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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methods of Haute Couture design-
ers’ high value-added jacket design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positions and sizes of the de-
sign component items of tailored jackets designed by Haute Couture designers from the 1940s to 
the 1970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ilhouette changed 
while leading the contemporaneous fashions, and such changes could be confirmed by the width 
and length of the jacket’s shoulder, chest, waist, and hem that determine the silhouette. 
Particularly, the length of the chest changed which signifies that the depth of the armhole w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jackets in relation to the sleeves 
and the fit of jackets. Second, the position and the size of the dart are the components that can 
express the fit of a jacket and the designer’s creativity, The starting point position of the dart 
and the position passing by waist, and the position of the end of the dart were placed in the po-
sition beyond B.P. depending on the designer’s creativity and techniques, deriving the changes of 
the silhouette and creating high value-added jackets. Third, the tailored collar, which was a 
three-dimensional component made up of the upper collar, gorge line, lapel, and break line, was 
an important component that could express high value-added jackets. Changes in the width and 
the height of the break line position of the sides of the neck were represented as changes in the 
neck size of the collar, and changes in the vertex locations of the upper collar corner-point, the 
gorge line (the corner-point of the lapel and V zone) were also represented as diverse tailored 
collar designs. And the differences in the width and the length of each component of the collar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represented as changes in the slope and angle of the collar 
outline. Fourth, the changes in sleeve designs of the jacket were in such items as the width of 
the sleeve opening, the width of the sleeve hem, and the length of the sleeve, and were r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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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d as diverse sleeve designs such as widened sleeve opening types, and straight line types. 

Key words: jacket design(재킷 디자인), haute couture designer(오뜨꾸뛰르 디자이너), 
high value-added design elements(고부가가치 디자인 구성요소)

Ⅰ. 서론
금융위기와 기나긴 불황을 겪으면서 의심과 진실

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2010년 최고

의 신조어로 '레알(real)'이 선정되고 소비자의 70%

에 육박하는 수가 브랜드를 바라보는 관점을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

은 마케터들보다도 빠른 트렌드 정보력으로 스스로

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대 소비자들을 익숙한 과거

의 경험과 향수를 그리워하는 복고주의로 이끌었고

세계패션 시장에서 클래식스타일 명품브랜드의 매출

로 이어졌다.

명품브랜드의 대부분은 19세기 유럽왕실과 귀족사

회의 선호품을 담당하던 ‘장인’에서 태동된 것으로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황후와 귀부인의 드레스

운송용 트렁크를 제작하던 장인이었고 ‘에르메스

(Hermes)'는 고급 마구를 만드는 장인이었다. 이들은

왕실의 물건을 만들고,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대상

을 수상함으로써 고품질과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으

며 당대최고의 일류제품이라는 명품브랜드 위치를

갖게 되었다.1) 명품브랜드는 고유의 철학을 간직한

스타일과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고유의

철학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게 지속적

으로 혁신하고 있다. 샤넬은 여성의 한쪽 팔을 가방

에서 해방시킨 체인벨트 백과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우아함과 편안함을 경비한 트위드 재킷으로 현대 여

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2)한 명품브랜드이다. 샤넬

(Coco Chanel)을 비롯하여 디올(Christian Dior), 입

센로랑(Yves St. Laurent), 발렌시아가(Balenciaga),

랑방(Jeanne Lanvin), 지방시(Givenchy)등은 20세기

초중반에 설립되어 오늘날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인

정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오랜 전통과 오뜨꾸

뛰르 감성으로 축적된 기술과 정보력을 가지고 변화

를 모색하면서 꾸준히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더구나 최신 패션트렌드인 복고주의는 이들 디자인

의 가치를 더 부각하고 있어 오랜 기간 명품으로 인

정받고 있는 브랜드들의 디자인 연구는 까다로운 현

대 소비자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내 패션브랜

드의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신 유행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고풍 여성 재킷디자인을 주제로 오랜 기간

명품브랜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오뜨꾸뛰르 디

자이너들의 고부가가치적 재킷 디자인 표현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기성복 산업에서 소비자의 고감

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명품 패션제품 생산을 가능

하게 하는 이론을 제공 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킷의 정의와 변화
재킷은 힙 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로서 일반

적으로 슬리브가 있고 앞 또는 비켜 옆으로 여밈이

있는 상의로 정의된다.3) 재킷의 어원은 14, 15세기에

군복으로 착용하였던 자크(Jaque)에서 비롯되었으며

스탠드칼라와 허리까지는 몸에 꼭 맞고 엉덩이를 덮

는 짧은 스커트가 달려있는 형태4)로 나타났고 16세

기에는 코트보다 짧은 상의를 뜻하는 자케트(Jac-

quette)로 변화되었다. 자케트는 17세기 후반부터 19

세기 중기까지 쥐스토르코(Justaucorps),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 르댕고트(Riding
Coat)와 같은 코트 형태의 상의를 착용하게 되었다.

