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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reconsider pleat, which was undermined as something too simple to ex-
press the details for women's costume, by focusing on the aesthetic value of plea in men's cos-
tumes in the west before the 20th century. Furthermore, based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pleat, diverse studies on contemporary men's costumes shall help to attempt to set up a basis for 
the new mode of men's costume. The pleat, a component in the costume since the ancient times, 
had unique characteristics including functionality, a sense of volume, directing effect that is 
caused by line repetitions and formativeness that results through elasticity. First, the aesthetics of 
the pleat before the 20th century shows rhythmic sense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 pleat line 
as shown in the drape type costum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volume as the pleat is moved 
along the motion of the body. Second, it shows functionality as the expansion of space moves in 
accordance with the motion of body sets up an internal space of the costume that facilitates body 
motion. Third, the pleat extends two dimension space into three dimension space using its 
elasticity. It exaggerates specific parts of the costume while ignoring body shape in order to sym-
bolize status and authority of men. Fourth, it unifies the costume by wrapping the body by using 
quadrangle cloths with drapers, and expanding the silhouette with the pleat artificially to conceal 
the physical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wearer. The physical character of the wearer dis-
appears into the space made by the pleat. The pleat reveals the voluptuous beauty within. 

Key words: Aesthetics(조형미), Costume(복식), History of Western Costume(서양복식), 
Men's costume(남성복), Pleat(주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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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름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에

의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 시대별 의

복의 특징을 표현하며 복식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직물산업의 부흥, 시민계급에 의해 실용적

인 형태의 단순한 복식이 대중화되면서 주름은 여성

복식을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로 발전되었다. 더구나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성들은 지위와 권위는 의

복을 통해 엄격하고 근엄하게 표현 되었으며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는 지극히 단순하고 소극적이었다.

20세기 이후 패션에 다양함이 이루어지면서 패션

시장의 극심한 경쟁과 스타일의 다양성, 차별화가 중

요시되어 새로운 패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각적, 조형적인 측면이 강조된 의상에 관심을

보인다. 또한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남성

의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정의의 변화는 남성복에서

여성복의 특징을 수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취양은 더욱 다양화고 감각

적으로 표현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복식에서

선에 의한 반복, 재단의 방법,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

라 다양한 조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주름이 남성 복

식에 나타난다. 현대 남성복에 시각적인 특징을 보이

며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주름이 20세기 이

전 서양복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주름연구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부분적

인 디테일로 응용, 주름 기법 활용, 특정한 디자이너

의 주름 형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 연구

들은 여성복에 국한되어 있으며 활용 사례 및 범위

또한 여성복으로 한정되어 있어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활용범위 및 사례 연구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식의 디자인 요소의 디테일 포

인트로 국한되어 연구되었던 주름을 남성복식의 관

점에서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이전 서양 복식사를 중심으

로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형태 및 특징을 파악

하고 체계적으로 유추된 시각적인 특징을 통해 조형

성를 알아보고자 한다. 20세기 이전 남성 복식에 나

타난 주름의 조형성은 남성복식의 새로운 모드를 창

조하는데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여 기초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과 시간적 범위는 20세기 이전 고대에서

근대까지 남성들에게 입혀졌던 상의 하의 모든 아이

템을 대상으로 한다. 주름의 연구 범위는 두르는 형

태의 의복에서 보이는 자연적인 주름과 외부적인 힘

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주름 즉, 접거나, 구기

거나, 잡아당기거나, 늘어뜨려 생기는 모든 주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기초가 되는 주름에 관한 일반

적 고찰의 단계인 용어정의, 주름의 시각적인 특징은

전문서적 및 패션 용어 사전, 사진자료 등을 통해 알

아본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남자 복식에 나타난 주름

의 유형과 특징을 선행논문 및 국내외 패션 전문 서

적과 간행물, 패션 관련 사이트, 박물관 등에서 수집

된 이미지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어 사전, 전문 서적이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름의 형성방법을 유추하거나

사진자료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주름의 종류와 특징

을 구분하고 비교하여 정확하게 분석 설명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구분이 모호할 경우 본 연구자는 인위

적으로 열과 압력을 가하거나 묶고 꿰매어 직물을

눌러서 접은 형태 주름을 플리츠(pleats)로 정의한다.

봉제에 의해 직물의 여유분을 스티치 후 잡아당겨

모아 잡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개더(gather)라 정의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봉제뿐만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형성원리와 특징이 유사시 개더라 한다. 신

체에 두르거나 걸치면서 생기는 자연적이며 유동적

인 주름을 드레이프(drape)라 하며 이 모든 것을 총

칭하여 주름이라 정의한다.

