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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at fashion worn by the British royal family. 

The research range has been limited to hats which Elizabeth , Camilla Parker Bowles, Ⅱ

and Kate Middleton wore from April 29, 2011 to April 11, 2014 when Kate Middleton 

married Windsor Prince William and became part of the royal family. The methods of the 

research wer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about the royal family were referred to, the 

function and types of hats were considered, and then the plasticity of the designs seen in 

hat fashion of the royal family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pe 

of the hats of the British royal family: Three-dimensional shapes(84.2%) were the most 

frequent, the detailed shape of the hat Canotier(33.5%), Boater(12.7%) and Bowler(10.3%) 

had greater frequency. Second, the color of the hats were W(13.7%), Bk(10.5%), Y(9.8%), 

B(9.6%), YR/PB(9.4%) and RP(9.2%) color. The Color Combination is the Monochrome 

Color(62.3%), Analogous Color(16.1%), Accent Color(13.2%) and Complementary Color(8.4%) 

were most frequent.  Third, the material of the hats were Felt(44.5%) and Straw(40.3%) were 

used most frequently. Finally, the decoration of hats were: Flowers(25.7%), String(25.0%), 

Ribbon(18.4%) and Feathers(17.9%) were the most commo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 styling and design ideas in the field of tot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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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인의 패션 스타일은 시대  

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명성과 위치를 가지고 변화, 

해 왔다 오래 전부터 로열 패밀리 들. (Royal Family)

의 행보나 이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은 늘 이슈가 되

고 그 나라의 국가 경제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로열 패밀리(Wackerl, 2012). 

들의 패션은 대중들에게 패션 스타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

하게 되면서 유통가에서도 로열 마케팅 붐이 일어나

고 있다(Eunjin Kim, 2011). 

예를 들면 케이트 미들턴과 윌리엄 왕자의 로열   

웨딩으로 런던에서는 만 명의 관람 인파가 몰렸100

고 세계 각국에서는 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셜 , 20

미디어를 통해 왕실의 결혼식을 지켜봤으며(D. Kim, 

2011 로열 웨딩을 보기 위해 런던을 방문한 사람) 

은 약 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쇼핑 숙56 . , 

박 유흥 등에 소비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의 관광 , , 

수요는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로열 웨딩의 기념품 

판매 소비자 구매심리의 자극 효과 등으로 영국의 ,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케이트 미들턴의 웨딩 . 

드레스 스타일 엘리자베스 세의 모자 컬러 등 로, Ⅱ

열 패밀리의 패션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Sanghun Lee, 2011 년에는 엘리자베스 ). 2012 Ⅱ

세의 즉위 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쥬빌리60

가 진행되었는데 천 여척의 배(Diamond Jubilee) , 1

가 엘리자베스 세를 호위하며 이동하는 장관을 연Ⅱ

출했고 런던과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등 주요 , , , 

도시에서는 축포를 터트리는 등의 성대한 행사가 개

최되었다 템스강 주변에는 만 명 이상이 여왕의 . 100

주년을 기념하고 여왕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였다60

(Jeon, 2012 행사에 참여한 로열 패밀리의 패션은 ). 

단연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세, II

가 착용한 안젤라 켈리 의 의상은 칼 (Angela Kelly)

라거펠트의 트위터에도 언급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

다 고 한다 이처럼 영국 왕실의 공식(Gwon, 2013) . 

행사에서 로열 패밀리들의 패션은 매번 기사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스타일은 영국 뿐 만 아니라 전 세, 

계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로열 패밀리의 패션 스타일 중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단연 모자를 들 수 있다 모자는 전. 

통적으로 영국의 군주제에서 신분을 대변하는 요소

로 계급 직업 성별 등에 따라 모자의 크기 장식 , , , 

등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 정체성, , 

개성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기에도 . 20

여성 모자는 계급 상징의 역할로 외출 시 필수 아이

템 역할을 하고 토탈 패션의 유기적인 통일감과 전, 

체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모자는 점점 패션을 완성하는 ,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행선도 집단에서는 , 

의상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술성을 시도하는 등 의미

와 역할에 있어 다양하게 재해석 되고 있다(Ryu & 

Kim, 200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로열 패밀리인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세 카밀라 (Elizabeth II), Ⅱ

파커볼스 케이트 미들턴(Camilla Parker Bowles), 

이 착용한 모자 패션의 조형성을 (Kate Middleton)

비교 분석함으로써 모자 디자인의 창조적 발상 및 

토탈 패션 스타일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  . 