1849년경 재킷은 실용적인 의복으로 일반 시민들에

게 보급되었고, 1870년대는 남성복의 가장 중요한 의

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5) 여성의 재킷 착용은 1770

년대 이후는 스포츠복과 가정의 실용의복으로 입혀

졌으며 19세기후반 자전거타기가 크게 유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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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여성들이 남성복과 비슷한

각이 진 어깨와 좁은 소매, 높은 칼라의 노퍽(Norfolk)

재킷에 니커 보커(Knicker bocker)를 착용했다. 테니

스와 사이클링 등의 보급에 따라 테일러 메이드와

재킷이 정착6)되었다.

현대패션에서 재킷은 클래식 패션의 대표적 아이

템으로 퍼스트 뷰 코리아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의 트렌드 예측에서 복고풍 클래식 재킷과 슈트디자

인의 유행을 언급하고 있다. 2011년 봄, 여름에는

1970년대풍의 드레시하고 편안하게 테일러링 된 박

시(boxy)스타일과 1950년대 뉴룩에서 영향을 받은

허리를 강조한 레이디 스타일의 페플럼 재킷이 H라

인의 스커트나 A라인의 스커트와 함께 수트 착장으

로 어울릴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2011년 가을, 겨

울에는 승마와 같은 정통성을 지닌 클래식 유니폼들

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캐주얼하게 변형되며, 클래식

한 샤넬 재킷이 젊은 감각으로 색다르게 해석되어

나타난다고 예측하였다. 2010년 봄, 여름에는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1970년대풍의 롱 재킷과 어깨패

드가 살짝 올라간 샤프한 어깨라인의 유행을 제안하

였고, 2010년 가을, 겨울에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특징인 랩(wrap)재킷과 1960년대 풍의 짧은 길이의

모던한 크롭트 재킷(cropped jacket) 그리고 2009년

가을, 겨울에는 중성적 뉘앙스의 소프트 클래식 재킷

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최신 유행의 재킷디자인

은 과거의 요소들과 현대적인 꾸뛰르 감각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2. 고부가가치제품으로서의 재킷디자인
구성요소

복고주의와 재킷디자인의 고부가가치 디자인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원, 이미숙7)은 복고

적 디자인은 프레타포르테 디자이너들에게 작품에

영감을 줌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였으며,

정정희, 고현진8)은 명품브랜드 디올(Dior)의 성공원

인이 수공예적인 품질유지와 하우스의 스토리를 읽어

낼 수 있는 전통이라 하였으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개성과 디자인 테크닉을 과거 디올 하우

스의 전통에 최신 트랜드로 적절히 접목시킨 것이

디올 하우스의 성공 비결이라 하여 디올의 전통성이

고부가가치 특성과 관련됨을 언급하고 있다. 곽혜영

은9) 발렌시아가의 재킷디자인은 다양한 형태의 소매

구성,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 개발, 구조적 디자

인을 활용한 것이며, 1997년 이래 발렌시아가의 디자

이너인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는

발렌시아가 전통성에 새로운 구조와 디테일을 꾸뛰

르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가진 디자인

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 연

구들은 전통에 의한 신뢰와 장인정신, 그리고 품질이

현대 트렌드와의 접목에 의해 성공적으로 표현됨으

로써 명품브랜드들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의 근원적

인 역할을 언급하고 있어 전통성의 새로운 해석이

고부가가치 디자인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

킷의 새로운 구조, 오뜨꾸띠르적 디테일, 구조적 디

자인의 활용이 고부가가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 재킷디자인의 고부가치성은 재킷의

구성요소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재킷의 유행변화를 스타일, 혹은 룩(look)으로

실루엣 형, 절개선형태 명칭, 칼라나 소매 유형 이름

등으로 고부가가치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

킷디자인은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크

기에 관련된 너비와 길이 변화는 시대별 고부가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에 관련된 재킷디자인 구성

요소를 선행연구들10)11)12)13)14)을 근거로 하여 ‘선’,

‘디테일’, ‘트리밍’로 정의하고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재킷디자인의 고부가가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은 오늘날까지 명품브랜드로

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샤넬, 디올, 발렌시아가, 지

방시, 랑방, 발망 등 오뜨 꾸뛰르 하우스 디자이너들

의 재킷 디자인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연구대

상이 되는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동시에 활동이 이루

어진 1940년대에서 부터 최근 복고풍 재킷디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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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바디 <그림 2> 분석사례

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1970년대까지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고부가가치 제품

에 관련된 재킷디자인 구성요소를 항목으로 1940년

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오뜨꾸뛰르 재킷 디자인의 구

성요소 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Victoria

& Albert Museum(http://www.vam.ac.uk), Metro-

politan Museum of Art(http://www.metmuseum.org),

The Museum at FIT(http://www.fitnyc.edu/mu-

seum), The Indianapolis Museum of Art (http://

www.imamuseum.org), Lofficiel de la mode (http://

patrimoine.editionsjalou.com), Corbis Image(http://

www.corbisimages.com)에서 디자인 식별이 가능한

총 364장의 재킷디자인 사진을 수집분석 하였으며

구성요소 크기분석에서는 길이와 너비의 측정이 가

능한 20개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2. 분석절차와 방법
먼저 연구대상 디자이너 브랜드의 선정된 재킷디

