〉와 

같이 주름을 이용해 손등부분을 부풀린 변형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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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갑으로 조형미를 나타내기도 했다.〈그림 50) 

은 가죽소재의 비대칭라인 드레스로 한쪽 소매와 장 

갑이 연결된 형태로 연출하였고,〈그림 51〉은 장갑 

과 연결되어 허리부분에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연출 

되었으며,〈그림 52> 역시 재킷과 연결된 장갑의 형 

태로 중첩된 이미지를 주는데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탈피한 디자인과 구성으로 패션연출에 있어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는〈그림 53〉에서도 

나타나는데 드레스 위에 착용한 짧은 볼레로는 장갑 

과 연결되어 있고,〈그림 54〉는 옵티컬한 패턴의 바 

디 슈트와 연결된 미튼의 형태로 장갑 하나만을 착 

용한다기보다 의상과 같이 입는다는 개념으로 착용 

되어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특성

현대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의복에 

부수적인 장식품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만의 이미지 

를 형성하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 이 

런 현상은 현대패션이 기존의 것들에서 이미 한계를 

보이고 패션에서의 자기중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과 토털 코디네이션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액세서리는 개성적인 의복을 입기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의복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패션이미지 연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3°

앞에서 고찰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장갑 자체로는 의복의 기능을 할 수 없 

지만, 다양한 소재와 색상, 장식, 연출방법을 통해 독 

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장갑은 실 

용성과 패션성 그리고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나타낸다. 신체는 역 

사 속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으 

로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질서의 일부분으로 존재 

하고 있으며,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의복 및 패 

션으로 조절되어 사회, 문화적 신체가 되어 왔다3气 

또한, 인류의 복식 착용에 관한 기원을 설명하는 여 

러 학설 중 하나는 신체 보호설로 춥거나 더운 기후 

에 적 응하기 위해서나 곤충이 나 자연의 위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의미에서이다. 인체를 

감싸는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 신발 등 여러 장신구 

들을 포함하는 복식 중 장갑은 그 주체 가 손으로 손 

에 대한 관심은 복식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등 

여러 순수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손에 대한 노력은 언제나 여성들의 큰 관심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갑의 착용은 무엇보다도 추운 날 

씨에 손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한 

것으로, 소재 역시 가죽, 털, 울 니트 등 보온성이 뛰 

어난 소재 등을 겉 감과 안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패션컬렉션에 장갑이 연출되는 것은 봄/여름 시즌 

보다는 가을/겨울 시즌에 독보적으로 더 연출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둘째, 패션성이다. 우리들 모두 패션의 시대에 살 

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패션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집단의 사람 

들 속에서 유행하는 복식에 대한 습관이나 스타일을 

말하는 패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상과 장신구뿐만 

아니라 머리스타일, 화장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 

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 

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털 패션으로서의 정신을 반 

영한다고 할 수 있다‘幻 특히 2006 F/W의 경우, 유명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갑들은 손목길이를 

넘어 팔꿈치 높이 이상의 긴 장갑들로 이는 패션의 

유행아이템이 소매가 짧은 볼레로나 망토, 짧은 코 

트류 등이 됨에 따라 패션을 중시하는 여성고객 사 

이에서 팔목과 팔꿈치 부분의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패션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긴 장갑이 유행아이템이 

되었다34)(그림 41, 42). 또한, 장갑은 주로 의상과 같 

은 소재나 색상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 

로는 무채색의 단순한 의상에 화려한 색상으로 포인 

트를 주기도 하며(그림 17, 19, 33),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조형미로 패션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였다, 

또,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부수적인 장신구인 장갑

31) 이명숙, 장애란, 이봉덕, 이선경, 양숙향, 현대인의 패션, (서울: 예학사, 1999), p. 67.
32) 김선영, “머프의 사적고찰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4호 (2005), p. 519.
33) Ibid., p. 523.
34) “소매는 짧게, 장갑은 길게,” 조선일보 (2006. 11. 23),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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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 소재 인 가죽이 갖는 자연의 색과 다양한 가공 

방법 또 가죽 이외의 다양한 소재와 장식을 통한 디 

자인의 변형을 통해 무한한 변화를 갖는 패션성을 

나타냈다.