Ⅱ. 남성 복식에 표현된 주름의
사적 고찰

1. 고대 복식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나타난 이집트인들의 남

녀 복식은 기본 복식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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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장식물이 덧붙어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

는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집트 남자 복식 중

왕에서 노비까지 기본으로 입은 로인클로스(loin cloth),

왕과 귀족의 축제의상으로 온몸을 감싸는 칼라시리

스(kalasiris), 흙먼지와 바람을 막기 위한 하이크

(haik), 장식품의 일종인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

(triangular apron)과 쉔도트(shendot)에 형성된 주름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인클로스는 착용방

법과 모양, 길이, 착장자의 신분에 따라 쉔티(shenti),

킬트(kilt), 빠뉴(pagne), 갈라스커트(gala skirt)로 분

류된다.

킬트는 천을 위로 걷어 올려 드레이프 시킨 형태

로 주로 앞자락에 주름을 잡은 것이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보인다. 주름이 전면에 있는 빠뉴는 왕족

이 입은 로인클로스로 모든 방향으로 드레이퍼가 잡

혀있고 앞 패널은 항상 수평 플리츠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림 1>1)의 왕족남자들만 착용한 트라이앵귤

러 에이프런은 한쪽 모서리에 태양광선 형태의 방사

선 플리츠을 잡아 그 권위를 과시하였다. <그림 2>2)

의 갈라(gala) 스커트는 끝부분의 아코디언 모양이나

청어형태의 플리츠로 금사로 직조하였으며 그 모양

과 주름 수는 신분에 따라 다양하였다.3) 직사각형의

반투명한 린넨을 둘러 입는 칼라시리스와 하이크는

천을 어깨에 두르거나 몸에 감아 아코디언 모양의

드레이프를 형성하였다.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미에

대한 표현이 자유로웠다. 남녀 구분이 거의 없는 그

리스 복식에서 남자들이 키톤과 외투의 두르개형으로

구분되는 히마티온(himation)과 클라미스(chlamys)를

착용하였다. 그리스 남성복식의 일반적인 특징은 직

사각형의 천을 몸에 그대로 두르거나 간단한 봉제

또는 핀으로 고정시켜 감싸는 형태로 일정한 규격이

없다. 남성용 키톤은 사각형의 모직물로 여성용 키톤

과는 다르게 옆선을 봉제하여 자유로운 방법으로 일

정한 규칙 없이 허리에 띠를 둘러 착장하였다. 도리

아식 키톤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허리띠를 이중으로

조여서 허리끈이 보이지 않게 상체의 옷을 올리거나

내려놓음으로써 상반신에 이중의 세로 주름을 형성

한다. 이오니식 키톤은 벨트에 의해 천을 잡아 당겨

꿰매 개더를 잡은 형태로 <그림3>4)에서 보이듯이 허

리선에서 형성된 개더는 착장자의 의도에 따라 개더

의 양과 위치를 조절하며 모직물의 중량감에 의해

발목까지 수직주름을 형성한다.

그리스의 상류층과 지식인이 사용하였던 외의인

<그림 4>5)히마티온은 입체적인 신체에 평면적인 직

물을 둘러 신체 전체를 다양한 곡선의 드레이프로 뒤

덮어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6) 방한용으로

착용한 <그림 5>7)의 클라미스는 장방형의 한 장의

천을 어깨위에 걸쳐 입는 착장방법으로 소재의 중량

감과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드레이프를 형성한다.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 복식과 마찬가지로 튜닉

(tunic)과 망토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에 뒤집어쓴 간

다한 형태를 인두맨타(indumenta), 신체에 두르는 형

의 옷을 아믹투스(amictus)로 분류했다. 로마의 남자들

은 내의로 튜닉(tunic)의 일종인 튜니카(tunica)을 입

고 외의로는 토가(toga)와 외투로는 팔리움(pallium),

팔레다멘툼(paludamentum), 라쎄르나(lacerna), 사굼

(sagum)을 착용했다.8) 토가는 천을 왼쪽 어깨에 두

르는 형식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밑으로 몸을

가로지르는 다른 방향의 사선의 유선형 드레이퍼를

형성한다.9) 튜니카는 일반적으로 상류층 남자의 속

옷이나 잠옷으로 혹은 하류층 남자들의 일상복이었

다. T자형으로 만들어 허리에 벨트를 매어 입고 허

리 윗부분을 당기어 블라우스처럼 연출하였다. 허리

주변에 벨트로 인한 인위적인 개더를 잡았으며 소재

에 따라 개더의 양과 두께에 차이가 있었다.

고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주름은 인체에 둘러 형성

되는 드레이프와 인위적으로 압력과 열에 의해 만들

어진 플리츠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난다. 주름

의 형성 위치는 이집트 남성복식의 내의는 전반적으

로 허리와 무릎사이에 형성되며 외의는 어깨에서 허

리까지, 허리에서 발목까지 나타난다. 장식품의 경우

허리와 무릎사이의 앞 중심에 형성된다. 그리스와 로

마는 주름의 방향과 양에 차이가 있지만 내의의 경

우 어깨와 허리, 허리와 발목에 나타나며 외의의 경

우 몸 전체에 두루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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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

(triangular apron)

- 서양복식문화사,

p. 15.

<그림 2> 갈라스커트

(gala skirt)

- 복식의 역사,

p. 23.