자인들의 디자인 양상을 파악한 후 재킷디자인 구성

요소의 연대별 크기 변화 비교를 위한 대표적인 재

킷디자인 유형으로 테일러드 칼라의 셋인 소매 형태

를 선정하였다. 분석절차는 분석대상이 된 사진들 중

타이트한 형태의 재킷디자인 10장을 선정한 후 10장

의 사진을 앞 목점과 허리위치, 힙 위치에 맞게 겹친

후 일치되는 점을 기준으로 어깨끝점, B.P, 허리윤곽

끝점, 힙 윤곽끝점을 정하여 기본바디를 그렸다.<그

림 1> 앞 중심선을 너비를 측정하는 수직기준선으로,

앞 목점을 수평기준선의 중심으로 정하였다. 재킷사

진 분석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각 연대를

대표할 수 있는 5개의 테일러드 재킷들을 선정한 후

기본바디와 Illustrator CS3를 활용하여 구성요소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 사진크기는 구성선과

디테일의 식별이 가능한 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크기 측정은 기본바디를 Illustrator CS3에서 그리드

(Grid)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앞 목점을 Reference

Point(X:0 ,Y:0)의 위치에 배치하고 어깨끝점, B.P,

허리 윤곽끝점, 힙 윤곽끝점의 Reference Point를 확

인 하여 크기 비교를 하였다<그림 2>.

재킷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복

고적 재킷스타일 고부가가치성 구성요소인 ‘선’, ‘디

테일’, ‘트리밍’의 세부요소인 실루엣 구성항목, 내부

구성선 항목(어깨, 절개선, 여밈), 디테일 구성항목

(칼라, 소매, 포켓)중 다양한 디자인으로 크기 비교

가 어려운 포켓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표 1>은 재킷디자인의 고부가가치성 구

성항목의 요소위치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Ⅲ. 1940년대-1970년대 오뜨꾸뛰르
재킷 디자인 분석

1. 디자이너별 재킷디자인 출현양상
선정된 사진들에서 재킷디자인 유형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인 실루엣, 칼라, 여밈, 소매디자인의 전반적

인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디자이너의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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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위치 구성요소항목 No 내용

실

루

엣

어깨너비 1 수직기준선→어깨/소매접합점

어깨높이 2 수평기준선→어깨/소매접합점

가슴너비 3 수직기준선→암홀밑점

가슴길이 4 수평기준선→암홀밑점

허리너비 5 수직기준선→허리윤곽점

허리길이 6 수평기준선→허리윤곽점

밑단너비 7 수직기준선→밑단외곽점

밑단길이 8 수평기준선→중심쪽밑단

내

부

구

성

선

다트시작너비 9 수직기준선→다트시작점

다트시작길이 10 수평기준선→다트시작점

다트허리너비 11 수직기준선→허리선다트

다트허리길이 12 수평기준선→허리선위치다트점

다트끝너비 13 수직기준선→다트아래끝점

다트끝길이 14 수평기준선→다트아래끝점

여밈선너비 15 수직기준선→앞여밈선

칼

라

목옆안꺽임점너비 16 수직기준선→목옆안쪽꺽임점
목옆안꺽임점길이 17 수평기준선→목옆안쪽꺽임점
목옆바깥꺽임점너비 18 수직기준선→목옆바깥꺽임점
목옆바깥꺽임점길이 19 수평기준선→목옆바깥꺽임점
윗칼라모서리점너비 20 수직기준선→윗칼라모서리점
윗칼라모서리점길이 21 수평기준선→윗칼라모서리점
고지선바깥점너비 22 수직기준선→윗칼라라펠접합바깥점
고지선바깥점길이 23 수평기준선→윗칼라라펠접합바깥점
라펠모서리점너비 24 수평기준선→라펠모서리점
라펠모서리점길이 25 수직기준선→라펠모서리점

V존길이 26 수평기준선→V존

윗칼라너비 27 윗칼라자체의 폭

고지선너비 28 고지선자체의 폭
라펠너비 29 라펠자체의 폭

소

매

소매통 너비 30 소매통너비

소매밑단너비 31 소매밑단너비

소매길이 32 수평기준선→소매 밑단

<표 1> 재킷디자인의 고부가가치성에 관련된 구성요소의 정의

에 따라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연도별 유행과 관련

되어져 1940년대, 1950년대는 바디에 밀착된 실루엣

이 많이 나타났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비교적

루스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칼라는 대부분의 분

석대상 재킷들에서 테일러드 칼라가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칼라가 없거나, 수티앵, 스탠드 칼라도 함께

나타났다. 재킷 여밈은 싱글 여밈이 많이 보였으며

소매 종류는 셋인 소매가 많이 나타났다. <표 2>는

분석대상 디자이너별 칼라디자인을 중심으로 본 재

킷유형 출현빈도 표이다. 샤넬의 경우는 1939년 해외

망명으로 인해 1950년대부터 디자인 수집이 가능했

으며 1950년대 디자인 활동을 시작한 지방시의 경우

도 같은 시기부터 사진이 수집되었다.

