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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복식은 인체를 바탕으로 하여 착용한 사람의 사상이

나 감정을 대변하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을 잘 표

현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hairstyle)과 헤드기어

(headgear) 또한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드기어는 복식의 변화와 더블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 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생활에 관한 많은 것들과 어울어

져 미적인면을 강조하는 아이템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서양복식사에서 여자 헤어스타일이나 헤

드드레스(headdress)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어

왔지만 남자 헤드기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

태나 장식에 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헤드기어는 현재

까지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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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기어의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연구하여

제작하는 것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디자인 창조를 위하여 좋

은 감의 출처로 작용될 수 있어 새로운 방향에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복식의 외관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기어의 하나인 햇(hat)을 선택하여 디

자인 및 제작방법 등의 변화를 고찰하고 서양복식에서

의 헤드기어에 대한 이해와 제작을 통한 연구를 함으

로써 문헌상의 시대적 고찰에서 보다 새로운 디자인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이전에 제작하여 발표한 여자

헤드드레스와 마찬가지로 문헌연구와 초상화분석을 기

초로 하여 햇을 제작하 으며, 시기는 햇을 착용한 16

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로 정하 다.

제작할 작품의 선정을 위해 먼저 헤어스타일 및 햇

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햇의 형태, 소

재, 색상, 사용된 장식 등 복식문화의 세부적인 사항을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한다. 선정된 햇을 제작하

기 위하여 햇의 패턴형태를 파악하 으며, 소재는 문

헌에 제시된 벨벳, 실크, 모직물을 사용하 다. 또 장

식은 사진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 다.

제작시 사용된 치수는 본 연구가 초상화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문헌에 나타난 치수를

사용하 으며 부수적인 장식에 관련된 치수는 초상화

의 헤드기어 착용모습에서 비례로 산출된 치수를 사용

하 다.

II.

1. 헤어스타일의 특징

이 시대의 남자 헤어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짧았으며,

몇가지 변형된 헤어스타일이 보인다. 프랑스 스타일인

짧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귀 부분의 머리는 길고 다른

부분은 짧은 스페인식과 고대기로 컬한 짧은 이태리식

의 헤어스타일이 있었다. 그러나 각나라의 헤어스타일

에 대한 차이가 매우 작아서 유행을 따르는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하 다.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스타일은 <그림 1>에서 보이

는 필립 2세(Philip II)(1565년)의 스타일로 머리는 직

모이고 매우 짧으며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부터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스타일이다.

또 유행을 따르던 남성들은 정수리 부분부터 이마쪽

으로 빗은 후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에 컬형태를 만든

헤어스타일을 하 으며, 또 귀부분까지 내려와서 컬을

하기도 하 다.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곱슬머리가 많

이 유행하 다.

젊은 신사(그림 2)는 이마와 양쪽 측면의 머리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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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ilip II (PRADO MUSEUM, p.100)

<그림 2>  Aetat (Tudor Costume And Fashion, p. 722)



끗하게 빗어 넘겨 귀 앞쪽으로 머리를 늘어 뜨렸으며,

콧수염은 끈끈하게 처리하여 끝부분을 비틀었는데 이

러한 수염은 23세부터 기를 수 있었다.1)

세기말로 가면서 일반적인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은

머리 중간을 짧게 자르고 양쪽을 길게 하 으며, 중산

층의 헤어스타일은 짧게 자르기도 하고, 곱슬거리게

말기도 하 다. 또 여성들의 머리처럼 길게 하기도 하

으며, 많은 경우 귀 위나 아래로 자르거나 나무접시

로 둥 게 만 헤어스타일을 하기도 하 다. 이 시대

대부분의 남자 헤어스타일은 짧았지만 1590년대는 머

리가 길어져 귀를 덮기 시작하 다.2)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함께 수염을 길 는데 턱수염

과 콧수염은 모든 계층의 남성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턱 끝에서부터 자른 수염, 빗모양으로 둥 게 한 형태,

포크형 형태, 그리고 끝이 뾰족한 형태, 삽 모양 형태,

둥근 형태 등 턱, 콧수염의 형태와 장식방법은 다양하

다. 이 당시에도 얼굴형태에 맞게 좁은 얼굴은 넓게

보이도록, 넓은 형태의 얼굴은 좁아 보이도록 수염을

다양하게 처리하 다. 이처럼 수염은 사람들이 매우

열망하던 부속물이 되었다.

