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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shion style of Kate Middleton, 

the Royal Family, and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f 

Middleton fashion. We selected 314 photographs collected from a Google site 

and Gettyimages.com April 2011-December 2016 as the final research 

subjects. We categorized the situation by domestic events, royal events, 

diplomatic activities,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analyzed fashion 

styles focusing on item composition, color, material, silhouette, detail, 

trimming, and lengt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ne piece was the 

highest in the combination of items, and the color was the most in white. 

The color tones were mostly vivid, and the material texture was silky. The 

image was classic, and the dress code was high in semi-formal. In a 

situational style, the coat was the most common at the Royal Family events 

and blue or white of the light tones appeared in the formal style of the 

classic image. In domestic events, there were many silky textures of modern 

image, and vivid, strong tonal knee length H line dress was the most 

prevalent. During diplomatic activities, various colors such as red, green, gray 

appeared in addition to blue or white an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many dresses of vivid and dark tones of red appeared in the dress code as 

semi-formal. In conclusion, the stylistic features of Kate Middleton and the 

Royal Family are largely in the form of royal and noble, low cost and chic, 

and body-conscious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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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의 ‘

시대 를 살고 있다 인터넷의 무선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 . , 

스 를 기반으로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SNS)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정보들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에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취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패션은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로 유명  

인의 패션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모방. 

의 대상인 유명인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외에도 퍼스트, 

레이디와 같은 특수 계층이나 로열 패밀리 등이 있다 특. 

히 왕실의 일가인 로열 패밀리는 계층의 개념이 사라진 현

대에도 자국의 왕실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반 대

중에게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로열 패밀리는 세계인. 

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의 패션 또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다 대표. 

적 사례로 영국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로열 패밀리의 

패션은 매번 기사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스타일은 영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케이트 미들턴 은 년 영국의 윌리  (Kate Middleton) 2011

엄 왕세손과 결혼한 왕세손비로 최근의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세계적인 주목받고 있다. 2012

년 포브스 선정 올해를 빛낸 가장 매력적인 여성 인12「 」

에 올랐으며 같은 해 타임즈 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 「 」

영향력 있는 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케이트 미들100 . 

턴이 착용한 브랜드와 스타일은 영국 패션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판매 급증으로 이어져 미들턴 효과 라고 불리‘ ’

며 패션 산업에 경제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로열 패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Kim & 

는 영국 로열 패밀리의 모자 패션에 나타난 조형Lee(2014)

성을 연구하였고 은 케이트 미들턴을 퍼스트레, Yun(2014)

이디로 규정하여 의상 컬러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Sang 

는 로열 계층을 왕족과 대통령 가족 최상위& Lee(2014) , 

의 재벌로 폭 넓게 규정하고 이들의 패션 스타일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특정 아. 

이템이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로열 패밀리의 패션을 

분석하거나 폭 넓게 로열 계층의 패션을 살펴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패션 아이콘으로서 로열 패밀리의 한 인. 

물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 스타일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   

받고 있는 로열 패밀리인 케이트 미들턴의 패션 스타일 분

석을 통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 받

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현대적 관점에서 로열 패밀리의 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열 패밀리의 패션 스타일링을 분석하여 사회

적 문화적 맥락에서 로열 패션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계급이 해체된 현대사회. 

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실을 문화적 측

면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대중적 전파 파급, 

력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론적�배경.�Ⅱ

현대�로열� 패밀리의�의미와�역할1.�

사전적 의미로서 로열은 국왕의 왕실의 피를 받은 국‘ ’, ‘ ’, ‘

왕을 위해 일하거나 봉사하는을 의미한다' (“Royal,” 2017). 

로열 패밀리는 군주제 국가에서 군주의 일가족 즉 왕이나 , 

왕의 가족 및 친인척을 일컫는 총칭이다(“Royal family,” 

인류 역사에서 군주는 오랜 기간 절대 권력의 상징2017). 

이었으나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주제 1

그 자체가 감소되었고 제 차 세계 대전 후 대부분 군주제 , 2

국가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다(Kim, 2014).

세기 현재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21 ,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모나코 스페인 일본, , , , , , , 

태국 캄보디아 등이며 유럽에서만 개국이 넘는 국가들, 20

이 군주제 혹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구. 

성원인 군주와 왕족인 로열 패밀리들이 그 나라의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확립 및 정치적 안정성 수립에 기여하는 부

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Kim, 2013). 

있는 왕실은 대부분 상징적 존재로 남아 있지만 여전히 각

국의 정치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높은 지지율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수많은 .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04). 

특히 영국의 로열 패밀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 한때 왕실에서 사용되는 막대한 예산과 수많. 

은 스캔들 다이애나비의 사망으로 존폐의 위기에 몰리기, 

도 하였으나 윌리엄 부부와 로열 베이비의 (E. Oh, 2013), 

탄생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을 회복하였다 미국 월 스트리. 

트 저널 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Wall Street Journal) “

의 이미지는 곧 로열 패밀리다 라고 할 만큼 영국 로열 패”

밀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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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덴마크는 영국과 함께 군주제가 한 번도 Lee, 2014).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나라로 가장 모범적인 입헌

군주제로 꼽히고 있고 벨기에로부터는 국민통합을 이뤄낸 ,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베아트릭 여왕도 모. ‘

두의 할머니 라고 불리며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 85% 

있다(Kim, 2013).

이처럼 현대의 왕실은 과거의 절대 권력의 기준에서 점  

점 명예의 기준으로 변하고 있으며 로열 패밀리들은 공통

적으로 현재 새롭게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로(Kim, 2014). 

열 패밀리만의 역할은 수행되고 있다 현대 로열 패밀리의 .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 구글에서 로열 패밀리의 역

할 을 검색하여 얻은 해외 (The Role of the Royal Family)

웹 사이트 자료와 의 연구 및 영국Yun(2014), Kim(2013)

왕실 홈페이지 를 통해 소개(“Role-Royal-Family,” 2017)

된 내용을 토대로 로열 패밀리의 역할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과 같다, Table 1 . 

첫째 왕실의 로열 패밀리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를   , 

지키기 위해서 왕실이 주체가 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주로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식적인 행사나 리셉. 

션 가든파티 등과 같이 왕실만의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 

즐거움을 제공하는가 하면 그(“The Royal Family.” n.d.) 

들만의 전통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 

국의 경우 역사상 두 번째 즉위 주년 기념일인 다이아몬60

드 쥬빌리가 년 왕실행사로 치러졌으며 이 밖에도 매2012

년 영연방기념일 과 군기분열식(Commonwealth Day)

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영령기념(Trooping the Colour), 1

Table� 1.� The� Roles� of� the� Royal� Family

� Activities Roles� of� Royal� Family�

Royal family

events
Succession to traditional culture

Every anniversary,

The royal birthday anniversary,

Garden party etc.

Domestic

events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cultural exchange

Various awards ceremony,

Dinner party, premiere,

Open ceremony etc.

Diplomatic

activities

Diplomatic touring duty,

symbolizing the country 

Royal Tour,

A national visit,

Invitation in the country et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haritable activities of the royal family, 

Noblesse Oblige

Charity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Medical, environmental, artistic, religious, 

educational, etc.)

일 등의 행사가 있다 이러한 왕실 문(Remembrance Day) . 

화는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Top 10 Reasons,” 2014).   

둘째 왕실은 각종 국내 행사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한다  , . 

대중들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국내 행사들을 

통해서 왕실은 대중과의 교류를 행한다 또한 왕실 홈페이. 

지나 로열 패밀리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행사를 알

리거나 근황을 전해 대중과 공유한다 이처럼 로열 패밀리. 

는 국가적 아이콘으로 국가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The Royal Family,” n.d.).

셋째 외교 활동이다 해외 순방과 같은 활동으로 강력한   , . 