<그림 3> 이오닉 키톤

(ionic chiton)

- 서양패션 멀티

컨텐츠, p. 77.

<그림 4> 히마티온

(Himation)

- 서양복식문화사,

p. 66.

<그림 5> 클라미스

(chlamys)

- 서양복식사,

p. 64.

2. 중세복식
샤르트르(chartres) 대 성당의 입상들에서 보이는

몸을 감싸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긴 의복 형태는 로

마네스크 시대의 남성 복식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의복은 전체적으로 헐렁한 형에

서 몸에 맞는 형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주름의 유려한 인체미를 나

타낸 것이 특징이다.

로마네스크의 남자 복식은 세엥즈(chainse), 블리

오(bliaud), 외투가 주된 의복이며, 주름이 많이 보이

는 튜닉의 일종인 <그림 6>10)의 블리오(bliaud)는 상

하가 구분되어 신축성이 있는 울과 실크의 교직에

정교한 잔주름을 잡아 신축성을 살린 복식이다. 풍성

한 실루엣을 위해 무(gusset)를 대거나 때로는 뒤에

박스 플리츠(box pleat)를 넣었다. 긴 소매의 여유분

은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드레이프를 형성한다. 이

옷에는 불규칙적인 잔주름이 어깨에서 소매, 허리에

서 발목에 형성되며 허리에 벨트를 맴으로써 아름다

운 개더가 허리 주위에 나타난다.

고딕시대는 남녀의복의 성차가 처음으로 뚜렷해지

면서 남자복은 종류가 많아 졌다.

먼저 브레(braies), 슈미즈(chemise)를 입고 꼬뜨

(cotte), 쉬르꼬(surcot), 꼬트아르디(cortehardie), 우

플랑드(houppelande)와 외투인 맨틀(mantle)을 입었

다.11) 고딕 남자 복식에 주름의 특징을 보이는 대표

적인 의복은 장식적인 외투인 우플랑드(houppelande)

이며 꼬트아르디, 쉬르꼬와 외투에서 자연스러운 주

름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7>12)의 우플랑드는 부피가 크고 풍성한 품

에 매우 넓고 긴소매와 귀밑까지 높게 세운 칼라가

특징이다. 우플랑드는 인체에 착장된 소재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럽게 드레이프 되어 입었던 옷이었다가

차츰 드레이프 분량을 고르게 조절하여 파이프 오르

간(pipe-organ)식으로 규칙적인 플리츠의 형태가 나

타난다. 후드가 변형된 샤프롱(chaperon)은 착장방법

에 따라 머리둘레 부분은 작은 개더, 그 외의 부분은

단순하고 짧은 드레이프를 형성한다.

남자가 입는 <그림 8>13)의 꼬트아르디는 허리선이

약간 낮고 엉덩이 약간 밑까지 오는 몸에 꼭 맞는

옷이다. 소매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꼭 맡고 그 밑

으로는 크게 부풀려 마치 백파이프처럼 생긴 헐렁한

소매는 헐렁하게 늘어트리기도 했지만 대개는 손목

에 밴드를 이용해 인위적인 개더를 잡아14) 고정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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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블리오

(bliaud)

- http://www.naver.com

<그림 7> 우플랑트

(houppelande)

- 서양복식사, p. 129.

<그림 8> 꼬트아르디

(cortehardie)

- 2000 years of

fashion, p. 178.

<그림 9> 쉬르꼬

(surcot)

- 서양복식사, p. 142.

다. 십자군 원정때 갑옷 위에 입던 관두형의<그림

9>15) 쉬르코(surcot)는 직사각형의 천을 양쪽 어깨에

꿰매어 걸쳐 있는 형태로 가슴부터 스커트 단까지 풍

성한 드레이프를 만들었으며, 쉬르코의 변형인 오늘

의 학위가운과 흡사한 형태의 가르드 코르(grade-

corps)는 어깨에 개더를 넣었다.

르네상스 전기 길고 드레이프가 있던 남자의 튜닉

은 점점 짧고 꼭 맞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의복의 입

체적인 구성을 위한 기능적인 수단으로 주름이 나타

난다. 푸르프앵(pourpoint)은 동체에 꼭 맞게 재단되

었고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수단으로 소매

진동에 셔링(shirring)을 넣었으며 린넨 셔츠의 소매

에 커프스를 대어 자연스럽게 주름을 형성하였다.16)

중세시대의 남성복식은 인체의 곡선에 따라 방향

성을 가지며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주를

이른다. 드레이프된 의복을 고정시키거나 과장하기위

해 허리에 인위적으로 잡은 규칙적인 플리츠와 어깨

와 손목에 불규칙적인 개더가 나타난다.