2. 햇의 특징

크라운(crown)과 브림(brim)으로 특징지워지는 머

리를 덮는 형태인 햇은 수세기동안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났으며, 짚(straw), 모피(fur)나 펠트 울(felted wool)

과 같은 소재는 전통적인 모자를 만드는 재료들이다.3)

16세기 말에는 좁은 브림에 높은 크라운을 가진 햇

을 착용하 는데 이것들은 좀 더 간편한 형태와 넓은

브림의 형태로 17세기 중엽까지 존재하 고4), 크라운이

높은 비버(beaver)햇은 1560년대부터 상용되어졌다.

햇은 플랫 캡과 쌍벽을 이루는 헤드기어로 형태가

다양하 다. 햇의 형태는 크라운을 높게하여 거친 머

슬린이나 얇은 버크럼(buckram)과 같은 직물로 라인

을 주어 주름을 풍부하게 잡은 형태가 있으며(그림 3),

또 검정색 벨벳으로 만들어 브림의 끝을 약간 말은 딱

딱한 형태(그림 4), 그리고 햇의 브림을 측면에서 말아

올린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햇의 장식은 크라운의 밴드에 아름다운 금장식을 하

거나 짙은 색상의 깃털, 금이나 진주, 다이아몬드 버튼,

실크나 벨벳으로 된 끈 장식, 리본타이, 은핀 등 다양

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벨벳이나 실크, 펠트를

사용하 으며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 다.5)

블록 펠트(block felt)햇은 1570년부터 유럽에서 사

용되었는데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작은 햇으로 진주와

다이아몬드 단추, 은핀으로 된 단추 등이 장식되었다.

블록 펠트 햇의 형태는 크라운의 측면이 평행으로

높으며, 브림이 넓고 평평한 것은 앞부분에 깃털장식

이 되어 있고 브림이 좁은 햇에는 금색 테두리를 두르

고 앞에 타조 깃털을 장식한 형태도 보인다. 스페인에

서 이러한 블록 펠트 햇은 매우 일반적이며 크라운은

높이가 다양하고 브림의 폭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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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브림의 끝을 말은 형태 (세계의 패션사, p.208)
<그림 3>  크라운에 주름잡은 형태 (Tudor Costume

And Fashion, p.728)



림이 좁은 것은 스페인 햇의 특징이기도 하다(그림 5).

브림이 넓어진 햇은 모든 계층의 스페인 사람들이 태

양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 썼으며, 스페인 말로

‘sombrero’라고 하 다.6)

높은 크라운으로 된 원뿔 또는 막대 사탕 모양의

‘copatain’햇(그림 6)은 당시 많은 그림을 통해 매우

유행하 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넓이의 브림으

로 되어있다.

일반인들은 15세기에 썼던 원통 모양의 부드러운

펠트 햇를 썼으며 머리에 맞게 하기 위하여 가죽 끈이

나 천으로 된 끈으로 묶어 착용하 다. 이 햇에는 색

상이 있는 꿩 깃털로 장식하 으나 농부들은 단순한

천이나 가죽으로 된 밴드가 있는 햇을 착용하 다.7)

또 크라운을 높게 하여 공 모양이나 뾰족탑처럼 높게

만든 햇을 쓰기도 하 으며, 크라운이 평평하고 넓은

것을 쓰기도 하 다. 색상은 검정색, 흰색, 붉은색, 초

록색 그리고 노란색 등 다양하 으며 소재는 실크, 벨

벳, 타프타, 털실 등을 사용하 다.

III.

1. 작품 1

1) 작품선정배경

작품 1은 <그림 7>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재현한 것

으로 초상화의 Leonard Darrr경은 검정색의 크라운

이 높은 햇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햇을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데 1560년 작가 미상인 초상화로

작품 1의 제작에 참고한 초상화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햇의 형태는 크라운이 높고 옆면이

직선으로 올라가며 크라운의 탑(top)과 옆면이 만나는

부분은 공처럼 둥 려져 있고, 높은 크라운에 비해 브

림의 폭이 좁은 것이 <그림 7>의 햇과 비슷한 형태이

다. 크라운의 옆면은 보석 브로치와 흰색의 타조깃털

이 장식되어 있는데 특히 장식된 타조깃털은 털의 끝

을 둥 게 말아서 조금더 풍성하게 보인다.