1) 잔느 랑방(Jeanne Lanvin)

잔느 랑방은 파리의 디자인 하우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아름다움과 세련된 절제

미는 오늘날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15) 랑방은



服飾 第64卷 3號

- 82 -

designer 재킷총수 테일러드형/기타유형 설립연도

Jeanne Lanvin 36 18/18 1889

Coco Chanel 86 25/61 1913

Balenciaga 73 30/43 1937

Pierre Balmain 46 27/19 1945

Christian Dior 114 45/69 1947

Givenchy 43 20/23 1952

계 398 165/233

<표 2> 분석대상 디자이너별 재킷유형 출현빈도

<그림 3> 1940, Lanvin,

- www.kci.or.jp

<그림 4> 1955, Lanvin,

- patrimoine.editionsjalo

u.com

<그림 5> 1962, Lanvin,

- patrimoine.editionsjal

ou.com

<그림 6> 1976, Lanvin,

- patrimoine.editionsjal

ou.com

설립초기 모자디자이너로 활약하다가 1909년 여성복

디자인을 시작하였고 여성복 디자인초기에는 이국적

이면서도 우아한 수공예적인 드레스 디자인을 하였

다. 1920년 이후 샤넬과 같은 다른 디자이너들이 모

더니즘과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은 디자인을 발표하

고 있음에도 잔느 랑방은 로맨틱 페미닌 스타일의

디자인을 추구16)하였다. 그녀의 재킷디자인들에서도

페미닌을 추구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7)은 1940년대의 랑방 재킷으로, 포켓의 섬세한 디

테일이 랑방의 수공예적인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18), <그림 5>19), <그림 6>20)은 랑방 사후

랑방 하우스에서 발표된 재킷디자인이다. 랑방 하우

스는 1990년대 클로드 몽타나(Claude Montana)

2000년대에는 알바 엘버즈(Alber Elbaz)가 디자이너

로 영입되면서 현재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2) 코코 샤넬(Coco Chanel)

샤넬 하우스는 1913년 설립되었고, 1920년대에 이

미 샤넬이라는 이름은 실제적으로 부와 귀족주의의

동의어였다.21)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샤넬

의 디자인이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샤넬은 남성

스포츠웨어인 스웨터와 카디건(cardigan)을 응용 하

여 저지소재로 활동하기 편한 재킷을 디자인하여 인

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클래식이 되어있는 샤

넬슈트로 발전되었다. <그림 7>22), <그림 8>23), <그

림 9>24)는 샤넬 슈트의 특징인 브레이드나 금속이

장식된 테일러드 재킷이다. 특히 샤넬의 재킷들은 다

른 디자이너들의 재킷들이 1940, 50년대 여성스러운

스타일에서 1960, 70년대 루스한 스타일로 변화해 갔

음에 반해 샤넬슈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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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58, Chanel,

- www.metmuseum.org

<그림 8> 1969, Chanel,

- www.metmuseum.org

<그림 9> 1973, Chanel,

- patrimoine.editionsjalou.com

<그림 10> 1949, Balenciaga,

- www.metmuseum.org

<그림 11> 1951, Balenciaga,

- patrimoine.editionsjalou.

com

<그림 12> 1968, Balenciaga,

- patrimoine.editionsjalo

u.com

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샤넬은 1983년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영입으로 전성기의 명성

을 되찾아 명품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3) 발렌시아가(Balenciaga)

1937년 발렌시아가가 파리에서 컬렉션을 개최했을

때 우먼스 웨어 데일리(Wonen’s Wear Daily)는 ‘세

련된 단순함, 호화로운 소재와 다양한 실루엣, 미묘

한 스페인의 영향을 젊은 현대적 정신으로 표현’했다

고25) 평했듯이 발렌시아가는 조국인 스페인의 문화,

종교 그리고 예술성과 파리에서 경험한 모더니즘과

세련됨, 그리고 엘레강스가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소

매 구성과 세미피티드(semi fitted) 슈트, 색드레스

(sack dress), 튜닉 슈트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

를 창조함으로써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림 10>26),

<그림 11>27), <그림 12>28)는 발렌시아가 생존 시 디

자인된 재킷들이다. <그림 10>은 허리부분만 피트되

고 어깨와 힙은 루스한 세미피티드 슈트이며 <그림

11>은 1950년대의 전형인 여성스러운 라인의 재킷이

다. <그림 12>는 심플한 이미지의 재킷이다. 1972년

발렌시아가 사후 1997년 니콜라스 게스키에르

(Nicolas Ghesquiere)가 디자이너로 영입되면서 발렌

시아가가 하우스의 재도약을 맞게 되었다.