헌연구에서는 로열 패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

헌자료를 참고하여 모자의 기능과 유형을 고찰한 다

음 사례연구에서는 엘리자베스 세 카밀라 파커볼, , Ⅱ

스 케이트 미들턴 등의 로열 패밀리 패션에 나타난 , 

모자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동. 

일한 시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케이트 미들턴이 윌리

엄 윈저 왕자와 결혼한 년 (William Windsor) 2011 4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열 패밀리가 29 2014 4 11

착용한 모자로 한정하였다 분석 사진자료는 인터넷. 

사이트(http://fashion.telegraph.co.uk, www.abc.go.

com, www.dailymail.co.uk, www. dukeandduches

sofcambridge.org, www.eliza bethan-era.org.uk,

 www.elleuk.co.uk, www.facebook.com, www.hell 

omagazine.com, www.huffingtonpost.co.uk, www.

Key words 카밀라 파커볼스 엘리자베스 세 : Camilla Parker Bowles( ), Elizabeth II( ), hat       Ⅱ

모자 패션 케이트 미들턴 로열 패밀리              fashion( ), Kate Middleton( ), royal 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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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co.uk, www.telegraph.co.uk, www.zimbio. 

com, www. huffingtonpost.ca, www.people.com)

와 영국 로열 패밀리 관련 문헌(Bullen, 2012a; Bullen,  

2012b; Cywinski, 2011; Debrett & Major, 2012; 

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Orme, 2011; Wackerl, 2012) . 

이론적 고찰II. 

영국의 로열 패밀리와 패션  1. 

로열 패밀리는 왕이나 여왕의 직계 가족이나 왕과   

여왕의 친척들을 의미한다(Dewey, 2013; “Royal 

현재까지 왕실이 존presence of national”, 2013). 

재하는 국가는 영국 모나코 노르웨이 덴마크 스, , , , 

웨덴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타이 등 여러 국, , , 

가들이 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이미지는 곧 로Journal) “

열 패밀리다”(“Invitation from the British Royal 

라고 할 만큼 영국 로열 패밀리의 일Family”, 2013)

거수일투족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고 전 세계 , 

로열 패밀리 중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왕

실은 단연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H. Cho, 2014). 

하지만 영국 왕실의 인기만큼 군주제 폐지 여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제 차 세계대전 . 1

중인 년 월 일 엘리자베스 세의 조부인 1917 7 17 Ⅱ

조지 세가 왕조 이름을 삭스코부르크 고타‘Ⅴ

에서 윈저(Sachsen-Koburg und Gotha)’ ‘

로 변경한다고 선언한 것은 기존 왕조의 (Windsor)’

뿌리 중 일부가 독일계라는 국민의 거부감과 극단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왕실에 대한 반감이 높아

짐으로 인하여 왕실의 존폐가 위협을 받게 되자 왕

실의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한다 에드워드 . VIII

세 가 두 번의 이혼 경력(Edward VIII, 1894 1972)∼

이 있는 미국 여성 월리스 심프슨(Simpson, Mrs. 

과 결혼을 했을 때도 Wallis Warfield, 1896 1986)∼

왕실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크게 낮아져 영국 왕

실은 위기를 겪었고 년 찰스 왕세(Gu, 2012), 1996 , 

자가 다이애나비와 이혼하고 그 해 다이애나비가 비

극적 죽음을 맞았을 때도 찰스 왕세자가 이상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무너뜨렸다고 왕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영국 왕실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으며, 

카밀라 파커볼스와의 재혼으로 잃은 민심을 다시 회

복하지 못하고 있다(Hwang, 2012). 

년부터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영국 왕실의   2009

예비비가 바닥날 위기에 처하였고 정(Hwang, 2012) 

부의 재정난까지 맞물리면서 왕실은 국가 세금을 축

내는 애물단지라는 인식이 커져갔다 이 같은 여론. 

을 의식한 왕실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이고 세금도 

더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최근 윌리엄 ,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화려한 결혼을 계기로 비판 

여론이 다시 커지기도 하였다.

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는 찰스 왕세  2012 ICM 58%

자가 왕위를 승계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는 카밀61%

라 파커볼스가 왕비 지위를 받는 것에 반대하였고, 

콤레스 에 의하면 영국인 는 찰스 왕(ComRes) 42%

세자가 왕위를 아들 윌리엄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찰스 왕. 