작품 1은“pattern of fashion p.219”에 있는 패턴

과 제작방법을 기초로하여 제작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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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뿔모양의 햇 (Tudor Costume and

Fashion, p.694)

<그림 5>  block felt hat (Tudor Costume and

Fashion, p.674)

<그림 7>  Leonard Darr, 1591(The Tudor Lmage, p.56)



2) 제작과정

<그림 9>는 작품 1의 패턴으로 b, c, d가 크라운이

고 a가 브림이다. b는 크라운의 탑 부분이며, c가 b와

d의 연결부분이고 d가 크라운의 옆면이다. 패턴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라운의 높이가 20cm가 넘는 높은

햇으로 브림은 크라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폭이

5cm로 매우 작아보인다.

크라운의 높이는 앞과 뒤가 동일하며 브림은 지름이

앞면보다 옆면의 길이가 3cm 길어 착장모습(그림 10)

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작품 1의 햇은 형태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햇의 심지는 버크럼으로 형태를

만든 후 크라운과 브림을 크라운의 아랫쪽에서 홈질하

여 연결시켰다. 안과 밖을 펠트로 씌었으며 펠트는 시

침질로 버크럼과 연결하여 고정시켰다. 겉감은 둥근

파일이 있는 모직물을 사용하여 크라운의 조각을 손바

느질로 연결시켰으며,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하여 겉으

로 두드러지지 않게 하 고, 크라운과 브림의 시접은

크라운쪽으로 홑솔로 처리하 다.

안감은 겉감과 0.5cm 차이를 두고 재단하여 안쪽

에서 주름잡히지 않도록 만들어 펠트와 부분 부분을

시침하여 고정하 으며, 안감과 겉감은 브림의 안쪽

0.5cm 부분에서 겉감 위로 접어올려 겉에서 숨뜨기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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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nknown man, 1560 (Pattern of Fashion, p.279)

<그림 9>  작품 1의 패턴

<그림 10>  작품 1

앞 옆 안



크라운 아랫쪽의 두드러진 부분은 2cm 폭의 브레

이드로 장식하여 보이지 않게 하 고, 한쪽 옆으로 초

록색의 타조깃털을 장식하여 마무리 하 다.

2. 작품 2

1) 작품선정배경

작품 2(그림 11)는 1586년 William Cecil경의 초상

화로 마치 화분을 거꾸로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햇을

쓰고 있다. 이 햇의 형태는 종이 찰흙으로 잡아서 딱

딱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는 작품 2의

초상화와 비슷한 형태로 겉감은 분홍색 실크 벨벳으로

크라운의 옆면 전체에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 사용하

으며, 안감은 분홍색 실크로 사용하 고 브림의 윗면

에 수를 놓아 장식하 다.

작품 2는“pattern of fashion, p.34”에 있는 작품

의 패턴과 제작방법을 참고로 제작하 다.

2) 제작과정

<그림 13>은 작품 2의 패턴으로 크라운(그림13-a)을

한 장으로 재단하고 완성된 모습은 착장모습처럼 크라

운 탑의 원 크기가 브림의 원 크기보다 작다. 그리고

크라운과 브림의 원형태는 변형되지 않은 원의 모양을

하고 있다. 브림은 지름 35cm의 원으로 브림의 폭은

8cm로 하 다. 크라운은 지름 48cm의 원으로 크라

운의 위와 옆면을 한 장으로 재단하 으며, 크라운 위

의 원은 지름을 16cm로 제작하여 크라운의 옆면이 비

스듬한 형태로 제작하 다.