셋째, 고정관념과 형식의 탈피라는 특성을 나타냈 

다. 패션은 한 시대의 모든 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적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문화 

를 표방하는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자기이미지 

를 표방하는 개성 인들을 상대로 하여 자유로운 패션 

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이제는 자기표현에 있 

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 

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 

갑의 디자인이나 연출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새로운 법칙과 미를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장갑의 코디네이션은 소매가 긴 의복에는 길이가 짧 

은 장갑이 잘 어울리며, 7부 소매의 경우에는 장갑이 

길어야 하고 짧은 소매나 소매가 없는 경우에는 길 

이가 아주 짧거나 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긴 소매에는 짧은 장갑을 소매와 만나도록 착

〈표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외적 형태와 특성 

용하거나 중간 길이의 장갑을 소매 위로 착용한다 

그러나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연출은 이러한 형 

식을 탈피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인 방법으로 연출되 

었다. 장갑 본래의 용도를 넘어서 의복의 한 형태로 

전환되었고（그림 47, 48, 52, 53）, 겨울 시즌이 아닌 

여름 시즌에 연출되거나（그림 16, 21, 32）,〈그림 35, 

37〉과 같이 데이웨어에 스포츠 장갑을 또는〈그림 

15, 19〉와 같이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연출되던 긴 장 

갑들이 평상복에도 적용되는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 

난 연출 방식,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 변화를 통한 탈 

구성적인 연출 등 지금까지의 단순한 액세서리의 위 

치를 벗어나서 의복과 마찬가지로 입는다는 개념으 

로서 새롭고 감각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장갑의 외적 형태와 특성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표 3〉과 같다.

IV.결론

현대패션의 경 향이 다양화, 개성화됨 에 따라 하나

형태 소재 장식 연출방법 특성

암 렝스

가죽, 새틴, 니트, 광 

택소재, 신축성 소 

재

장식 없이 긴 길이를 

이용한 주름효과

이브닝 웨어 뿐만 아니라 캐주얼, 포멀 웨 

어에도 연출. 무채색 의상에 컬러풀한 장갑 

색상으로 포인트를 줌. 팔꿈치 위부터 어깨 

까지 다양한 길이로 변화를 줌

패션성, 고정

관념과 형식 

의 탈피

오페라

글러브
가죽, 새틴

퍼 트리밍, 자수, 

버클 장식, 펀칭

포멀 웨어나 캐쥬얼 웨어에 다양하게 연출. 

의상과 같은 장식으로 일체감을 주거나 한 

쪽만 착용하여 변화를 줌

패션성

곤틀릿 가죽, 니트 버클, 퍼 트리밍

곤틀릿의 용도대로 중세기사 풍의 이미지 

를 연출하거나 원피스와 함께 연출하여 여 

성스러운 이미지 표현

패션성, 

실용성

쇼티 가죽, 새틴, 니트 프린팅

일반적인 쇼티보다 더 짧게 컷팅하여 길이 

에 변화를 줌. 일상복에 스키장갑이나 골프 

장갑을 연출

패션성, 고정

관념과 형식 

의 탈피

하프

미트

가죽, 데님, 스웨이 

드, 레이스, 광택소 

재, 니트,

퍼 트리밍, 버클, 

비즈, 자수 장식

다양한 길이와 소재로 변화를 줌. 의상과 

같은 소재, 같은 장식으로 통일성 표현

패션성, 

실용성

기타
가죽, 니트, 새틴, 스 

웨이드, 신축성 소재

퍼 트리밍, 프린트, 

주름장식

의상과 연결된 일체형으로 표현. 장식을 통 

한 장갑 형태의 변형

고정관념과 

형식의 탈피

35) 이경손, 김희섭, Op. cit.,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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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션스타일을 구현하는데 액세서리의 역할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액세서리의 한 종류인 장갑은 그 

자체로는 의복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소재 

와 색상, 장식, 연출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 

성을 실현시키고 패션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마무 

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에 관한 연구 

로 먼저 장갑의 기원과 변천과정, 장갑의 일반적인 

종류를 알아보았고, 1990년대 이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 장갑의 형태와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갑의 변천과정을 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최초 

로 사용되었고, 그 형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작은 자루 모양으로 장식용이라기보다 추위를 막거 

나 일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러 

나 중세에 이르러 노동자의 벙어리장갑, 사냥꾼의 

가죽장갑, 그리고 군인의 금속으로 된 손 가리개 등 

여러 종류의 장갑이 사용되었고, 권위와 지위를 상 

징하거나 예식용으로도 사용되었고, 14〜15세기에 

는 손가락이 없고 손등을 덮으며 손등의 끝부분에서 

후크로 잠글 수 있거나 모피로 안감을 넣은 장갑도 

있었다.