4) 피에르 발맹(Pierre Balmain)

건축학도였던 피에르 발맹은 1945년 첫 번째 컬렉

션에서, 가늘게 조인 허리와 긴 종 모양의 스커트 라

인을 선보였다. 뉴 룩보다 먼저 뉴 룩과 유사한 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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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47, Balmain,

- patrimoine.editionsjalo

u.com

<그림 14> 1964, Balmain,

- patrimoine.editionsjalou.c

om

<그림 15> 1965, Balmain,

- www.corbisimages.com

<그림 16> 1973, Balmain,

- patrimoine.editionsjalo

u.com

<그림 17> 1947, Dior,

- collections.vam.ac.uk

<그림 18> 1955, Dior,

- www.corbisimages.com

<그림 19> 1960, Dior,

- patrimoine.editionsjal

ou.com

<그림 20> 1972, Dior,

- www.metmuseum.org

엣, 즉 슬림한 허리를 강조한 상의와 길고 풍성한 하

의로 구성된 'New French Style'을 발표29) 함으로써

1950년대의 패션을 예측하고 있었다. 발맹은 디올,

발렌시아가 등과 함께 1950년대의 패션을 리드하였

는데, 그의 재킷 디자인은 여성 인체를 살린 맞음새

로 절제된 여성미를 표현하였고 수공예적 디테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3>30), <그림 14>31),

<그림 15>32), <그림 16>33)은 그의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난 재킷디자인들이다. <그림 13>은 상체는 슬

림하고 허리 아래를 풍성하게 강조하는 1940년대의

뉴 프렌치 스타일이며 <그림 14>는 심플하고 엘레강

스 룩에 수공예적인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이다. <그

림 15>는 독특한 다트라인을 살린 1960년대의 짧은

길이의 테일러드 재킷이다. 발맹 하우스는 2005년 크

리스토퍼 데카르닌(Christophe Decarnin)를 영입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었다.

5)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

크리스티앙 디올은 1946년 첫 번째 컬렉션으로 파

리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1957년 사망할

때까지 11년간 20세기 패션 역사에 확실한 이름을

남겼다.34) 경사진 어깨선, 가는 허리, 길고 풍성한 스

커트로 8자의 형을 이루는 뉴룩을 발표하면서 혁신

적인 디자이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디올은 H라

인, A라인, Y라인으로 불리는 여성스러우면서도 기

능적인 모던디자인을 발표하면서 1950년대를 라인의

시대로 불리워지게 했다. 디올 하우스는 디올의 사후



고부가가치 패션제품개발을 위한 오뜨꾸뛰르 디자이너 복고적 재킷디자인 분석

- 85 -

<그림 21> 1953, Givenchy,

- patrimoine.editionsjal

ou.com

<그림 22> 1960,

Givenchy,

- patrimoine.edition

sjalou.com

<그림 23> 1979,

Givenchy,

- patrimoine.edition

sjalou.com

에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을 디자이너

로 영입 트라페즈 라인을 발표 라인시대를 이어갔으

며 이후에는 마르크 보앙(Marc Bohan), 지안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이 디올 하우스의 명성을 이어갔다. <그림 17>35)은

디올의 뉴룩을 보여주는 1947년 테일러드 자켓이고

<그림 18>36)은 A라인의 재킷디자인이다. <그림 1

9>37), <그림 20>38)은 디올 사후에 이브 생 로랑과

마르크 보앙에 의해 디자인된 재킷들이다.

6) 지방시(Givenchy)

순수미술을 전공한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는 1952년 지방시 하우스를 설립하였고 클

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의 재킷디자인은 형태의 단순

함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기본으로 하여, 고전미를 나

타내는 볼륨과 현대미를 표현하는 비대칭의 조화39)

가 특징이다. <그림 21>40) 지방시의 재킷은 클래식

하면서도 구조적인 형태를 살린 재킷으로 비대칭적

인 칼라디자인으로 독창적인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그림 22>41)는 1960년대 재킷디자인으로 심플하면서

도 안정된 구조적 형태로 우아하고 세련된 그의 디

자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42)은 1970년대

의 유니섹스 모드를 심플하고 세련되게 보여주는 재

킷이다.

2. 1930년대-1970년대 오뜨 꾸뛰르 재킷
디자인의 고부가가치 구성요소 분석

1)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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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대별 실루엣 구성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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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대별 실루엣 구성요소 길이

<그림 24>, <그림 25>는 오뜨꾸뛰르 디자이너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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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940 1950 1960 1970