외교관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른 나라 국가의 장례식

이나 국가적인 축제 등이 있을 때 방문함으로써 외교관계

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국빈을 (“Royal Duties,” 2017). 

맞이하거나 초청하는 것도 외교 활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 

해외 여러 나라의 순방과 국빈 접견과 같은 외교활동은 왕

실의 의무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사회공헌활동 특히 자선활동은 왕족의 의무  ,  ,  

이다 자선단체 또는 아동단체 장애인 단체 (Gwon, 2013) . , 

등 소외된 계층을 위로하고 환경이나 중소기업 지원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한다 영국 찰스 왕세자의 경우 왕실을 위. 

한 자선단체는 물론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지구환경, , 

환자들의 의료복지 동물보호 사회복지 예술 종교 등 , , , , 

개가 넘는 자선 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400

왕실의 구성원들은 자선단체를 대표적으(Caroline, 2017). 

로 왕실이 사회복지의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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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빈곤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왕실의 존재가치를 증

명한다 이처럼 왕실의 일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Noblesse Oblige) .

패션�아이콘으로서의�로열�패밀리2.�

역사적으로 유행은 상류 계층에서 시작되어 하류로 전파되

어 왔다 패션 리더는 왕족이나 귀족이었으며 유행의 창시. 

자나 패션리더는 왕실을 모방하고 중류층은 귀족을 모방함

으로써 유행이 퍼져나갔다 사회(Lee, Lee, & Shin, 2003). 

적 계층이 사라진 현대에 있어 왕실은 더 이상 과거처럼 

강력한 유행의 발신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중

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며 일부 로열 패밀리는 패션 아이콘

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배우에서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  

가 된 후에도 년대 패션을 이끌었으며1950 (Chung & 

년대 다이애나 룩 이라는 패션 트랜드를 Cho, 2005), 1980 ‘ ’

만든 다이애나 비는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패션 아이콘이

었다 이처럼 로열 패밀리의 패션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 . 

트랜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도 중요한 영감

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요즘 가장 영향력 있는 로열 패션의 아이콘으로 영국의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 이 있다 케이트(Kate Middleton) . 

의 공식 석상의 옷은 과거의 다이애나처럼 빠른 시간에 매

진을 기록하기도 한다 케이트 자신이 스타일 아이콘이며 . 

영국의 디자이너들과 하이 스트리트 패션을 즐겨 입음으로

써 영국의 패션 산업을 홍보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를 주고 있다 이처럼 자국 디자이너의 옷(Rachael, 2015). 

을 자주 착용하며 슈트와 코트 드레스로 품위를 유지하지

만 평소에는 대중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Yu, 2016).   

또 다른 패션 아이콘으로는 모나코의 샬롯 카시라기  

공주를 들 수 있다 그레이스 켈리의 (Charlotte Casiraghi) . 

외손녀로 할리우드 배우를 능가하는 미모를 지녔으며 파파

라치를 몰고 다니는 대표적인 로열 패밀리이다 브랜드 구. 

찌와 캠페인을 협업하였고 해당 브랜드의 ‘Forever Now’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시라기는 (Kim, 2013). 

유행을 주도하는 뷰티 아이콘이자 패션 리더로' ' (Lee, 

클래식한 로열 패션에서 벗어나 대담한 컬러나 질2010), 

감 그리고 컬러풀한 트위드 슈트 등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으로 젊은 왕족을 대표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The 

best style of Charlotte," 2016).

스페인의 왕비인 레티시아 오르티스 로카솔라노  (Letizia 

는 스페인 최초의 평민 출신으로 공영방Ortiz Rocasolano)

송 앵커로 활동한 만큼 교양도 있고 말솜씨도 뛰어나다

뛰어난 외모(Hong, Han, Moon, Lee & Moon, 2016). , 

화려한 패션 지적인 이미지로 스페인 국민에게 사랑받는 , 

인물로 유럽의 여성들은 레티시아 스타일 로 불리는 자연‘ ’

스럽고 독립적인 패션에 열광한다 스페인 언(Sung, 2015). 

론들은 레티시아 왕비가 스페인 왕가에 평범한 일상을 더“

했다 고 보도하면서 왕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동을 대표하는 요르단의 왕비 라니아 알   

압둘라 는 세 때 세계 최연소로 왕(Rania Al-Abdullah) 23

비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다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하며 년 (Kim, 2011) 2011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에 뽑히기도 했‘ ’ 100

다 라니아는 지방시(“Queen Rania Of Jordan,” 2017). , 

발렌티노 디오르 등 세계 유명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왕, 

비이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호

평을 받고 있다 세련되었지만 절제된 스타일로 유명하며 . 

항상 자기의 스타일은 잃지 않으며 우수한 패션 감각을 유

지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Chichi, 2017).

이와 같이 왕실이 있는 나라에선 유행을 앞서가는 트렌  

드 세터가 로열 패밀리인 경우가 많다 로열 패밀리는 대. 

중을 동요시킬 수 있는 매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었던 상품들은 매진되거나 모조품이 나오기도 한

다 이처럼 현대에도 과거 못지않은 유행 선도자로서 특별. 

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의 패션은 인터넷과 를 통SNS

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구방법.�Ⅲ

자료선정1.�

본 연구는 케이트 미들턴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년 월 윌리엄과2011 4

의 결혼 이후부터 년 월까지 케이트가 착용한 의상2016 12

을 그 범위로 선정하였다 인터넷 구글사이트와 글로벌 이. 

미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티이미지 를 (gettyimages.com)

중심으로 이 기간 내에 착용한 의상 사진 장의 자료에347

서 상반신만 촬영되어 전신 스타일 분석이 불가능한 사진

과 운동 경기복 각종행사의 체험용 의상 장을 , 33 제외한 

총 장의 사진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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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2.�

분석 항목은 상황 아이템 구성 색상 형태 소재 이미지, , , , , , 

드레스 코드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상황은 케이트 미들턴이 로열 패밀리로서 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패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Yun(2014)

왕실의 역할을 토대로 왕실행사 국내행사 외교활동 사회, , , 

공헌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이템 구성은 의 선행연구를 참  Zhang and Lee(2014)

고하여 착장에 따라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기타, , , , 

로 나누었다 라인의 원피스 형태로 된 코트 드레스는 코. A

트로 분류하였다 투피스는 상의와 스커트 상의와 팬츠로. , , 

쓰리피스는 재킷 이너웨어 스커트와 재킷 이너웨어 팬츠, , , , 

로 세분화 하였다.

색상은 의 선행연구에 따라 먼셀컬  Choi and Kim(2016)

러시스템을 바탕으로 먼셀 표색계의 기본 색상과 무채10

색 기타로 나누었고 컬러 톤은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그, , , , 

레이쉬 스트롱 비비드 다크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 , . 

형태는 크게 실루엣 전체적인 의상의 길이 디테일과 트  , , 

리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루엣은 기타로. H, X, A, , 

길이는 무릎이 보이는 니렝스 무릎을 가리는 노멀렝스 종, , 

아리 길이의 미디 복숭아 뼈까지 오는 맥시 바닥에 끌리, , 

는 풀렝스로 나누었다 디테일과 트리밍은 드레이프 턱. , , 

Table� 2.� Analysis� of� Item�

Item Subsection

Situation
royal family events, domestic events, diplomatic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tem Composition
one piece , two pieces (BL/SK, T/P), three pieces (JK/IN/SK,  

JK/IN/P), coat, etc. 

Color
Hue R, YR, Y, G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Shape

Silhouette H, X, A, etc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ne, etc.

Fabri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Dress Code casual, semi formal, formal

플리츠 개더 단추 디테일 없음 기타로 구분하였다, , , , . 

소재는 사진으로 정확한 소재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  

분이 가능한 텍스처와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텍스. 