3. 근세복식
근세복식은 르네상스 시대 종교적인 것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복식의 분위기에 따라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한 인공적 곡선 주름과 과다장식이 남성

복식에 나타난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는 남자들은

슈미즈를 속에 입고 그 위에 상의로 부피가 큰 푸르

푸앵(pourpoint)과 하의로는 쇼오스(chausses)를 입

었다. 상체를 부풀려 부와 권위를 상징하며 기술적인

곡선미로 의복 자체가 조형성을 가지게 된다. 르네상

스 시대 남성복식의 특징은 <그림 10>17) 의 목에서

나타나듯 개더와 플리츠의 응용 형태로 린넨 소재의

평평한 원판의 러플을 두세 겹을 겹쳐 과장한 러플

칼라와 그것에 동반된 주름장식이다. 실크로 만든 튜

닉형 상의인 셔츠는 푸르푸앵의 목둘레가 변화에 의

해 하이네크라인에 개더를 잡아 좁은 밴드로 고정하

거나 몸판과 같은 천으로 셔링이나 스모킹(smoking)

을 잡아 목둘레에 꼭 맞게18) 하였다.

남자들이 입던 대표적인 <그림 11>19)의 푸르푸앵

은 소매에 개더를 넣어 둥근 형태를 만들어 어깨를

강조하였다. 갑옷을 입을 때 같이 입는 베이시는20)

올갠–파이프(organ-pipe)형태의 플리츠를 잡아 무릎

까지 오는 스커트의 형태로 뒤에서 허리를 둘러 앞

중심에서 갈라진 솔기에 맞닿게끔 끈으로 둘러 입었

다. <그림 12>21) 트렁크 호즈(hose)와<그림 13>22)

베니시스 다소 헐렁한 바지의 유형으로 허리에 자연

스럽게 개더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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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러플칼라

(ruff collar)

(1597-1681),

- Palatine Gallery

<그림 11> 푸르프앵

(pourpoint)

- 세계패션사1, p. 173.

<그림 12> 호즈(hose)

(1625~1635)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13> 베네시스

(bases)

- 복식의 역사, p. 126.

<그림 14> 셔츠(shirt)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15> 셔츠(shirt)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16> 쥐스또꼬르

(justaucorps)

- Victoria and Albert

Museum

바로크시대에 남성복은 우아한 곡선의 인체미를

위해 코르셋을 사용했으며 넓은 어깨는 절제되고 짧

음 바지를 통해 근육이 있는 다리를 과시함으로써 남

성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밖으로 보이지 않던 셔츠

푸르푸앵이 짧아지고 셔츠의 품이 넓어지면서 비숍소

매가(bishop sleeve) 달려 자연스러운 손목 주위에 셔

링을 만든다. 17세기 초에는 통이 넓은 반바지 형태

인 브리치즈(Breeches)가 유행되었고 플리츠 무릎아

래에서 개더를23) 잡거나 레이스로 주름장식을 하였

다. 남성들의 목을 장식했던 조형적인 거대한 러프는

사라지고 면이나 린넨 소재로 100m정도의 직사각형

긴 천을 목에 두 번 감고 앞에서 리본을 매어 매듭주

위에 개더를 만든 크라바트가(cravat)가 유행하였다.

바로크 후반 귀족 남자 상의인 쥐스또꼬르(jus-

taucorps)는 로코코시대 서민들에게 대중화되며, 같

은 형태에 좀 더 값비싼 직물로 장식한 아비 아 라

프랑세스(habit a la francaise)가 나타난다. 로코코시

대의 남성들은 허리가 더욱 들어가고 밑단 쪽으로

날렵하게 퍼진 좀 더 여성스러운 형태를 선호하여24)

상의가 피트(fitted) 되고 엉덩이선 이후부터 플래어

(flare)지는 형태로 양쪽 옆선과 뒤 중심의 허리선

아래로 트임을 만들어 옆선에 3개~6개의 주름을 넣

었다. 이것은 플래어 형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말

을 타거나 칼을 허리에 고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로코코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은 <그림 16>25)쥐



服飾 第62卷 2號

- 32 -

<그림 17> 코트(coat)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18> 개릭코트

(carrick)

- 서양복식사, p. 233.

<그림 19> 테일코트(tail coat)

와 판탈룬(pantaloons)

- Victoria and

Albert Museum

스또꼬르를 살펴보면 레이스 원단으로 목을 둘러 자

연스럽게 늘어트린 크라바트의 자연스러운 주름, 몸

판의 같은 원단이나 레이스를 커프스 끝단이나 손목

둘레에 장신한 셔츠의 개더나 셔링, 허리를 슬림하게

강조하여 밑단 쪽으로 인위적인 플래어 형을 만들고

있는 쥐스또꼬르와, 아비 아 라 프랑세스의 아코디언

형태의 플리츠가 나타난다. 로코코시대 셔츠는 <그림

14>26)와 <그림 15>27)에서 보이듯 어깨 요크에서 개

더를 잡아 소매통을 여유롭게 했으며 소매부리에 작

은 장식 주름을 볼 수 있다.

근세의 남성복식에 나타나는 주름은 내의와 외의

상하의에 의복의 실루엣을 과장하거나 장식을 목적

으로 네트라인, 어깨와 손목, 허리와 바지 밑단에 개

더와 개더의 변형 형태인 셔링, 스모킹이 나타난다.