세자와 윌리엄 왕자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세가 받는 영국인들의 전폭적Ⅱ

인 지지를 이어갈 후계자가 마땅치 않아 영국 왕실

은 고민하고 있으며 군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 

점점 힘을 얻고 있다(Hwang, 2012).

  하지만 이런 군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

고 년 입소스 모리 의 발표에 의하면 2012 (Ipsos Mori)

영국인의 이상이 군주제를 지지한다70% (Jeon, 

고 하였고 같은 해 일간지 텔레그래프2012) , (The 

는 영국인을 대상으로 역대 영국 군주 중 Telegraph) ‘

가장 위대한 인물 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의 지지’ 35%

율로 엘리자베스 세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Ⅱ

왕으로 뽑혔다고 보도하였다(Y. Cho, 2012).

한편 브랜드 파이낸스 가 최근 공  (Brand Finance)

개한 쥬빌리 보고서 에서는 영국 왕실을 기업‘ 2012’

으로 분류할 경우 시장가치는 약 억 파운드 약 445 (

조 원 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돼 영국 소매유통 업80 )

계 양대 산맥으로 일컫는 테스코 와 막스 앤 (Tesco)

스펜서 개사를 합한 것보다 큰 (Marks & Spencer) 2

규모의 대기업과 같은 가치가 있다 고 (S. Kim, 2012)

보고 있다 이는 엘리자베스 세의 결혼식 년. (1947 )Ⅱ

과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 년 이 거행됐을 당시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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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는 깊은 불황을 겪고 있었지만 각각의 결

혼식이 치러진 후 년 동안 영국 경제는 연 이7 3% 

상의 성장 을 나타낸 것에서도 알 수 (E. Choi, 2012)

있다 년 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2011 4 , 

과의 결혼으로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다시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 영국 런던 일간지 가디언, 

에 의하면 윌리엄 왕자의 결혼 당시 규모(Guardian)

는 최대 억 만 파운드였다 년 월 엘리6 2,000 . 2012 6 , 

자베스 세의 즉위 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60Ⅱ

쥬빌리 가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Diamond Jubilee) , 

동안 영국 관련 상품과 기념품 판매가 증가하여 억 8

만 파운드 조 억 원 에 달하고 영국 왕실2,300 (1 5,000 )

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가 큰 유행으로 부각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Hwang, 2012; S. Kim, 2012).

엘리자베스 세는 모든 분야의 예술에 영향을 미  Ⅱ

쳤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녀가 문화적으로 가장 , 

영향을 미친 것은 패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 

국 왕실 디자이너 노먼 하트넬 은 (Norman Hartnel)

왕실의 그 어느 누구도 패션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였지만 년 피츠버그 ” , 1952

프레스 는 엘리자베스 룩이 패션(Pittsburgh Press) “

계를 사로잡다 라는 제목으로 엘리자베스 세의 패” Ⅱ

션 감각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Samsung design 

엘리자베스 세는 지난 수십 net Report”, 2012). Ⅱ

년 동안 영국과 영연방의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패션을 착용하여 영국 패션업계에 적지 않은 이득을 

창출하였다 엘리자베스 (“Design Museum”, 2011). 

세의 위엄있고 여왕만의 패션 스타일은 디자이너 Ⅱ

개인과 영국 패션 전반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Samsung design net Report”, 2012) 

라 명성과 권력을 가진 다른 여성들에게 확산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카밀라 파커볼스는 년 왕세자인 웨일스 공   2005 , 

찰스와 결혼함으로써 왕세자비의 지위를 가지게 되

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혼은 찰스와의 불륜 사치와 . , 

구설 등으로 왕실과 그녀를 비난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세자비의 직함인 웨일스 공비. 

는 사용하지 않고 왕세자와 왕(Princess of Wales)

세자비가 공유하는 콘월 공작 부인(Duchess of 

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Cornwall) (“Camilla, 

찰스와의 결혼 전 Duchess of Cornwall”, 2014). 

고 다이애나비와 외모와 패션 등에서 비교의 대상이

었던 카밀라 파커볼스는 결혼 후 영국 패션 전문지 

헬로 매거진 왕실 뉴스 전문지 마(Hello Magazine), 

제스티 등에서 그녀의 패션에 대해 긍정적(Majesty) 

인 평가를 얻어 내게 되었다 이는 다이애나비의 웨. 