처는 등의 선행연Sang & Min(2014), Yu & Lee(2016) 

구에 따라 소프트 러프 스티프 실키 드레이퍼리 고저스, , , , , , 

플레인 기타로 나누었고 패턴은 사실 양식 기하학 추상, , , , , , 

전통 없음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 

이미지는 로맨틱 엘레강트 액티브 소피스티케이트 클  , , , , 

래식 컨트리 에스닉으로 살펴보았고 드레스코드는 캐주, , , 

얼 세미포멀 포멀로 구분하였다, , .

연구결과.�Ⅳ

케이트�미들턴의�스타일�분석1.�

전반적 스타일 분석1) 

케이트 미들턴의 전반적인 스타일 분석 결과는 과 Table 3

같이 나타났다 상황별로 볼 때 왕실에서의 공식행사 이외. , 

의 각종 국내행사 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왕세손비(34.7%) , 

로서 국빈 접견이나 해외 순방 등의 외교 활동 의 (32.8%)

비중도 높았다 이어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참석하는 공식 . 

행사인 왕실활동 과 왕족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18.2%)

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의 순으로 나타났다(14.3%) . 

아이템 구성을 보면 원피스 가 가장 많았고 이어   (62.1%)

코트 재킷과 팬츠 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20.1%), (4.5%) . 

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원피스가 여성스러움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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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n� Overall� Sty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

Analysis� on� Overall� Style Total

Situation

Royal family

events  

Domestic

 events

Diplomatic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314

(100)

57

(18.2)

109

(34.7)

103

(32.8)

45

(14.3)

Item

composition

one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coat etc.
B/S T/P J/I/S J/I/P

195

(62.1)

12

(3.8)

10

(3.2)

8

(2.5)

14

(4.5)

63

(20.1)

12

(3.8)

C

o

l

o

r

Hue

R YR 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40

(12.7)

13

(4.1)

11

(3.5)

13

(4.1)

22

(7.0)

45

(14.3)

36

(11.5)

4

(1.3)

14

(4.5)

46

(14.6)

25

(8.0)

29

(9.2)

16

(5.1)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58

(18.5)

49

(15.6)

26

(8.3)

30

(9.6)

71

(22.6)

33

(10.5)

45

(14.3)

2

(0.6)

s

h

a

p

e

Silhouette

H X A etc.

153

(48.7)

70

(22.3)

88

(28.0)

3

(1.0)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131

(41.7)

102

(32.5)

15

(4.8)

32

(10.2)

34

(10.8)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 etc.

19

(6.1)

13

(4.1)

15

(4.8)

10

(3.2)

28

(8.9)

209

(66.6)

20

(6.4)

F

a

b

r

i

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36

(11.5)

43

(13.7)

6

(1.9)

104

(33.1)

46

(14.6)

4

(1.3)

73

(23.2)

2

(0.6)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12

(3.8)

24

(7.6)

38

(12.1)

17

(5.4)

8

(2.5)

214

(68.2)

1

(0.3)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37

(11.8)

47

(15.0)

27

(8.6)

82

(26.1)

103

(32.8)

10

(3.2)

8

(2.5)

Dress code

casual semi-formal formal

52

(16.6)

171

(54.5)

91

(29.0)

조하고 왕세손비의 단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품목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화이트 블루 레드 퍼플  (14.6%), (14.3%), (12.7%), 

블루 블랙 등으로 깨끗한 화이트 컬러와 다(11.5%), (9.2%) 

양한 톤의 블루가 많았다 톤의 경우 스트롱 페일. (22.6%), 

비비드 순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 컬러(18.5%), (10.5%) 

감이 확실한 색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가 하면 상대

적으로 부드럽고 엷은 색조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를 연출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실루엣은 라인 이 가장 많았고 라인  H (48.7%) A (28%), X

라인 의 순으로 나타났다 몸매를 날씬하게 표현하(22.3%) . 

는 라인과 여성스러운 핏 앤 플레어 스타일이 많았다 의H . 

상의 길이는 니렝스 노멀렝스 의 길이가 대(41.7%), (32.5%)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무릎이나 무릎 약간 아래 길이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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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가 단아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이며 풀렝스 는 외교나 포멀한 행사에서 착용한 드, (10.8%)

레스에서 주로 나타났다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 

해 디테일 트리밍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버· (66.6%), 

튼 드레이프 플리츠 의 순으로 나타났(8.9%), (6.1%), (4.8%)

다. 

소재의 재질감은 실키 플레인 드레이퍼  (33.1%), (23.2%), 

리 순으로 나타났다 의상의 대부분이 공식석상의 (14.6%) . 

행사참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아한 표면광택의 소재나 

형태감이 잘 살아나는 소재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소재가 ,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패턴의 경우는 대부분의 스타. 

일에서 문양이 없거나 기하학무늬 나 양식(68.2%), (12.1%)

Table� 4.� Royal� Family� Ev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

Royal� Family� Events Total

Iitem

composition

one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coat etc.

57

(100)

B/S T/P J/I/S J/I/P

29

(50.9)
- -

4

(7.0)
-

23

(40.4)

1

(1.8)

C

o

l

o

r

Hue

R YR 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6

(10.5)

2

(3.5)

3

(5.3)

1

(1.8)

5

(8.8)

10

(17.5)

2

(3.5)

2

(3.5)

4

(7.0)

11

(19.3)

4

(7.0)

6

(10.5)

1

(1.8)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12

(21.1)

14

(24.6)

7

(12.3)

4

(7.0)

6

(10.5)

4

(7.0)

10

(17.5)
-

S

h

a

p

e

Silhouette

H X A etc.

21

(36.8)

26

(45.6)

10

(17.5)
-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24

(42.1)

26

(45.6)

6

(10.5)
- 1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 etc.

2

(3.5)

3

(5.3)

2

(3.5)

2

(3.5)

7

(12.3)

36

(63.2)

5

(8.8)

F

a

b

r

i

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6

(10.5)

10

(17.5)

2

(3.5)

10

(17.5)

2

(3.5)

1

(1.8)

26

(45.6)
-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3

(5.3)

2

(3.5)

3

(5.3)

4

(7.0)

1

(1.8)

44

(77.2)
-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5

(8.8)

5

(8.8)

1

(1.8)

6

(10.5)

40

(70.2)
- -

Dress code

casual semi-formal formal

1

(1.8)

9

(15.8)

47

(82.5)

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행사에서 단정하고 (7.6%) . 

정숙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대부분 무늬가 없는 의상

을 선택하고 무늬가 있더라도 세련된 느낌의 기하학 무늬

나 여성스러운 꽃무늬 영국을 상징하는 체크무늬 등이 등, 

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의 경우는 클래식 소피스티케이트  (32.8%), 

엘레강트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이며 품격 (26.1%), (15%) 

있는 이미지 지적이며 우아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드레스 코드의 경우는 세미 포멀 이. (54.5%)

나 포멀 캐주얼 순으로 나타나 왕실의 일원(29%), (16.6%) 

이지만 왕실행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상황에 알맞은 스타일

링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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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스타일 분석2) 

왕실행사 (1) 

왕실행사란 각종 기념일과 축하 행사 등 왕실의 일원으로

서 참석해야 하는 왕실의  공식행사를 말한다 매년 월의 . 3

영연방기념일 과 월 여왕의 생일을 (Commonwealth Day) 6

축하하는 행사인 군기분열식 월(Trooping the Colour), 11

의 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영령기념일1 (Remembrance Day) 

외에도 년에 열린 즉위 주년 기2012 60 (Diamond Jubilee) 

념일과 같은 기념일 행사와 추모식 궁에서 열리는 각종 , 

파티 등이 이에 속한다 분석 결과는 과 같다. Table 4 .

왕실행사 시 아이템은 원피스 나 코트 가   (50.9%) (40.4%)

대부분을 차지하고 투피스나 쓰리피스의 형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하는 자리인 만큼 . 

코트 착장 시에도 앞을 완벽하게 여미어 코트 속의 의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Figure 1).