4. 근대복식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귀족의 화려한 의상은 사

라지고, 고도의 재단기술이 발휘된 몸에 꼭 맞는 옷

차림이 멋쟁이임을 과시하였다. 남자 코트와 바지의

재단에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어 의복 구성상의 발전

이 있었고 현대 남성복과 같은 슈트(suit)가 정립된

시기이다.28) 19세기 남성 복식에는 프락(frock) 코트

의 소매에 약간의 주름이 남았다. <그림 17>29)의 코

트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뒤중심선은 트여져 있고 양

옆으로 하나의 인버트 플리츠 (inverted pleat)을 잡

아 자연스러운 플레어를 형성한다. 셔츠는 레이스 장

식 대신 앞가슴에 프릴이 달리고 형태가 단순해지며

소매에 프릴에 달린 것은 궁전복에만 남게 된다.30)

외투인 <그림 18>31)의 품이 넓은 캐릭(carrick)은 어

깨와 등 사이에 자연스러운 수직선에서 사선형태의

드레이프를 형성한다.

로맨틱시대 이후 코트 진동둘레에 남아있던 개더

는 사라지고 코트 아래 부분의 품이 넓어지며 <그림

19>32)의 페그탑(peg top) 실루엣 바지허리에 약간의

개더가 남아 있다. 19세기 말에는 품이 큰 코트나 케

이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소량의 드레이프

주름 외엔 찾아보기 힘들다.

근대 남성복에서는 봉제와 구성에 의해 형성되거

나 소재에 중량감으로 만들어지는 소량의 자연스러

운 개더와 플레어 형의 드레이프가 나타나며 의복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장식적으로 의도되어 만들어지는

주름은 찾아볼 수 없다.

Ⅲ. 남성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종류 및 특징

1. 플리츠
20세기 이전 남성 복식에 나타난 플리츠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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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방사선,

수평나이프 플리츠

- http://www.naver.com

<그림 21> 수직 나이프플리츠

- 서양패션멀티콘텐츠,

p. 181.

<그림 22> 아코디언 플리츠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23> 인버트플리츠

- Victoria and Albert

Museum

나이프 플리츠, 아코디언 플리츠, 박스 플리츠, 인버

트 플리츠가 나타나며 수직, 수평, 사선, 방사선 형태

로 플리츠의 연속적인 반복은 시선을 이동시켜 방향

성을 제시한다. 플리츠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시대별

남성의복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집트 시대는

허리에서 무릎사이 로마네스크 시대는 허리에서 발

목까지 고딕시대는 어깨에서 무릎 또는 발목 까지

보인다. 르네상스 시대는 목, 바로크· 로코코시대는

허리선에서 의복이 끝나는 밑단까지 플리츠가 형성

된다.

부채형으로 펼쳐진 방사선과 수평방향의 규칙적인

나이프 플리츠는 <그림 20>33)의 이집트 시대 멘카우

탕왕 요의의 윗 상부와 앞 패널에 나타난다. 이집트

왕족의 플리츠는 1/8인치의 플리츠가 4개씩 불규칙

하게 잡은 것과 3/16인치로 잡은 것34)이 있다. 또한,

수직 플리츠에 일정한 간격의 수평 플리츠를 잡아

격자무늬로 보이는 플리츠를 제작한 것으로 보아 손

으로 잡는 주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압력을 주지 않으면 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기술도 높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35) 플리츠의 수는 계급을 표기하는 하나

의 수단으로 이집트 복식에 나타나 장식적인 기능뿐

만 아니라 신분과 권위를 상징한다.36) 인위적으로 허

리의 벨트를 사용에 폴드시켜 만든 <그림 21>의 수

직 나이프 플리츠는 우플랑트를 매우 격식을 갖춘

딱딱한 느낌의 의복으로 만들었다.37) 하지만, 치마

밑단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파상선을 전체에 형성한

다. 박스 플리츠는 로마네스크 시대의 블리오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

다. 아코디언 플리츠는 <그림 22>38)쥐스또꼬르의 상

의를 상대적으로 좀 더 피트하게 보이게 하고 <그림

23>39) 코트의 인버트 플리츠는 스커트 부분을 플레

어 지게 하여 S자 실루엣을 만들어 그 시대의 남성

미를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탈 때 움직임을

편하게 하고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아코디언 또는 나이프 플리츠를 여러 겹 겹

쳐 만든 르네상스 시대 러플 칼라는 목을 형태를 과

장하여 남성의 실제 목의 길이 두께를 식별할 수 없

게 하였으며 그 러플의 크기와 과장의 정도에 따라

신분과 권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플리츠는 남성복에 활용되어 그 시대의 남성의 힘

과 권위를 표현하거나 시대의 남성의 아름다움을 표

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플리츠의 접혀있

는 공간은 인체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한다.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과장하여 왜곡시킴으로써 관찰자가 착

장자의 인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착장자

의 신체적 특징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드레이프
드레이프는 몸 전체에 옷을 두르는 형태에서 자연

스럽게 형성되므로 소재와 인체의 특징, 두르는 범위

에 따라 U자형, 사선형, 유선형 등의 그 형태와 크기

가 다르게 형성된다. 아코디언 형태의 드레이프는 이

집트 칼라시스와 드레이핑이 더 복잡한 <그림 24>40)

의 하이크(haik)에 나타난다. 사람의 어깨에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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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성복에 표현된 플리츠의 종류 및 특징

<그림 24> 사선형

드레이프

- http://www.

naver.com

<그림 25> U자형,

사선형 드레이프

- 서양패션 멀티

컨텐츠, p. 104.