실

루

엣

어깨너비 35.38 36.56 35.79 35.66

어깨길이 -2.10 0.79 -0.16 -3.11

가슴너비 30.98 30.94 33.78 31.56

가슴길이 27.13 29.27 27.63 30.73

허리너비 21.87 23.11 29.78 27.02

허리길이 59.68 62.00 58.97 61.27

밑단너비 34.92 35.93 34.92 40.22

밑단길이 110.31 92.75 89.59 120.15

내부

구성선

다트시작 너비 26.43 24.80 29.17 27.47

다트시작 길이 1.44 29.01 25.21 12.67

다트허리너비 13.25 12.73 23.80 17.53

다트허리길이 60.86 62.24 56.10 61.03

다트끝너비 22.82 19.03 27.08 23.03

다트끝길이 96.34 90.10 80.01 103.57

여밈선너비 3.37 2.62 4.64 4.76

칼

라

위

치

목옆안꺽임점너비 11.36 10.80 14.79 12.28

목옆안꺽임점길이 -13.07 -14.10 -11.71 -15.28

목옆바깥꺽임점너비 14.82 18.98 25.68 23.09

목옆바깥꺽임점길이 -5.53 -7.49 -4.23 -6.43

윗칼라모서리점너비 19.26 21.68 23.94 26.49

윗칼라모서리점길이 -0.63 -0.27 6.01 3.73

고지선바깥점너비 13.96 15.55 15.87 19.18

고지선바깥점길이 0.67 0.67 5.52 5.33

라펠모서리점너비 4.99 22.06 20.19 26.09

라펠모서리점길이 23.33 4.80 10.50 10.25

V존길이 16.69 21.13 21.38 34.07

크

기

윗칼라 너비 13.74 12.89 15.28 17.87

고지선너비 8.28 9.00 6.65 10.11

라펠너비 14.84 16.15 14.27 18.89

소매

소매통너비 16.76 19.33 17.90 18.51

소매밑단너비 14.83 16.08 17.16 17.94

소매길이 107.37 98.56 94.33 110.58

<표 3> 연대별 대표 재킷디자인의 구성요소 평균값

일러드 재킷의 디자인 변화에 관련되는 실루엣 구성

항목 연대별 크기를 분석한 그림들로 <그림 24>의

위쪽선이 기본바디<그림 1>의 중심선인 수직기준선

으로 본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너비의 폭이 커

짐을 설명한다. <그림 25>는 위쪽선이 기본바디 어깨

라인에 있는 수평기준선으로 본다면 O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길이가 길어짐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짐을 설명하고 있다. 테일러

드 재킷의 실루엣에 관련된 항목은 어깨, 허리, 밑단

으로 먼저 어깨항목을 보면 1950년대 가장 큰 너비



고부가가치 패션제품개발을 위한 오뜨꾸뛰르 디자이너 복고적 재킷디자인 분석

- 87 -

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1960년대, 1970년대, 194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어깨높이(어깨길이)는 1970년대에

가장 솟은 어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940년대,

1960년대, 1950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어

깨항목은 가장 넓고 낮게 나타나 경사진 처진 어깨

가 많았음을 보여주었는데 1940년대 말 등장한 뉴룩

의 영향이 195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뉴룩을 주도했

던 디올을 비롯한 오뜨꾸뛰르 디자이너들의 재킷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슴너비는 1940년대, 1950년

대, 1970년대, 1960년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래프선

의 위치로 볼 때 1960년대의 가슴너비가 다른 연대

에 비해 여유롭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 가슴길이는 암홀이 깊게 파이기 직전까지의 지점

에서 수평기준선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것으로 이 그

래프 선으로 볼 때 1940년대가 겨드랑이에 가장 밀

착된 암홀깊이이며, 이어서 1960년대, 1950년대, 1970

년대 순으로 1970년대의 암홀이 가장 깊었던 시기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리너비는 1940년대가 가장

가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95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순으로 가슴너비와 비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룩이 나타난 1950년대보다 1940년대 허리너

비가 더 가늘게 나타났다. 이는 자료수집 시 오뜨꾸

뛰르 재킷디자인들은 1945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견

됐는데 1940년대 밀리터리 룩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뜨꾸뛰르 테일러드 재킷들은 유행을 선도하며 여

성미를 드러내는 몸에 밀착된 실루엣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허리길이는 1960년대, 1940년대, 1970년

대, 1950년대 순으로 길게 나타났는데, 1970년대 테

일러드 재킷은 1950년대보다 높게 배치된 허리위치

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었다. 밑단너비

는 196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순으로

넓게 나타났으며, 길이는 1970년대, 1940년대, 1950년

대, 1960년대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

는 밑단 길이가 가장 짧고 너비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는 밑단

너비와 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오뜨꾸뛰

르 디자이너 테일러드 재킷디자인의 1940년대 실루

엣은 약간 위로 솟은 어깨형태. 비교적 긴 재킷 길이,

어깨너비와 밑단 너비가 거의 같고 허리는 몸에 밀

착된 실루엣으로 나타났으며 1950년대에는 1940년대

의 몸에 밀착된 실루엣에서 어깨너비가 커지고 처진

소매, 길이는 더 짧아진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는 연대 중 가장 넓은 허리와 좁

은 밑단 너비, 가장 짧은 길이의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는 1950년대에 비해 좁은 너비이긴 하지만 위

로 가장 높이 솟은 어깨와 여유로운 허리 핏과 더 여

유로운 밑단너비의 롱 재킷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2) 내부구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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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대별 다트위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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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대별 다트위치 길이

<그림 26>, <그림 27>은 오뜨꾸뛰르 테일러드 재

킷디자인의 내부구성선 연대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그림 26>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바디중심선

에서 다트의 위치가 멀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림 27>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다트의 위치 높이가 낮