색상의 경우 화이트 블루 레드  (19.3%), (17.5%) (10.5%)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화이트는 선하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블루는 영국 왕실의 대표적인 컬러인 로열 블루(Figure 2) 

를 연상케 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색상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톤은 주로 라이트(Figure 3). (24.6%)

와 페일 이 많이 나타나 색감이 엷고 은은한 분위기(21.1%)

를 연출하였다. 

실루엣은 라인 이 가장 많이 나타나 가는 허리  X (45.6%)

와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Figure 4). 

Figure� 1.
Anniversary�
Normandy�

Landings� (2014.6.6.)
(www.gettyimages.

com)

Figure� 2.
The� Garter
Service

(2012.6.18.)�
(www.gettyimages.

com)

Figure� 3.
Prince� Philip's�
90th� birthday
(2011.6.11.)� �

(www.google.co.uk)

Figure� 4.
Thistle

Ceremony� Diamond�
(2012.7.5.)

(www.gettyimages.

com)

Figure� 5.
St.patrick'sT� Day�

Parade�
(2014.3.17.)

(www.gettyimages.

com)

Figure� 6.�
Queen's� 90th

Birthday
(2016.6.10.)

(www.gettyimages.

com)

상 길이는 무릎까지 가려지는 노멀렝스 길이와 무(45.6%) 

릎이 노출되는 정도의 니렝스 가 대부분으로 나타났(42.1%)

다 또한 디테일이나 트리밍이 없는 경우가 로 많았. 63.2%

고 버튼 이나 턱 장식 이 가끔 나타났다(12.3%) (5.3%) .  

소재는 평탄하고 톡톡한 두께의 플레인 재질감이   (45.6%)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이템 구성에서 코트가 많이 ,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패턴에 있어서는 . 

무늬가 없는 경우가 로 압도적으로 많아 무늬가 없77.2%

는 고급스러운 소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는 클래식 이미지가 로 나타나 왕실의 품격  70.2%

과 전통을 보여주었다 드레스 코드는 포멀(Figure 5). 

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왕실 행사에 어울리는 (82.5%)

예의와 격식을 차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는 총 건의 왕실행사 중 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자57 48

를 착용하였는데 의상과 어울리는 화려한 모자를 통해 존, 

귀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로열패밀리가 특별한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자를 6). 

쓰는 것은 패션을 넘어 예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내 행사  (2) 

국내 행사 분석 결과는 와 같이 나타났다 아이템Table 5 . 

은 원피스 가 코트 보다 현저하게 많이 나(59.6%) (18.3%) 

타났으며 왕실행사 때보다 아이템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났

다 색상에 있어서도 역시 블루 가 많이 (Figure 7). (18.3%)

나타났지만 레드퍼플 이나 그레이 레드(13.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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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omestic� Ev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

Domestic� Events Total

Item

composition

one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coat etc.

109

(100)

B/S T/P J/I/S J/I/P

65

(59.6)

5

(4.6)

2

(1.8)

2

(1.8)

7

(6.4)

20

(18.3)

8

(7.3)

C

o

l

o

r

Hue

R YR 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10

(9.2)

4

(3.7)

3

(2.8)

3

(2.8)

9

(8.3)

20

(18.3)

15

(13.8)

7

(6.4)

15

(13.8)

9

(8.3)

11

(10.1)

3

(2.8)

3

(2.8)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23

(21.1)

12

(11.0)

5

(4.6)

11

(10.1)

26

(23.9)

13

(11.9)

18

(16.5)

1

(0.9)

S

h

a

p

e

Silhouette

H X A etc.

58

(53.2)

22

(20.2)

28

(25.7)

1

(0.9)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48

(44.0)

30

(27.5)

1

(0.9)

13

(11.9)

17

(15.6)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 etc.

8

(7.3)

4

(3.7)

3

(2.8)

5

(4.6)

12

(11.0)

72

(66.1)

5

(4.6)

F

a

b

r

i

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11

(10.1)

16

(14.7)

1

(0.9)

36

(33.0)

18

(16.5)

2

(1.8)

25

(22.9)
-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4

(3.7)

7

(6.4)

14

(12.8)

4

(3.7)

1

(0.9)

79

(72.5)
-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8

(7.3)

23

(21.1)

10

(9.2)

37

(33.9)

27

(24.8)

3

(2.8)

1

(0.9)

Dress code

casual semi-formal formal

16

(14.7)

74

(67.9)

19

(17.4)

블루그린 퍼플 등 다양한 색상 분포(9.2%), (8.3%) (6.4%) 

를 보이며 색상 톤에 있어서도 스트롱 페일, (23.9%), 

다크 비비드 등 다양한 것으로 (21.1%), (16.5%), (11.9%) 

나타났다 이는 행사의 성격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한 것. 

을 알 수 있다. 

실루엣은 세련된 느낌의 라인 이 가장 많았고  H (53.2%) , 

의상의 길이는 니렝스 노멀렝스 가 많았지(44.0%), (27.5%)

만 행사의 성격상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맥시 와 풀렝스 도 있었다 디(11.9%) (15.6%) (Figure 8). 

테일과 트리밍에서는 왕실행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지만 

다른 점으로 드레이프 의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7.3%)

수 있다(Figure 9). 

재질감 역시 실키 플레인 드레이퍼리  (33%), (22.5%), 

로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소재가 더 많이 나타났다(16.5%)

패턴에서는 패턴이 없는 경우 가 가장 (Figure 10). (72.5%)

많았고 기하학 과 양식 이 다음으로 나타나 , (12.8%) (6.4%)

왕실행사보다는 패턴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은 년 레져 센터 방문 시 영국의 전통적인 Figure 11 2013

타탄 체크 문양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지는 소피스티케이트 클래식 엘레  (33.9%), (24.8%), 

강트 등 다양한 이미지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21.1%) 

고 왕실행사와 달리 컨트리 에스닉 이미지도 나타났다 드, . 

레스 코드는 세미포멀 이 가장 많이 나타나(67.9%) (Figure 

왕실 행사에 비해 격식에서 좀 더 자유롭고 행사의 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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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t� Olympic� Park
(2012.3.15.)

�
(www.gettyimages.

com)

Figure� 8.�
At� James’s
Palace

(2011.11.10.)�
(www.google.co.uk)

Figure� 9.�
Industries� Reception�

(2012.7.30.)

(www.gettyimages.

com)

Figure� 10.
National

Portrait� Gallery
(2016.5.4.)

(www.gettyimages.

com)

� Figure� 11.�
Leisure� Centre
(2013.4.4.)

(www.gettyimages.

com)

Figure� 12.�
Community� Centre

(2011.8.19.)

(www.gettyimages.

com)

류가 다양한 만큼 스타일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활동 (3) 

외교활동은 왕가의 대표사절로서 다른 나라에 친선의 목적

으로 방문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빈을 맞이할 때를 의미하

는데 로얄 투어 라고 불리는 영국 왕실 가족이 다른 나라, ‘ ’

를 순방하는 공식 행사가 대표적이다 영국 왕실의 일원으. 

로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인도 등의 나라를 순방, , , , 

하거나 국빈을 맞이하며 보여준 외교활동의 스타일은 

과 같다Table 6 . 

아이템에서는 다른 상황별 스타일에서 보다 원피스의 비  

율 이 가장 높았다 색상은 화이트 나 퍼플블(69.9%) . (17.5%)

루 레드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이 나타났고 (15.5%), (12.6%) 

스트롱 라이트 외 다양한 톤이 나타났는(26.2%), (19.4%) 

데 특히 해외 순방 시 그 나라를 상징하는 특정 색상을 , 

착용한 사례가 많았다 과 같이 캐나다 방문 시. Figure 13

에는 캐나다 국기 색상의 붉은색 드레스에 메이플 장식의 

브로치를 착용하거나 메이플 장식의 모자를 착용하여

방문 국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었다 인도 방문 (Figure 14) . 