<그림 26> 블리오

소매 드레이프

- 서양패션멀티

콘텐츠, p. 149.

<그림 27> 우플랑트

소매 드레이프

- 서양패션멀티

콘텐츠, p. 181.

<그림 28> 수직 드레이프

- 서양복식사, p. 233.

길이의 두 배, 폭은 양팔을 벌려서 양 손목 간의 길

이가 되는 천을 반으로 접어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곳을 뚫어 입는 옷41)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 여

유 있는 원단이 겹쳐져 몸 전체에 크고 작은 사선형

또는 유선형의 드레이프가 아코디언 형태로 보인다.

유연한 수직의 드레이프에 인위적인으로 고정하여 U

자형의 곡선, 서로 꼬여서 교차된 듯한 사선형태의

히마티온의 드레이프는 후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착

장 방법이 나타난다. 여러 번 둘러 입어 가슴에서 어

깨까지 대각선의 드레이프를 기본으로 다양한 드레

이프의 방향과 형태를 만들어 낸다. 드레이프는 로마

시대는 후기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된다. <그림

25>42)의 토가의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몸에 걸쳐 내

려온 드레이프를 움보(umbo)라 하고 오른쪽 팔 아

래 형성된 반원형의 드레이프인 시누스(sinus)라 하

여 그 형태에 따라 위험과 품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었으며 주머니의 역할도 하였다. 깔때기 모양으로 땅

에 끌릴 정도로 길거나 중간에 한번 잡아 맨<그림

26>43)의 넓은 소매는 팔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드

레이프를 형성한다.44) 또한 <그림 27>45) 고딕시대

우플랑드의 폭넓은 소매 드레이퍼는 중후한 아름다

움과 화려한 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8>4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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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성복에 표현된 드레이프의 종류 및 특징

<그림 29> 어깨,허리 개더

- http://www.naver.com

<그림 30> 소매개더

- 학위복의 상징성을

통해본 복식의 사회적

의미, p. 33.

<그림 31> 어깨 요크와

소매개더

- Victoria and Albert Museum

<그림 32> 허리개더

- Victoria and

Albert Museum

나타난 수직선에서 사선형의 드레이프는 충분한 활

동공간을 형성한다.

드레이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상징하듯 인

체에 구속이 없이 여유로는 활동공간을 형성한다. 상

의와 하의의 구분, 봉제나 구성에 의한 의복 면적이

나 형태의 분리가 없어 이 공간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개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인체의 동세에 따라

드레이프의 형태와 숨겨진 여유분의 양이 리드미컬

하게 변화하여 관찰자의 시선을 이동시키므로 인체

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관찰자에게 인체를 은폐

또는 개방시킨다.

2. 개더
개더는 봉제에 의해 직물의 여유분을 잡아당겨 만

들어지며 반대쪽 면은 크고 작은 파상선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29>47)의 그리스 키톤은 허리끈

을 이용해 고정하여 착장자의 의지에 따라 여유분의

천을 모아 개더의 양과 크기를 조절하여 인위적인

개더를 형성한다. 허리선에서 형성된 개더는 모직물

의 중량감에의해 의복의 밑단에 파성선을 만들어 내

어 율동감을 준다. 그 파상선의 형태나 깊이는 착장

자의 의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개더의 변형 형태인 셔링은 <그림 30>48) 가르

드 코르 소매의 남는 여유분을 모아 인체에 맞게 하

거나, <그림 31>49) 셔츠의 네크라인을 목에 꼭 맞게

하기위한 역할을 한다. <그림 32>50) 판탈룬 바지의

허리 부분에 나타난 개더 또한 허리를 꼭 맞게 하는

반면 반대 부분에 개더 분량만큼의 공간의 확장을

통해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소매진동 둘레나 어깨에

셔링을 넣어 만든 과장된 형태는 그 시대의 남성의

권위를 표현한다. 또 다른 개더의 변형 형태인 러플

과 스모킹은 르네상스 시대에서 로코코시대 셔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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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성복에 표현된 개더의 종류 및 특징

소매 단을 장식하였다.