딩드레스를 디자인했던 엘리자베스 엠마누엘

이 카밀라 파커볼스는 굉장히 (Elizabeth Emanuel) “

고상하고 더 없이 세련되었다 고 , ”(B. Choi, 2005)

한 말에서도 그녀의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세 카밀라 파커볼스 뿐만 아니라   , Ⅱ

케이트 미들턴 또한 영국의 왕세손비가 되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뉴 퍼스트레이디로 떠올랐고 인형 

같은 외모만큼이나 개성 있는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

다 케이트 미들턴이 착용한 모든 스타일과 브랜드. 

는 판매가 급증하는 미들턴 효과 를 나타내었고 소‘ ’ , 

규모 디자이너를 유명 디자이너로 부각시키며 영국 

패션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 

셀리브리티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자국의 패션 브

랜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키는 상업적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M. Kim, 

2012).

모자의 기능과 유형  2. 

  복식은 각 시대마다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추어 

인간이 지닌 가치와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 

영하는 정신적 산물인 동시에 물질적 산물이다 따라. 

서 복식은 그 시대를 특징짓는 정치 경제 사회 과, , , 

학기술 예술 도덕 가치 등을 나타내는 생활문화이, , , 

다 이러한 복식의 특성은 복식의 무드를 가장 선명. 

히 보여주는 모자를 통해서도 표현되어 왔다 모자는 . 

여러 세기동안 의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

며 부 종교 국민성 정치적 신념 직업을 가시적으, , , , 

로 보여주는 기호이기도 했다(Probert, 2007).

  모자의 기능에 대해 은 실용Ryu and Kim(2006) ·

기능성 계급 상징성 장식성으로 분류하였고 , · , Yoo 

은 보호의 목적 신분 위엄의 상징and Kim(1999) , · , 

의례적 목적 미적 요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본 , . 

연구에서는 의례적 목적은 상징성에 포함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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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용성 상징성 장식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첫째 모자는 인체의 가장 민감하고 공격받기 쉬  , 

운 부분인 머리를 여러 가지 장해물로부터 물리적으

로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 , 

는 것은 열대나 한대에 한하지 않고 세계 어디를 가

도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쓰는 것이 발달하고 

있으며 기후는 모자의 형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그리고 외부의 물체에 의한 머리의 상해. 

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비나 눈에 , 

젖는 것은 위생적으로 불쾌하므로 손에 드는 우산의 

기능을 대신할 모자를 고정시켜 머리를 보호하였다

(Yoo & Kim, 1999).

  둘째 모자는 신분 및 위엄의 상징의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식은 입고 있는 사람을 상징. 

할 수 있으며 그 상징성을 더욱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모자이다 영어로 이라. ‘Wear two hats’

는 표현은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을 한다 인 역을 ‘ ’, ‘1 2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자는 ’ (H. Kim, 2008). 

왕관과 셰프의 토크 처럼 착용자의 지위와 신(Toque)

분을 나타내고 종교인들이 착용하는 모자는 종교 사, 

회 내에서의 서열과 권의 신앙을 나타내며 지위와 , , 

신분 신앙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모자를 착용, 

함으로써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Yoo 

모자의 조형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 Kim, 1999). 

서양의 세기 말부터 상류층의 모자는 개개인의 계18

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복식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서 모자를 착용하

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모자는 사회적 지위뿐만 (Ryu & Kim, 2006).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고

그 사람의 역할 정체성 직업 등 다(Moon, 2003), , , 

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모자는 실용적인 기능을 완전히 배제된 채   , 

단순히 미적 기능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식 중 개

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복식의 요소이고, 

복식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패션을 주도하는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모자는 착용자의 얼굴로 시선을 집중시. 

키는 패션의 강조점으로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액세서리로도 사용되었다(Moon, 

모자는 등장 초기에는 기능성이 우선시 되었2003). 

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미적 기능이 더욱 강조

되어 왔고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한다, 

특히 년대 이후에는 기성복(McDwell, 1997). 1980

에 의해 개성이 획일화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

하려는 방법의 일환으로 패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

면서 모자는 세기 초 상징성의 주요한 기능에서 20

표현적인 장식성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이되었다(Ryu 

이는 패션 소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 Kim, 2006). 