시에는 인도의 유명 디자이너인 아니타 동그레(Anita 

의 드레스 착용했으며 부탄 방문 시에Dongre) (Figure 15) 

는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친근함을 

나타내었다 한편 다른 나라 방문 시 공항에서(Figure 16). 

는 그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격식이 있는 옷차림을 

보여주었다(Figure 17).  

실루엣은 라인 과 라인 실루엣 의 비중이  H (51.5%) A (34%)

높았고 왕실행사에서 가장 많았던 라인은 비중이 낮게X

나타났다 의상 길이는 니렝스 노멀렝스 맥시. (35%), (33%), 

풀렝스 로 골고루 나타났다(14.6%), (12.6%) . 

원피스와 드레스가 많아 드레이퍼리 소재의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패턴에서는 패턴 없(20.4%), 

음 기하학 양식 전통무늬(62.1%), (11.7%), (11.7%), (5.8%)

로 다른 상황에 비해 방문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무늬가 나타난 편이다. 

이미지에서는 클래식 소피스티케이트  (25.2%), (20.4%), 

로맨틱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가 골고루 나타난 편(18.4%) 

이었다 드레스코드는 세미포멀 캐주얼 포. (51.5%), (28.2%), 

멀 로 나타나 외교상황에 알맞게 격식의 정도를 맞(20.4%)

추어 스타일링 하였다 은 싱가포르 대통령을 맞. Figure 18

이할 때 포멀한 차림으로 예의를 갖춘 모습이다 케이트 . 

미들턴의 외교활동 시 의상은 자국 브랜드와 방문국의 브

랜드를 조화롭게 매치하여 스타일 외교 라는 찬사를 받기‘ ’

도 하였다.  

사회공헌활동 (4) 

사회공헌활동은 영국 로열 패밀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위해 사회약자를 위한 자선 단체 방문(noblesse oblige)

이나 자선 행사의 참석 및 아동 복지 단체 의료기관의 방, 

문 등을 통해 지도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 분석 결과는 과 같다. Table 7 .

사회공헌활동 시의 아이템은 다른 상황에서와 동일하게   

원피스 가 가장 많았다 색상에 있어서는 레드(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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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plomatic� Activit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

� Diplomatic� Activities� Total

Item

composition

one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coat etc.

103

(100)

B/S T/P J/I/S J/I/P

72

(69.9)

5

(4.9)

5

(4.9)

1

(1.0)

7

(6.8)

9

(8.7)

3

(2.9)

C

o

l

o

r

Hue

R YR 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13

(12.6)

6

(5.8)

4

(3.9)

8

(7.8)

4

(3.9)

8

(7.8)

16

(15.5)

1

(1.0)

3

(2.9)

18

(17.5)

8

(7.8)

7

(6.8)

7

(6.8)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19

(18.4)

20

(19.4)

10

(9.7)

9

(8.7)

27

(26.2)

10

(9.7)

8

(7.8)
-

S

h

a

p

e

Silhouette

H X A etc.

53

(51.5)

13

(12.7)

35

(34.0)

2

(1.9)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36

(35.0)

34

(33.0)

5

(4.9)

15

(14.6)

13

(12.6)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 etc.

6

(5.8)

4

(3.9)

5

(4.9)

2

(1.9)

9

(8.7)

69

(67.0)

8

(7.8)

F

a

b

r

I

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11

(10.7)

15

(14.6)

3

(2.9)

40

(38.8)

21

(20.4)

1

(1.0)

12

(11.7)
-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4

(3.9)

12

(11.7)

12

(11.7)

4

(3.9)

6

(5.8)

64

(62.1)

1

(1.0)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19

(18.4)

14

(13.6)

13

(12.6)

21

(20.4)

26

(25.2)

3

(2.9)

7

(6.8)

Dress code

casual semi-formal formal

29

(28.2)

53

(51.5)

21

(20.4)

Figure� 13.�
Royal� Tour� To

Canada�
(2016.9.28.)

(www.gettyimages.
com)

Figure� 14.�
Canada� Day�
Celebrations
(2011.7.1.)

(www.gettyimages.
com)

Figure� 15.�
India&Bhutan�

Day� 1
(2016.4.10.)

(www.google.co.uk)
�

Figure� 16.�
India&Bhutan�

Day� 5
(2016.4.14.)

(www.google.co.uk)

Figure� 17.
Dunedin

International� Airport
(2014.4.13.)

(www.gettyimages.
com)

Figure� 18.�
Welcoming� the
President� of�
Singapore

(2014.10.21.)
(www.googl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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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tal

Item

composition

one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coat etc.

45

(100)

B/S T/P J/I/S J/I/P

29

(64.4)

2

(4.4)

3

(6.7)

1

(2.2)
-

10

(22.2)
-

C

o

l

o

r

Hue

R YR Y G BG B PB P RP Wh Gy Bk etc.

11

(24.4)

1

(2.2)

1

(2.2)

1

(2.2)

4

(8.9)

7

(15.6)

3

(6.7)

1

(2.2)
-

2

(4.4)

4

(8.9)

5

(11.1)

5

(11.1)

Tone

pale light bright grayish strong vivid dark etc.

4

(8.9)

3

(6.7)

4

(8.9)

6

(13.3)

12

(26.7)

6

(13.3)

9

(20.0)

1

(2.2)

S

h

a

p

e

Silhouette

H X A etc.

21

(46.7)

9

(20.0)

15

(33.3)
-

Length

knee length normal length midi maxi full length

23

(51.1)

12

(26.7)

3

(6.7)

4

(8.9)

3

(6.7)

Detail, 

Trimming

drape tuck pleats gather button no etc.

3

(6.7)

2

(4.4)

5

(11.1)

1

(2.2)
-

32

(71.1)

2

(4.4)

F

a

b

r

i

c

Texture

soft rough stiff silky drapery gorgeous plain etc.

8

(17.8)

2

(4.4)
-

18

(40.0)

5

(11.1)
-

10

(22.2)

2

(4.4)

Pattern

realistic stylized geometric abstract traditional none etc.

1

(2.2)

3

(6.7)

9

(20.0)

5

(11.1)
-

27

(60.6)
-

Image

romantic elegant active sophisticated classic country ethnic

5

(11.1)

5

(11.1)

3

(6.7)

18

(40.0)

10

(22.2)

4

(8.9)
-

Dress code

casual semi-formal formal

6

(13.3)

35

(77.8)

4

(8.9)

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블루(24.4%) (Figure 19), 

블랙 의 순으로 나타났다 톤에서는 스트(15.6%), (11.1%) . 

롱 다크톤 이 많이 나타났는데(26.7%), (20%) (Figure 20), 

이는 상황의 성격상 주로 방문하는 장소가 병원이나 자선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점잖은 색상이 많이 

보였다.

실루엣의 경우 왕실 행사를 제외한 상황에서 라인이   H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의상의 길이는 니렝스 와 노멀렝스(Figure 21). (51.1%)

가 큰 비중으로 나타났고 디테일트리밍이 없는 경(26.7%) , ․
우가 로 다른 상황에 비해 가장 높아 단순한 의상이71.1%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2). 

재질감은 실키 플레인 소프트 로   (40%), (22.2%), (17.8%)

다른 상황별 스타일에 비해 소프트한 텍스처가 많았는데,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이미지를 주고자 함을 알 수 있

다 패턴이 없는 경우 가 다른 상황에 비해 가장 적. (60.6%)

어 상대적으로 패턴물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로 작은 크기의 여성스러운 패턴이 사용되었다(Figure 

23).