<그림 14>는 작품 2의 착장모습으로 크라운에 주름

이 고르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햇의 심지는 작품 1과 같이 버크럼으로 크라운의 윗

면과 옆면을 따로 재단하여 손바느질로 연결시켜 기초

형태를 잡고 안과 밖을 펠트로 감싸주었다. 심지인 펠

트도 역시 버크럼과 같이 재단하여 사용하 다. 겉감

은 붉은색의 벨벳을 사용하여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

고정시킨 다음 브림과 연결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처리

하 다. 안감은 좀더 밝은 진한색의 실크로 사용하여

크라운의 옆면을 안감의 겉에서 숨뜨기로 처리하여 겉

에서 바느질이 보이도록 하 다. 브림의 겉에는

121

金京姬·文允璟/男子 헤드기어(headgear) 製作에 關한 硏究

<그림 11>  William Cecil 1586

(Pattern of Fashion, p.34)

<그림 12>  핑크 햇 - a 브림 수 장식 - b

(Pattern of Fashion, p.34)

<그림 13>  작품 2의 패턴



0.3cm 폭의 밝은 진홍색의 브레이드로 장식하 다.

3. 작품 3

1) 작품선정배경

작품 3(그림 15)은 1575년 군인의 복장으로 felt

morion hat을 쓰고 있다. 햇의 형태는 크라운이 두부

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윗부분이 아랫

부분의 크라운 중앙에 모여져있다.

브림은 앞 뒤로 약간 길게 타원형으로 되어있고 햇

전체에는 금사로 수가 놓여져 있으며 타조깃털로 풍성

하게 장식하 다. 작품 3은“pattern of fashion p.32

“ 의 사진과 매우 흡사하여 패턴과 제작방법을 기초로

제작하 다(그림 16).

2) 제작방법

<그림 17>은 작품 3의 felt morion hat의 패턴이다.

햇 브림의 모양은 앞과 뒤로 길게 늘어진 타원형으로

세로 43.5cm, 가로 32cm로 되어 있으며, 크라운은

두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b는 크라운의 탑으로 닭벼

슬 모양이며 가장 중심부분의 폭은 8.2cm이다. c는

아래쪽 둥근 부분으로 둥근 크라운 부분을 평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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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작품 2

앞 옆 위 안

<그림 15>  felt morion hat (The Tudor Image, p. 13)

<그림 16>  felt morion hat (Pattern of Fashion, p.32)

<그림 17>  작품 3의 패턴



제도하여 4.5cm 폭에 6cm 길이의 다아트를 잡아 둥

렸으며, 이 패턴은 심지로 사용되는 버크럼과 펠트

모두에 적용하 다. 제시된 패턴은 겉감으로 사용되는

검정색 벨벳에 사용된 패턴의 사이즈이고 안쪽에 이중

으로 들어가는 심지는 0.5cm씩 작게 재단하여 안쪽에

서 주름 잡히지 않고 겉에서 보이는 겉과 같은 모양이

유지되도록 하 다. 먼저 부드러운 버크럼으로 잡은

형태는 손바느질로 이어서 잘 꺽일 수 있도록 바느질

하 으며, 모심지는 홈질을 사용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처리하 다. 완성된 두장의 심지는 손바느질로 시침하

여 고정시켰으며, 벼슬부분은 안쪽에서 고정시켜 연결

시켰다.

안감의 재단은 크라운의 벼슬부분을 제외한 둥근 크

라운 부분에서 봉제하여 안감에서는 크라운의 벼슬부

분은 보이지 않도록 하 다. 이는 <그림 16>과 같은 제

작방법이다.

<그림 18>은 작품 3의 착장모습으로 정면의 모습과

옆면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햇의 전체에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하여 수를 대신

하여 마무리 장식으로 사용하 다.

4. 작품 4

1) 작품선정배경

작품 4(그림 19)는 17세기 초의 햇으로 기사들이 썼

던 브림이 넓은 햇이다. 크라운은 편평하고 높으며 크

라운의 옆면에는 리본이나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하

다. 넓은 브림의 한면을 위쪽으로 젖혀서 핀으로 고정

시키고 핀을 꽂은 옆면에는 타조깃털을 꽂았으나 이는

개인의 취향에 속하는 것이다.9)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크라운이 높은 햇은 비버(beaver), 또는 펠트를 재료

로 사용하 으며, 브림이 넓은 햇은 다양한 방법으로

브림을 젖혀 사용하 다.