Ⅳ.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성
1. 과정의 연속과 율동감
주름은 일차적으로 의복에서 선을 만들고 선의 의

복의 면을 나눌 뿐 아니라 반복되는 선은 리듬을 가

진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성복에 나타난 드레이프

는 착장 자에 의해 착용방식이 다르며 그 드레이프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시대의 남성들은 창조적

인 예술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직물의 유연

성을 이용해 단련된 육체가 그대로 표현되는 드레이

프형 의상을 디자인 했다.51) 이 드레이프는 인체 근

육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며 목에서 허리에 이르는

선의 반복적인 결합으로 연속적인 형태의 특징을 가

진다. 선의 반복이 계속되면 리듬이 생기고 직물에

표현될 경우 시각적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연속적인

방향을 나타낸다.52) 이집트 왕족의 남자들만 사용했

던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의 나이프 플리츠는의 반

복은 선의 연속적인 특징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방사선형으로 시선을 이동시킨다.

인체에 둘러지기 전에 직물은 평면적인 2차원적인

형태에 특징을 지니지만 신체의 움직임과 결합하면

3차원적 조형물로 인식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반복된 주름으로 형성되는 선들은 인체의 움직

임에 따라 흔들려 직선이 사선으로, 사선에서 곡선으

로 혹은 원형과 같은 부피감을 나타내며 변화한다.53)

인체의 움직임이 주름의 재질효과와 더해지면 움직

임에 따른 주름의 방향감과 리드미컬하고 탄력 있는

입체 표현을 연출해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인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착장 자에 따른 인체의 형태, 다

양한 근육의 움직임은 주름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

다. 나아가, 복식을 착용하는 행위의 과장에서 완성

까지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주름의 움직임을 통한

유동적인 율동미를 표현한다.

2. 공간의 확장
주름은 접혀 있던 부분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펼쳐져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제공

해 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면에 대한 유

일한 입체성을 가지고 있는54) 주름은 다트와 같은

구성선의 도움 없이 의복의 유동적인 공간을 형성하

여 특정한 형태 없이 예상하지 못한 불규칙적인 형

을 만들어 낸다. 야외생활을 즐기고 육체를 단련시키

는 생활을 선호한 그리스 남성들의 의복에 나타난

드레이퍼는 착용방법에 따라 다른 공간을 만들어 내

며 착장자의 움직임에 따라 그 공간이 유지 되거나

변화 한다. 착장자가 의도하는 움직임에 따라 숨겨진

주름의 여분으로 신체의 동작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주름의 깊이에 따른 공간이 확장, 수축되어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적인 특징을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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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의 특징은 쥐스또꼬르와 아바 아 라 프랑세스의

옆 절개선에 나타난다. 옆선을 절개하여 그곳에 아코

디언 주름을 끼워 물린 형태는 허리 밑으로 플레어

지게 하여 허리를 강조하는 목적도 있지만 말을 타

거나 칼을 허리에 찰 때, 신체의 움직임을 편하게 하

였다. 즉, 이것은 의복의 표면을 확대하고 신체와의

접촉 부분에 빈공간의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의복의

공간을 확장시킨다.55) 주름은 신체와 의복, 의복의

내부 공간을 재설정하여 움직임의 기능성을 보인다.

3. 왜곡된 과장
의복을 입는 행위는 최소한 현재 주어진 것과는

다르게 더 나은 신체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

키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56) 당대에 유행하는 몸매

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골격을 바꾸고 싶어 하고 의

복의 디테일, 봉제기법, 표면효과, 부자재 등을 이용

하여 시각적인 속임수를 사용한다. 주름에 의해 의복

의 표면이 돌출되거나 함몰 되어 관찰자에게 가깝게

보이거나 또는 멀리 보이게 하는 원근감을 창출한다.

탄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조형성이 있는

주름은 2차원적인 의복 공간을 3차원 입체공간으로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다. 주름이 주는 표면감은 의복

의 양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체의 구성에서 볼

수 있는 더 다양한 형태와 선을 표현하게 했다.

르네상스 시대 새로운 원단들이 유입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실루엣이 더욱 넓어지고 세로선에서

가로선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57) 이 시대의 남자 복

식은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의상

의 양감 및 외양의 화려함에서 찾으려 했다.58) 남성

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넓은 어깨는 패드를 넣고 주

름으로 잡아 거대한 퍼프소매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깨선과는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인체를

무시하고 왜곡시켜 별개의 거대한 형을 창출한 것이

다. 주름을 사용해 몇 단으로 쌓아올린 러프 목장식

은 목의 형태를 사라지게 하며 얼굴 밑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구별할 수 없게 한다. 르네상스 남성들은

자유자제로 신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즐거움을 가

지고 상의뿐만 아니라 하의에 까지 패드를 넣어 부

풀린 허리와 힙 사이에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

낸다. 주름은 인체를 특정 부위를 의복에서 과장하여

그 시대에 범할 수 없는 남성들의 위엄과 권위, 박력

감, 귀족풍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인

체의 왜곡을 통한 실루엣의 변형, 장식적인 화려함

등은 이 시대의 남성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4. 개성의 은폐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의복으