이미지는 소피스티케이트 과 클래식 의 비  (40.0%) (22.2%)

중이 높았고 드레스 코드는 왕실행사를 제외한 다른 상황

과 마찬가지로 세미포멀 이 가장 많아 편안하면서도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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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National

Portrait� Gallery
(2013.1.11.)� �

(www.gettyimages.

com)

Figure� 20.�
St� Thomas'
Hospital

(2016.3.10.)
(www.gettyimages.

com)

Figure� 21.
Place2Be

� Conference
(2015.11.18.)�

(www.google.co.uk)

�

Figure� 22.�
Rehabilitation�

Centre�
(2015.9.25.)

(www.google.co.uk)

Figure� 23.�
World� Mental�
Health� Day

(2016.10.10.)�
(www.gettyimages.

com)

Figure� 24.
Action� On
Addiction

(2015.12.10)
(www.gettyimages.

com)

예의를 갖춘 스타일링을 보여주었다(Figure 24). 

케이트�미들턴의�스타일�특성�2.�

이처럼 케이트 미들턴은 로열 패밀리라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로 인하여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

다 크게 왕실행사와 외교활동 국내행사와 사회공헌활동의 . , 

스타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결과 왕실행사나 외교활동에

서는 왕실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두 상황

보다 격식을 갖추거나 고급스러운 특성이 나타났고 국내행

사와 사회공헌활동에서의 특성은 합리적이고 친근한 스타

일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실의 구성원이지만 젊음과 건. 

강함이 부각될 수 있는 과감한 스타일링은 미들턴만의 패

션 스타일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들턴의 스타일 특. 

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열 앤 노블 스타일1) (Royal & Noble Style)

로열 앤 노블 스타일은 왕실의 일원으로 일반 대중들과 차

별화된 왕세손비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각. 

종 공식석상에서 많이 나타난 스타일로 영국 왕실을 상징

하는 로열 블루나 블루 퍼플블루 계열과 고귀함과 순결함, 

의 상징인 화이트 계열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과한 장식. 

적 요소 없이 절제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직물소재와 레

이스 등이 사용되었고 노출은 최소화하여 나타났다. 

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정장 수트 스타일의 우아하고   

격식 있는 노블 룩이나  라인이나 라인으로 무릎 아래H A

로 떨어지는 포멀한 정장 원피스 스타일은 귀족적인 이미

지를 잘 보여주었다 화려하지 않은 패턴이나 (Figure 25). 

장식이 과하지 않은 드레스 스타일은 왕세손비의 고귀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액세서리 역시 화려함보다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려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하였으며 왕족의 이미지

를 한껏 부각시켜 주는 화려한 모자를 자주 착용함으로써 

로열 패밀리의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은 . Figure 26

버킹엄 궁에서의 가든파티에 참석한 임신 중의 모습으로 

우아한 임부복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식석상인 만큼 모

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케이트 미들턴의 로열 앤 . 

노블 스타일은 값비싼 의상만으로 완성된 스타일이 아니라 

뛰어난 미적 감각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현대적인 세련미

의 표현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칩 앤 시크 스타일2) (Cheap & Chic Style)

케이트 미들턴은 왕세손비로서 고급 의상만 고집하지 않고 

에 따라 중저가 브랜드의 의상을 적절히 배합해 대T.P.O

중에게 친숙하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러. 

한 칩 앤 시크 스타일은 이전의 로열 패밀리에게서는 찾아

보기 힘든 이례적으로 것이었으며 케이트 미들턴을 단순히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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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 Military� Cemetery

(2014.8.4.)

(www.gettyimages.

com)

Figure� 26.
Garden� Party
(2013.5.22.)�

(www.gettyimages.

com)

Figure� 27.
Eden� Project
in� Cornwall
(2016.9.2)

(www.gettyimages.

com)

Figure� 28.�
Wedding� of� Kate�
Middieton'sfriend

(2011.6.11)
(www.google.co.uk)

Figure� 29.
Royal� film
Performance
(2013.12.5.)�

(www.google.co.uk)

Figure� 30.
Diamond
Jubilee�

(2012.6.5)
(www.gettyimages.

com)

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주목받게 한 요인이 되었다

케이트 미들턴의 칩 앤 시크 스타일은 종종 언론에 보도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Kate 

은 년 Middleton's Affordable Style", n.d.). Figure 27 2016

콘웰 방문 시 모습으로 당시 갭 브랜드의 미화 달(Gap) 25

러 가격의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갭 이외에도 자라. 

톱숍 등 대중적인 브랜드 외에(ZARA), (Top shop) SPA 

도 몬순 폴앤조 뷸라 런던(Monsoon), (Paul & Joe), 

등 영국 브랜드의 제품을 애용하여 합리(Beulah London) 

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Kim, 2016).  Figure 

은 년 지인의 결혼식 참석 시 자라의 프린트 원피28 2011

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중저가 브랜드의 원피스에 화려, 

한 모자를 착용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결혼식과 같은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케이트 미들턴은 평상시에는 편안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  

며 공식석상일지라도 외출 시 기존의 오래된 아이템을 잘 

보관하였다가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처. 

럼 패션 스타일에서 저렴함 과 세련됨 을 절묘하게 조화시‘ ’ ‘ ’

킨 그녀는 왕실의 젊은 구성원답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값 싸고 대중적인 브랜드의 의상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연

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보여주어 대중들

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바디 컨셔스 스타일3) (Body Conscious Style) 

케이트 미들턴은 건강하고 젊은 신체적 매력을 신체의 굴

곡과 볼륨을 잘 살리는 바디 컨셔스 스타일로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스트레치 소재 등을   

통해 몸매를 밀착하여 강조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각종 공

식석상에서 케이트 미들턴이 보여준 스타일은 쿠튀르적인 

뛰어난 재단과 봉제로 여성스러운 몸매를 우아하게 강조한 

스타일이었다 레이스나 패턴이 없는 원피스나 드레스에 . 

몸매를 살려주는 코트를 스타일링하여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우아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날씬한 바디라인이 강조된 라인의 원피스나 투피스를   H

즐겨 착용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워 보이도록 무

릎길이의 혹은 라인 실루엣의 코트 드레스나 원피스를 A

착용하였다 는 년 로열 필름 퍼포먼스 참석 . Figure 29 2013

시의 모습으로 바디라인을 드러낸 드레스에 클러치와 과감

한 목걸이로 코디네이션하여 바디 컨셔스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다 상하의 모두 바디 컨셔스 스타일이거나 상의만 . 

밀착되고 하의는 라인으로 퍼지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A

미들턴만의 스타일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과 . Figure 30

같이 허리나 허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벨트를 착용하여 

가는 허리를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케이트 미들턴의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왕실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잘 관리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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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미지로 현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한 로열 패밀리의 새

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Ⅴ

상류 사회의 패션은 오랜 역사 동안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

이었다 현대 로열 패밀리의 패션 역시 매 번 여러 매체들. 

로부터 기사화되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은 행보마다 패션 아이콘으로 

늘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영국의 패션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본 . 

연구는 과거와는 달라진 로열 패밀리의 역할에 기반을 두

어 케이트 미들턴의 로열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 특징

을 밝히고자 하였다. 

케이트 미들턴의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스  

러움을 강조한 원피스가 가장 많이 보였고 컬러의 경우 화

이트 블루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컬러 톤의 경우 색감이 , . 

살아 있는 스트롱 톤이 많았고 소재의 재질감은 실키한 ,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미지는 클래식이 높았고 드. 

레스코드는 세미 포멀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별 스타일은 왕실 행사에서는 라이트 페일톤의 블  , 

루나 화이트 계열의 컬러가 클래식 이미지의 포멀 스타일

로 나타났다 국내행사에서는 소피스티케이트한 이미지의 . 

실키한 소재감과 비비드 스트롱 톤의 라인 원피스가 가, H

장 많이 나타났다 외교 활동 시에는 블루나 화이트 외에. 

도 레드 그린 그레이 블루 등 다양한 컬러가 클래식 이, , , 

미지로 나타났으며 외교상황에 알맞게 격식의 정도를 맞추

어 스타일링 하였다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세미 포멀의 드. 