음을 의미한다. 즉, 그림에서 나타난 다트시작, 다트

허리, 다트 끝의 그래프를 연결하는 수직선이 실지로

재킷디자인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다트의 길이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림 26>의 다트위치 너비 그래프를

볼 때 1950년대 재킷은 다트 시작위치, 허리위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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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끝 위치 모두 다른 시기에 비해 앞 중심선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다트 시작길이 위치

29.01은 기준바디 B.P 위치길이 28.5 아래에서 시작

하고 있고 다트 끝 길이 90.10은 같은 시기 재킷 분

석 평균길이 92.75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 시기의 오

뜨꾸뛰르 디자이너들이 자주 사용한 다트디자인은

타이트한 재킷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B.P 점 아래

에서 밑단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는 29.17의 위치에서 다트가 시

작하고 있어 바깥쪽으로 가장 많이 벗어나 있으며

다트 시작길이도 평균 25.21로 나타나 기준바디 어깨

너비 33.5와 B.P 위치길이 28.5를 감안한다면 암홀라

인에 가까운 겨드랑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다트가 많

이 나타났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트 허리너비와 끝

너비도 앞 중심에서 가장 많이 벗으나 있어서 1960

년대의 재킷디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1960년

대의 오뜨꾸뛰르 재킷은 여유로운 맞음새이지만 햄

라인에서는 몸에 잘 맞는 짧은 재킷이 대세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40년대는 다트시작길이가 1.44로 거

의 어깨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고 있다. 다트시작, 허

리, 다트끝 위치의 수치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가

운데에 있어 이를 감안해보면 1940년대의 다트는 어

깨라인에서 시작되어 B.P를 바깥쪽으로 벗으나 거의

밑단까지 내려오는 다트디자인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다트의 배치는 실루엣의 변화

는 물론 디자이너의 독창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

요한 구성요소이다. 여밈분 너비는 1970년대 가장 넓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70년대 재킷에서 이전 시대

에 비해 더블 여밈이 많이 나타난 점과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3) 칼라관련 구성요소

목옆 꺽임선 위치의 너비와 높이는 테일러드 칼라

의 목을 감싸는 폭과 목뒤높이를 설명하는 항목으로

오뜨꾸뛰르 재킷디자인의 고부가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구성요소이다. <그림 28>, <그림 29>는 목옆 안

쪽 꺽임점과 어깨선 상에 놓인 꺽임 바깥끝점의 위

치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28> 목옆 안꺽임 너

비의 그래프선이 윗선에 가까울수록 목에 밀착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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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대별 칼라 목옆꺽임선 위치너비

-18

-16

-14

-12

-10

-8

-6

-4

-2

0
1940 1950 1960 1970

목옆안꺽임길이

목옆바깥꺽임길이

<그림 29> 연대별 칼라 목옆꺽임선 위치길이

라형이며, 목옆 바깥꺽임 너비의 그래프선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목옆 칼라꺽임 바깥선의 위치가 목옆에

서 멀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9>는 칼라

목옆 꺽임 위치의 길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기준바

디로 볼 때 아래쪽의 선이 어깨선이며 목옆 안꺽임

길이 그래프선은 위로 올라갈수록 뒷 칼라의 높이가

높음을 의미한다. 목옆 안꺽임 너비를 볼 때 1950년

대, 194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순으로 테일러드

칼라가 목에 가깝게 밀착되어 나타났으며, 목옆 안꺽

임 길이를 볼 때, 뒷 칼라 높이는 1970년대가 가장

높게, 이어서 1950년대, 1940년대, 196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의 테일러드 칼라는 다른 연대에

비해 목에서 떨어져 꺽임선이 놓여있으며 칼라의 높

이도 상대적으로 낮고 넓게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옆 바깥꺽임 너비의 그래프선을 볼 때, 목

옆 칼라꺽임 바깥선의 위치가 194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1960년대 순으로 나타났다. 목옆 안꺽임

길이 그래프 선과 바깥 꺽임 길이 그래프선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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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연대별 칼라디자인 위치너비

-2

0

2

4

6

8

10

12

1940 1950 1960 1970

윗칼라모서리점위치

길이
고지선위치길이

라펠모서리점위치길

이

<그림 31> 연대별 칼라디자인 위치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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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대별 칼라 V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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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대별 칼라자체 너비

별로 연결하는 선의 차이가 적을수록 목옆 칼라 꺽

임의 경사도가 가파름을 의미한다. 이를 볼 때 1970

년대의 테일러드 칼라의 경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었다. 1940년대는 목옆 안꺽임 너비와

목옆 바깥꺽임 너비의 차이가 가장 적고 또 두 지점

의 길이차이는 1950년대, 1960년대에 비해 커서 칼라

의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는 오뜨꾸뛰르 재

킷디자인의 테일러드 칼라의 위치를 확인하여 디자

인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 30>은 테일러

드 칼라 외곽라인의 디자인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로 아래로 내려울수록 재킷 중심선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은 윗칼라의 모

서리점, 윗칼라와 라펠이 접합된 고지선 외곽점, 라

펠의 모서리점 위치, <그림 32>는 V존의 위치길이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그림 31>, <그림 32>는 아래