로 몸을 감싸고 외관의 존엄성에 그 가치를 부여했

다. 몸을 완전히 감싸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러

운 주름이 형성된다. 이 주름은 소재의 중량이나 크

기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며 착장자의 인체의 특징,

개성들은 주름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북해 연안의 저지대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

까지 패드를 넣고 슈미즈 손목부분엔 개더를 잡고

러플을 달아 날씬한 사람도 거대하게 보이게 했다.59)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구조물과 같

이 견고하고 딱딱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인체의 선을 인공적으로 확대 축소하여 착장자의 신

체 구조를 획일화 시킨다. 하지만 과장된 인체는 그

시대의 관능적인 남성미를 보여준다. 반면, 움직임에

의해 주름 선이 여러 개 모이거나 흩어지는 돌출효

과는 관찰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인체의 근육 방향

에 따라 형성된 주름이 꺾이거나 도출되며 은폐된

인체의 형태를 연상하며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Ⅴ. 결론
의복의 표면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detail)

중에 주름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 복식에서

보이는 구성요소로써 기능성과 함께 율동감, 선의 반복

에 의한 방향 효과 등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양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고대이집트 복식은 태양의 광선을 따라 형성된 것처

럼 전반적으로 무수한 주름과 주름의 간격, 방향, 좌

우대칭의 기하학적인 규칙성을 나타낸다. 이집트 남

성복식에 나타난 주름은 허리에서 허벅지 사이 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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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타나며 아코디언 주름과 나이프 플리츠의 형

태로 수평, 수직, 방사선, 열십자 모양으로 장식적인

기능뿐 아니라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였다. 왕족은 남

자들만 사용한 트라이앵귤러 에에프런에 잡힌 방사

선주름은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연속적인

방향성과 반복되는 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 남성들은 운동으로 단련된 인체의 아름다

음을 중요시하여 인체미를 강조한 드레이프형 의복

을 발전시켰고, 로마의 남성들은 그리스에 비해 섬세

하진 않지만 좀 더 실용적인 드레이프형의 의복을

선호했다. 직사각형의 천을 몸에 두르는 형태의 키톤,

히미티온, 클라미스, 토가는 인체의 특징과 움직임,

착장 방법에 다양한 형태의 자연스러운 곡선, 수직,

U자형 사선 주름을 만든다. 몸 전체를 감싸고 있어

인체의 특징이나 개성이 은폐되지만, 인체에 흐르는

곡선적인 주름선의 반복은 율동감을 주고 주름으로

인해 만들어진 여유 공간은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중세 초기에는 인체 전체에 유여한 수직적인 드레

이프, 박스 플리츠가 나타나며 후기로 갈수록 파이프

오르간 형태의 규칙적인 주름이 보인다. 주름을 이용

해 착장자의 인체를 은폐시키며 주름의 여유분 사이

로 연상되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근세 르네상스 시대는 목, 어깨, 소매, 머리에서 무

릎사이에 나타나며 의복의 인위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장식적인 요소로 주름을 사용하였다. 장

식주름인 러플(ruffle)이 절대적이었으며, 남자들은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깨와 소매에 패드와 주

름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부풀렸다. 인체를 무시하며

인위적인 실루엣을 만들어 남성다운 화려함을 과시

하려했다. 바로크와 로코코시대는 허리를 더욱 들어

가게 강조하며 밑단으로 갈수록 플레어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옆선에 아코디언 주름을 넣었다. 이 주

름은 남자들을 S자 실루엣으로 만들뿐 아니라 말을

탈 때 편리하게 하는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근대 프

랑스 혁명이후 권위를 상징하던 장식적인 주름은 사

라지고 고도의 재단기술이 발달로 몸에 꼭 맞는 실

루엣에 활동성을 보안하기 위한 약간의 주름만이 나

타난다.

따라서, 20세기 이전 남성 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성은 첫째, 드레이프형 의복에서 보이는 주름선

의 반복으로 형성된 리듬감, 의복의 착용하는 과정에

서 완성까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주름은 관찰자의

시선을 이동시켜 움직임을 통한 율동미. 둘째, 의복

에서 주름으로 접혀진 여분의 공간과 신체의 움직임

에 따라 여분의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확장은 의복의 내부 공간의 재설정하여 신체의 움직

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성. 셋째, 주름을 이용해 인

체의 특징을 무시하고 의복의 특정 부위를 과장함으

로써 남성들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성. 과장된 인체의

남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심미성. 넷째, 드레이퍼

를 이용해 사각형의 천을 몸을 감싸고, 주름으로 실

루엣을 인위적으로 확대, 축소시켜 은폐된 인체의 형

태를 연상하게 하여 관능미로 도출된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여성복에 국한되어

단순한 표면 기법이나 디테일로 평가가 비약했던 주

름연구를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20세기 이전

서양 남성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특징을 고찰하고 조

형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과거의 남

성복식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토대로 현대

남성복에 다양한 각도로 주름 연구가 시도될 것이며

남성복에 새로운 표현기법을 전개하는데 기초단계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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