레스 코드로 레드계열의 비비드와 다크톤의 의상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패턴소재가 많이 나타났다. 

케이트 미들턴의 스타일 특성은 첫째 로열 앤 노블 스  , 

타일로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블루계열의 의상에 모자를 

자주 착용하여 왕실의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칩 앤 . , 

시크 스타일로 왕실의 젊은 구성원답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값 싸고 대중적인 브랜드의 의상을 믹스 앤 매치하여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셋째 바디 컨셔. , 

스 스타일로 쿠튀르적인 뛰어난 재단과 봉제로 여성스러운 

몸매를 우아하게 강조한 스타일로 젊고 탄력 있는 신체 이

미지를 보여주었다. 

케이트 미들턴의 스타일이 시사하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케이트 미들턴은 몸매를 살려주는 원피스 스타일로 , 

매력적인 신체 이미지를 강조하여 세기에 걸 맞는 로열 21

패밀리의 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뛰어난 미. , 

적 감각을 토대로 대중 브랜드의 저렴한 의상을 공식석상

에서 착용하여 왕실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실용주의 가치관

을 보여주었고 대중의 관심과 추종한 소비를 이끌어 패션, 

산업의 부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자국의 패션 브랜. , 

드와 전통적인 체크 패턴 등을 착용한 모습을 통해 왕실과 

나아가 영국의 국가 이미지 홍보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케이트 미들턴의 사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기 때문에 컬러와 소재 등에서 실제와 일부 차이

가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케이트 . 

미들턴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여 세

계적으로 주목 받는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

던 원동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로열 패

밀리와 관련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패션 디자인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nniversary Normandy landings(2014.6.6.).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 

photos/kate-middleton-2014-june-6?family=editorial

&phrase=kate%20middleton%202014%20june%206&so

rt=best#license

Action OnAddiction (2015.12.10).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5-december-10?family=editorial&

phrase=kate%20middleton%202015%20december%201

0&sort=best#license

At James’s Palace (2011.11.10.). Retrieved May 17, 

2017, fromhttps://www.google.co.uk/search?q=st+ 

james's+palace+kate+middleton&sa=X&tbm=isch&tbo

=u&source=univ&ved=0ahUKEwj19f_P9__YAhVGv7w

KHSTdCwwQ7AkINA&biw=1366&bih=620#imgrc=_

&spf=1517323804935

At Olympic Park (2012.3.15.). Retrieved May 11,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middle

ton-2012-march-15?family=editorial&page=4&phrase

=kate%20middleton%202012%20march%2015&sort=b

est#license

Canada Day Celebrations (2011.7.1.). Retrieved May 14,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 



1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1

-middleton-2011-july-1?family=editorial&page=9&ph

rase=kate%20middleton%202011%20july%201&sort=b

est#license

Caroline, P. (2017. June 14). Here's what the royal 

family actually does every day. Retrieved July 10, 

2017 from http://www.thisisinsider.com/what-does 

-the-royal-family-do-2017-1.

Chichi, K. (2017, July 2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Queen Rania. Selectspecs. Retrieved June 

17, 2017 from https://www.selectspecs.com/ 

fashion-lifestyle/queen-rania/ .

Choi, J & Kim, J. (2016). Headdress design appearing 

in haute couture collection-Focused on 2010 S/S∼

2015 S/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0(2), 

59-77.

Chung, S & Cho, K(2005). A study on the ladylike 

style of Grace Kell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9(4), 30-43.

Commonwealth(2017).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thecommonwealth.org/member-countries

Community Centre (2011.8.19.).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1-august-19?family=editorial&pag

e=2&phrase=kate%20middleton%202011%20august%2

019&sort=best#license

Diamond Jubilee (2012.6.5). Retrieved May 17,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middle

ton-2012-june-5?family=editorial&page=4&phrase=ka

te%20middleton%202012%20june%205&sort=best#lice

nse

Dunedin International Airport (2014.4.13.).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 

photos/kate-middleton-2014-april-13?family=editorial

&page=8&phrase=kate%20middleton%202014%20april

%2013&sort=best#license

Eden Project in Cornwall (2016.9.2). Retrieved May 12,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6-september-2?family=editorial&p

age=13&phrase=kate%20middleton%202016%20septem

ber%202&sort=best#license

Garden Party (2013.5.22.). Retrieved May 11,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middle

ton-2013-may-22?family=editorial&phrase=kate%20

middleton%202013%20may%2022&sort=best#license

Gwon, S. (2013). Rediscover the British. Seoul: 

Annapurna.

Hong, G., & Han, J., & Moon, Y., & Lee, S., & 

Moon, J. (2016). World's royal. Seoul: God's win.

India&Bhutan Day 1 (2016.4.10.). Retrieved May 17,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 

biw=1366&bih=620&tbm=isch&sa=1&ei=44ZwWruh

DM308AXlq5GwDw&q=india+kate+middleton&oq=in

dia+kate+middleton&gs_l=psy-ab.12..0i8i7i30k1j0i8i30

k1l7.52737.55907.0.57556.7.7.0.0.0.0.725.1150.0j1j1j6-

1.3.0....0...1c.1.64.psy-ab..4.1.716....0.whutCUFJADs

India&Bhutan Day 5 (2016.4.14.). Retrieved May 12,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 

biw=1366&bih=620&tbm=isch&sa=1&ei=44ZwWruh

DM308AXlq5GwDw&q=india+kate+middleton&oq=in

dia+kate+middleton&gs_l=psy-ab.12..0i8i7i30k1j0i8i30

k1l7.52737.55907.0.57556.7.7.0.0.0.0.725.1150.0j1j1j6-

1.3.0....0...1c.1.64.psy-ab..4.1.716....0.whutCUFJADs

Industries Reception (2012.7.30.). Retrieved May 17,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2-july-30?family=editorial&phrase

=kate%20middleton%202012%20july%2030&sort=best

#license

Kate Middleton's affordable style, (n.d.). Retrieved July 

8, 2017, from http://www.stylebistro.com/Kate 

+Middleton%27s+Affordable+Style

Kim(2016, sep 21). Retrieved July 3, 2017,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3/2

016091301624.html

Kim, E., & Lee, M.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t fashion of the british royal 

family.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4), 28-44.

Kim, H. (2004). The birth of the European royal 

family. Seoul: Sallimbooks.

Kim, J. (2013. June 5). Royal fashion, women's ' 

fantasy ' Captivate. MK fashion. Retrieved May 31, 

2017, from http://fashion.mk.co.kr/view.php? 

no=437263&year=2013.

Kim, M. (2011, April 11). Queen and crown prince of 

the 21st century. non-thermoelectric&stylereport. 



이승희� 김지영� 케이트�미들턴의�로열�패션 스타일�분석·� /� (Royal� Fashion)� � � � � � � 17

Retrieved August 1, 2017, from http://woman. 

donga.com/ 3/all/12/143123/1.

Kim, Y.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al 

monarchy focusing on its political rol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7(3). 109-130.

Kim, Y. (2014). A welfare Monarchy -The adaptation 

of the british constitutional monarchy to modern 

times-.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31, 

205-231.

Lee, G. (2010, Feburary 10). Grace Kelly's pref. 

Charllotte Casiragi Princess. Wikitree. Retrieved June 

2, 2107, from http://www.wikitree.co.kr/main/ 

news_view.php?id=1933.

Lee, I., & Lee, K., & Shin, H. (2003). The psychology 

of clothes. Seoul: Gyomoon Publisher. 