로 내려올수록 기준바디의 어깨 가까이 있는 수평기

준선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윗칼라와 고지선,

라펠의 너비는 각각의 길이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V존의 길이가 길수록 비례적으로 각각의 너비도 넓

어지고 있다. 세 그래프를 볼 때 고지선의 너비는 V

존의 위치길이와 정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윗칼라와 라펠 모서리점의 너비는 서로 관련 없이

자유로운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어 디자이너의 고부

가가치 감성으로 디자인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30>의 그래프를 볼 때 1940년대, 1950년

대, 1970년대는 윗칼라와 라펠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

으나, 1960년대는 윗칼라의 크기가 라펠보다 크며 그

차이도 다른 연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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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된 1960년대의 테일러드 칼라가 목에서 떨어

져 낮고 넓게 디자인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에서 윗칼라 모서리점 위치 그래

프선과 라펠위치 그래프선을 연대별 수직선으로 연

결했을 때 두 선 사이의 간격은 테일러드 칼라의 윗

칼라와 라펠사이의 간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1940년

대와 1970년대가 가장 파임이 넓은 칼라로 디자인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40년대는 목옆 안꺽임 위치

너비(그림 30), 목옆 안꺽임, 바깥 꺽임의 길이항목

(그림 31)을 제외한 나머지 칼라 위치항목, 즉, 윗칼

라 모서리점, 고지선 끝점, 라펠끝점의 너비와 길이,

V존의 길이 등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940년대의 테일러드 칼라가 고지선의 위치

가 높고 길이가 짧으면서 목을 적당히 감싸면서 뒷

목높이가 높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의

미한다. <그림 31>의 윗칼라 모서리점위치 길이 그래

프선과 고지선 길이를 비교했을 때 1960년대에 윗칼

라의 모서리점이 고지선 아래로 내려 온 칼라디자인

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33>은 윗칼라, 고지

선, 라펠자체의 폭를 알아 본 그래프로 앞에서 확인

되었듯이 윗칼라 라펠의 크기모두 1970년대 가장 컸

으며 1950년대는 윗칼라가 가장 작게, 1960년대는 라

펠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윗칼라와

라펠의 크기는 반비례하였고 고지선의 너비와 라펠

의 너비는 비례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4) 연대별 소매 구성요소

소매통 너비는 1970년대에 가까울수록 점차적으로

넓어진 경향이 있으나 소매밑단너비를 함께 비교했

을 때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아래소매구가 약간 더

넓게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거의 일자형에 가까운 소매모양으로 나

타났다. <그림 35>를 볼 때 1960년대 1950년대 소매

길이가 순차적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어 1950년대는

길이가 짧으면서도 소매단 쪽은 살짝 벌어진 소매

디자인경향이 있었으며 1960년대는 길이가 짧으면서

도 일자형으로 내려온 소매디자인경향이었다. 1970년

대는 소매너비도 넓으면서 일자형으로 내려온 소매

디자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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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대별 소매디자인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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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대별 소매 길이

Ⅳ.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명품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오뜨꾸뛰르 디자이너들의 고부가가치적 재킷

디자인 표현 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오뜨꾸뛰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테

일러드 재킷의 디자인 구성요소 항목들의 위치와 크

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루엣은 동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며 변화하

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실루엣을 결정하는 재

킷의 어깨, 가슴, 허리, 밑단의 너비와 길이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암홀깊이를 의미하는 가슴길이는 소

매통과 재킷 맞음새와 관련되어 고부가가치적 재킷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다트의 위치와 길이는 재킷의 맞음새와 디

자이너의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서 다

트의 시작점 위치와 허리를 지나는 위치, 다트 끝의

위치는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기술로 B.P를 벗어난

위치에 배치되면서 연대별로 실루엣의 변화를 이끌

어내고 재킷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셋째, 테일러드 칼라는 윗칼라, 고지선, 라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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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꺽임선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것으로서 고부가가

치적 재킷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목옆

꺽임선 위치의 너비와 높이 변화는 연대별로 칼라의

목둘레 크기와 스탠드 높이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윗

칼라 모서리점과 고지선, 라펠의 모서리점 그리고 V

존의 꼭지점 위치변화도 다양한 테일러드 칼라디자

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칼라 각 요소들의 너비와 길

이 차이는 상호 관련되면서 칼라 외곽선의 경사나

각도변화로 나타났다.

넷째, 재킷의 소매디자인은 소매통 너비, 소매밑단

너비, 소매길이의 항목들의 변화로 연대별로 소매구

가 벌어진 형, 일자형 등 다양한 소매디자인으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재킷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수치비교분석을 통하여 오뜨꾸뛰르 디자이너의 테일

러드 재킷디자인의 변화와 구성요소 각 항목의 고부

가가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분석 가능

한 사진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3치원의 의상을 사진

자료로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으

나 객관적 수치를 활용디자인 연구의 분석틀을 만들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후속연구로 보다 다양

한 변화 항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의 재킷디자

인 연구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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