2) 제작과정

<그림 20>는 작품 4의 패턴으로 겉감을 위한 패턴

이며 심지와 안감은 전체적으로 0.3cm 작게 재단하여

사용하 다. a와 b는 햇의 크라운 부분이고 c는 햇의

브림 부분이다. 패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브림의 반

지름이 30cm로 매우 넓다. 크라운의 위는 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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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작품 3

앞 옆 안

<그림 19>  Alexandria, 1602 (Time life book, p.55)



12cm로 브림의 크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브림

의 안쪽원과 크라운의 윗면의 차이로 크라운의 옆면에

주름을 잡지 않기 위해서 a와 같은 형태로 패턴을 제

작하 다.

<그림 21>은 완성된 작품 4의 착장모습으로 한쪽의

브림을 접어올려 브로치로 고정하 으며, 타조깃털을

꽂아 반대편으로 늘어뜨려서 좌우의 착장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햇의 모습이 사진과 같이 고정되어있으며, 브림의

형태는 접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지녀야하

므로 크라운은 버크럼과 펠트를 사용하 고, 브림은

버크럼만 2장을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하면서 둥 게

휘는 옆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로 햇의 형태를 만들고 재단된 안감으로 크라운

과 브림부분을 완성하 으며, 먼저 안감을 심지부분에

시침하여 고정시켰고, 겉감의 크라운과 브림을 완성한

후 심지의 겉에 올려 놓은 후 브림의 가장자리에서 안

감과 겉감을 공그르기로 연결하여 완성하 다.

IV.

본 연구는 헤드기어의 하나인 햇을 선정하여 이전에

제작하여 발표한 여자 헤드드레스와 마찬가지로 문헌

연구와 초상화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 다.

햇의 특징은 높은 크라운과 브림의 형태에 있으며,

장식은 크라운의 밴드에 금장식을 하거나 짙은 색상의

깃털, 금이나 진주, 다이아몬드 버튼, 실크나 벨벳으로

된 끈 장식, 리본타이, 은핀 등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

었다. 소재는 벨벳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실크, 펠트,

비버모피 등도 사용되었고,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 다.

작품 1의 햇은 크라운이 높은 햇으로 옆면이 직선으

로 올라가며 크라운의 탑과 옆면이 만나는 부분이 공

처럼 둥 려져 있다. 높은 크라운에 비해 브림의 폭은

좁으며 크라운의 옆면에는 보석 브로치와 흰색의 타조

깃털이 장식되어 있다.

작품 2의 햇은 딱딱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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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작품 4의 패턴

<그림 21>  작품 4

앞 옆(브로치) 옆(깃털) 안



태로 안과 겉을 검정색 펠트로 감쌌으며, 겉감은 분홍

색 실크 벨벳으로 사용하 다. 크라운의 옆면에는 전

체에 일정하게 주름을 잡고 브림의 윗면에 수를 놓아

장식하 다.

작품 3은 felt morion hat으로 크라운이 두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윗부분이 아랫부분의 크라운 중앙에

모여져있는 특징이 있다. 브림은 앞 뒤로 약간 길게

타원형으로 되어있으며, 햇 전체에 금사로 수가 놓여

져 있고 타조깃털로 풍성하게 장식하 다.

작품 4의 햇은 기사들이 썼던 챙이 넓은 햇으로 크

라운이 평평하고 높이가 있으며 크라운의 옆면에는 리

본이나 금색 브레이드로 장식하 다. 넓은 브림의 한

면을 젖혀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핀을 꽂은 옆면에는

타조깃털을 꽂아 장식하 다.

이러한 작품들의 봉제방법은 모두 손바느질은 사용

하 으며, 장식은 깃털, 브레이드, 브로우치를 사용하

다. 색상은 대부분 검정색을 사용하 으며 안감도

대부분 검정색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겉감으로 벨벳과

실크, 둥근 파일이 있는 모직물을 사용하 으며, 안감

으로 실크를 사용하 다. 심지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

하여 버크럼으로 형태를 만든 후 펠트를 사용하 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통하여 과거 헤드기어의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재현하여 봄으로써 헤드기어의

직접적인 상품화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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