Leisure Centre (2013.4.4.). Retrieved May 15,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middle

ton-2013-april-4?family=editorial&phrase=kate%20mi

ddleton%202013%20april%204&sort=best#license

Military Cemetery (2014.8.4.). Retrieved May 11,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middle

ton-2014-august-4?family=editorial&page=3&phrase=

kate%20middleton%202014%20august%204&sort=best

#license

National Portrait Gallery (2013.1.11.).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3-january-11?family=editorial&ph

rase=kate%20middleton%202013%20january%2011&so

rt=best#license

National Portrait Gallery (2016.5.4.). Retrieved May 12, 

2017, from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 

-middleton-2016-may-4?family=editorial&page=2&p

hrase=kate%20middleton%202016%20may%204&sort=

best#license

Oh, E. (2013, July 26). The royal baby is born 'The 

royal palace is somewhere in England'. Munhwa. 

Retrieved May 22, 2017, from http://www.munhwa. 

com/news/view.html?no=201307260103323 2071002 

Place2Be Conference (2015.11.18.). Retrieved May 15,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biw 

=1366&bih=620&tbm=isch&sa=1&ei=y4dwWpz5O9C

M8gW-iJTACQ&q=kate+middleton+place2be+confere

nce&oq=kate+middleton+place2be+conference&gs_l=ps

y-ab.3...5291.32432.0.33386.11.11.0.0.0.0.132.1230.0j1

1.11.0....0...1c.1.64.psy-ab..0.0.0....0.yksI9sG-HP4

Prince Philip's 90th birthday(2011.6.11.). Retrieved May 

15,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 

q=prince+philip+90th+birthday&sa=X&tbm=isch&tbo

=u&source=univ&ved=0ahUKEwidx6L59f_YAhUBrJQ

KHSg3C2gQ7AkIOg&biw=1366&bih=620#imgrc=_&s

pf=1517323357847

Queen's 90th Birthday (2016.6.10.). Retrieved May 12,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6-june-10?family=editorial&phras

e=kate%20middleton%202016%20june%2010&sort=bes

t#license

Queen Rania of Jordan best style moments, (n.d.). 

Retrieved April 6, 2017, from http://www.fashion 

stylemag.com/2017/fashion/queen-rania-of-jordan-be

st-style-moments/

Rachael, M. (2015,  November 9). 8 reasons to love 

the royal family. Woman's own. Retrieved June 18, 

2017, from http://www.womansown.co.uk/celebrity/ 

royal/reasons-to-love-the-royal-famil-28577/

Rehabilitation Centre (2015.9.25.). Retrieved May 12,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 

biw=1366&bih=620&tbm=isch&sa=1&ei=74dwWqbW

PIr-8QX9uqqYBQ&q=kate+middleton+rehabilitation+

centre&oq=kate+middleton+rehabilitation+centre&gs_l

=psy-ab.3...30017.73003.0.74122.42.27.0.1.1.0.526.409

5.0j16j2j2j1j1.22.0....0...1c.1.64.psy-ab..21.5.1699...0j0i1

9k1.0.y0Z3tbSLeLA

Royal duties, (n.d.). princeofwales. gov. uk. Retrieved 

July 11, 2017, from https://www.princeofwales. 

gov.uk/the-prince-of-wales/patronages

Royal family, (n.d.).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s://en.wikipedia.org/wiki/Royal_family.

Royal film Performance (2013.12.5.). Retrieved May 16, 

2017, from https://www.google.co.uk/search?biw 

=1366&bih=620&tbm=isch&sa=1&ei=jYlwWsuQIoLQ

8wWZ_oyoDg&q=kate+middleton+royal+film+perform

ance+mandela&oq=kate+middleton+royal+film+perfor

mance+mandela&gs_l=psy-ab.3...87885.92543.0.92908.

8.8.0.0.0.0.283.1216.0j5j2.7.0....0...1c.1.64.psy-ab..1.0.0.



1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1

...0.T9o9roHCPhg

Royal Tour To Canada (2016.9.28.).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6-september-28?family=editorial&

page=12&phrase=kate%20middleton%202016%20septe

mber%2028&sort=best#license

Royal, (n.d.) dictionary. daum. Retrieved June 1, 2017, 

from http://dic.daum.net/search.do?q=%EB%A1%9C 

%EC%97%B4&dic=all. 

Royal, (n.d.) dictionary. naver. Retrieved June 3, 2017, 

from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 

%A1%9C%EC%97%B4&query=%EB%A1%9C%EC%9

7%B4&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

Sang, Y., & Lee, I. (2014). Royal class fashion style 

analysis and design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1), 335-348.

St Thomas' Hospital (2016.3.10.).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6-march-10?family=editorial&phr

ase=kate%20middleton%202016%20march%2010&sort

=best#license

Sung, Y., & Min, S. (2015, Ougust 18). The allu20, 

2017, from http://superich.heraldcorp.com/view.php? 

ud=20150818000003&sec=01-74-03re of the 

"independent fashion" by the queen of Spain in the 

Commons. Herald. Retrieved March 

The Garter Service (2012.6.18.). Retrieved May 17,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kate 

-middleton-2012-june-18?family=editorial&phrase=k

ate%20middleton%202012%20june%2018&sort=best#li

cense

The muse of Karl Lagerfeld, the best style of Charlotte 

Princess Monaco 44, (2016, November 25). Fashion 

N international division. Retrieved July 21, 2017, 

from http://fashionn.com/board/read_new.php?table 

=1009&number=18538&sel_cat=.

The role of the royal family, (n.d). Royal duties. 

Retrieved May 11, 2017, from https://www.royal.uk/ 

role-royal-family

The royal family: History, Roles & Power, (n.d.). 

Study.com. Retrieved May 15, 2017, from 

http://study.com/academy/lesson/the-royal-family-his

tory-roles-powers.html

Thistle Ceremony Diamond (2012.7.5.).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4-march-17?family=editorial&phr

ase=kate%20middleton%202014%20march%2017&sort

=best#license

Thistle Ceremony Diamond (2012.7.5.).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2-july-5?family=editorial&phrase

=kate%20middleton%202012%20july%205&sort=best#l

icense

Top 10 reasons why the british royal family is 

awesome, (2014, February 22). Top 10 list. Retrieved 

May 29, 2017 from http://top-10-list.org/ 

2014/02/22/top-10-reasons-why-british-royal-family

-is-awesome.

Wedding of Kate Middieton'sfriend (2011.6.11).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google.co.uk/ 

search?biw=1366&bih=620&tbm=isch&sa=1&ei=0Yh

wWu7ENcqJ8wXBq6foCA&q=kate+middleton+weddin

g+of+sam+waley&oq=kate+middleton+wedding+of+sa

m+waley&gs_l=psy-ab.3...85601.113929.0.115087.15.1

5.0.0.0.0.342.2338.0j8j3j2.13.0....0...1c.1.64.psy-ab..2.0.

0....0.fLSpTKUsGZ8

Welcoming the President of Singapore (2014.10.21.).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google. 

co.uk/search?q=kate+middleton+singapore+president 

&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

wjX4Nv5-P_YAhUKPrwKHTvMCewQ7AkINA&biw=

1366&bih=620

World Mental Health Day (2016.10.10.).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gettyimages.com/photos/ 

kate-middleton-2016-october-10?family=editorial&ph

rase=kate%20middleton%202016%20october%2010&so

rt=best#license

Yu, D., & Lee, I. (2016). An analysis of fashion styles 

of middle-aged actresses in drama.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1), 79-89. 

Yu, J. (2016, September 16). The coolest style ever 60 

of Kate Middleton. FashionN. Retrieved May 14, 



이승희� 김지영� 케이트�미들턴의�로열�패션 스타일�분석·� /� (Royal� Fashion)� � � � � � � 19

2017, from http://www.fashionn.com/board/read_ 

new.php?table=1009&number=17427.

Yun, H. (2014). A study on the image expression of 

first lady’s fashion color. Sungsin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Zhang, W., & Lee, M. (2014). A study on fashion 

politics in the chinese first lady, Peng Liyuan(彭麗
)`s fashion styling.媛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4), 591-604.

Received (October 27, 2017)

Revised (December 29, 2017)

Accepted (January 18,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