16세기부터 장갑은 남, 여성 모두에게 유행 필수 

품으로 특히 여성의 액세서리로 빠질 수 없게 되었 

고 장식의 목적을 많이 나타냈다’ 16세기 초 장갑은 

손목 부분이 접히고 좀 짧은 것으로 복식에서처럼 

슬래시로 장식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반지를 끼기 

위해서 특별히 손가락 부분에서 갈라지게 되었고, 

세기 말에는 남녀의 장갑에 커프스가 첨가되었다. 

17세기에 장갑은 중요한 장식품으로 대개 부드러운 

가죽이나 실크에 보석자수나 리본 등으로 장식을 하 

였고, 16세기와 같이 강한 향수를 뿌렸으며 손목 부 

분이 크고 넓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여성 장갑은 길 

이에 있어 심한 변화가 있었는데 대부분 팔 길이 정 

도였으며 소재와 색상은 의상과 통일했고, 무도회복 

같은 의상에는 위팔의 중간 정도 길이의 장갑을 착 

용했다.

19세기 초 여성의상에 있어 장갑은 보통 구두와 

맞추었고 평상복에는 팔꿈치 또는 그 위 에까지 올라 

오는 것을, 이브닝 웨어에는 더 길게 어깨까지 올라 

오는 것을 끼었다,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장갑 

은 실내와 실외에서 항상 착용하였고, 장갑의 기성 

품화는 191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장갑에 있어 유 

행은 극히 완만하게 또한 매우 조금씩 변화하였으나,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여성들에게 장갑을 끼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1940년대에는 장갑의 중요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일상용으로는 주름 

있는 커프스가 달린 팔꿈치길이의 크러시드 장갑이 

인기가 있었으며, 1950년대 장갑은 다양한 소재와 

길이, 장식으로 중요한 액세서리로 사용되었다. 그러 

나 1950년대 말부터 장갑은 점차 패션아이템보다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 

고,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으나 오늘날 장갑은 착용 

자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소재로 

일상생활과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갑의 종류는 형태와 길이 장식 여부 등에 따라 

곤틀릿, 미튼, 하프 미트 암 렝스, 쇼티, 무스커데르 

슬리폰, 버튼 글러브, 부츠 글러브, 빅 글러브 액션 

글러브, 아이소토너 글러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용도에 따라 공업용, 작업용, 스포츠용, 특수 의료 

용, 일반드레스 장갑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돈적 배경과 1990년대 이후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형태와 연출을 분석한 결과 장갑 자 

체로는 의복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소재와 

색상, 장식, 연출방법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 

킬 수 있는 도구로서 장갑은 실용성과 패션성 그리 

고 고정관념의 탈피라는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실용성으로 장갑의 착용은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 것으로 

소재 역시 가죽, 털 울, 니트 등 보온성이 뛰어난 소 

재 등을 겉감과 안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패 

션에 있어서도 컬렉션에 장갑이 연출되는 것은 봄/ 

여름 시즌보다는 가을/겨울 시즌에 독보적으로 더 연 

출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둘째, 패션성으로 장갑은 주로 의상과 같은 소재 

나 색상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무채색의 단순한 의상에 화려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조형미로 패 

션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며, 주 소재인 가죽이 갖 

는 자연의 색과 다양한 가공방법 또 가죽 이외의 다 

양한 소재와 장식을 통한 디자인의 변형을 통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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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변화를 갖는 패션성을 나타냈다.

셋째, 고정관념과 형식의 탈피이다’ 장갑 본래의 

용도를 넘어서 의복의 한 형태로 전환되었고, 겨울 

시즌이 아닌 여름 시즌에 연출되거나 데이 웨어에 

스포츠 장갑을 또는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연출되던 

긴 장갑들이 평상복에도 적용되는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연출 방식,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 변화를 통 

한 탈 구성적인 연출 등 고정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롭고 개성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디자인과 

연출은 다양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이미지가 지배 

하는 현 시대의 미적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스타일상의 변화와 개성적 표현은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자 현대 패션디자인에 

서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상뿐만 아니라 기타 액세 

서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해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독창적 이고 새로운 패션의 이미 

지 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 

한점으로는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장갑의 형태와 연출을 분석하여 다양한 장갑의 소재 

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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