어졌고 대표적인 패션 소품인 모자가 다양한 조형, 

성으로 전개 발전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자, . 

의 실용성과 기능적인 목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만 세기부터는 계급과 신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20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모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   Ryu and Kim(2006)

분류한 것처럼 크게 입체형 평면형 혼합형 자유형 , ,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입체형은 모자의 외관 형. , 

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머슈룸(Mushroom), 

보터 볼러 브레톤 슬라우(Boater), (Bowler), (Breton), 

치 시뇽 캡 실크 해트(Slouch), (Chignon Cap), (Silk 

자키 카노티에 카우보이Hat), (Jockey), (Canotier), 

카트휠 캐플린 코삭(Cowboy), (Cartwheel), (Caplin), 

쿨리 클로쉐 토크(Cossack), (Coolie), (Cloche), 

티롤리안 파나마 페(Toque), (Tyrolean), (Panama), 

즈 픽처 해트 필박스(Fez), (Picture Hat), (Pillbox), 

헬멧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터는 세기 (Helmet) . 19

말 영국에서 생긴 선원들의 모자에서 유래되었고, 

평평한 크라운과 수평의 브림으로 구성된 모자이며 

대표적인 영국 신사의 모자인 볼러는 대부분 딱딱한 

펠트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카노티에는 보트를 젓. 

는 사람을 의미하고 차양이 좁고 꼭대기가 납작한 , 

형태이다. 

한편 평면형은 착용하지 않을 때는 일그러진 형을   

이루다가 착용하면 원래의 형태로 착용 가능한 모자

로 만다린 머릿수건 벙거지 보넷, (Mandarin), , , 

손수건 스카프 터번 토(Bonnet), , (Scarf), (Turban), 

크 후드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Toque), (Hood) . 

넷은 끈이 달린 여성용 모자로 머리 전체를 감싸주

는 형태이고 터번은 긴 천을 머리에 둘러 감은 형태

이며 토크는 작고 브림이 없으며 머리에 꼭 맞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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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한다 그리고 혼합형은 입체형과 평면형이 혼합 . 

절충된 형태로 베레 스컬 캡 야(Beret), (Skull cap), 

구모자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베레는 둥글고 납작. 

한 형태로 브림이 없는 모자를 말하고 스컬 캡은 반

구형이고 머리에 꼭 맞는 작은 형태이다 마지막으. 

로 자유형은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모자의 기본적인 

형태가 과도하게 변형된 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

형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대부분의 경우 형태 소재, , 

장식 등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모자가 이에 해당

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모자(Ryu & Kim, 2006). 

의 유형 및 종류를 정리하면 과 같다Table 1 . 

영국 로열 패밀리의 모자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케이트 미들턴이 윌리엄 윈저 

왕자와 결혼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2011 4 29 2014 4

일까지 엘리자베스 세 카밀라 파커볼스 케이11 , , Ⅱ

트 미들턴이 착용한 모자를 인터넷 사이트

(http://fashion.telegraph.co.uk, www.abc.go.com, 

www.dailymail.co.uk, www.dukeandduchessofcam

bridge.org, www.elizabethan-era.org.uk, www.  

elleuk.co.uk, www.facebook.com, www.hellomag

azine.com, www.huffingtonpost.co.uk, www.mirro

r.co.uk, www.people.com, www.telegraph.co.uk, 

www.zimbio.com, www.huffingtonpost.ca, www.

와 문헌 자료people.com) (Bullen, 2012a; Bullen, 

2012b; Cywinski, 2011; Debrett & Major, 2012; 

에서 추출한 총 Orme, 2011; Wackerl, 2012) 1,205

장 엘리자베스 세 장 카밀라 파커볼스( : 485 , : 377Ⅱ

장 케이트 미들턴 장 의 이미지 사진 중 동일, : 343 )

한 모자를 착용하거나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흑, 

백 사진 소재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제외한 , 379

장 엘리자베스 세 장 카밀라 파커볼스 장( : 268 , : 63 , Ⅱ

케이트 미들턴 장 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 48 )

였다 이때 모자의 색채 소재 등의 차이가 있음을 . , 

감안하여 여러 장을 분석하여 명확성을 높였다. 

분석 방법은 형태 색상 소재 장식 등으로 구분  , , , 

하여 분석하였다 형태는 . Ryu and Kim(2006), Y. 

등의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Lee and Kim(2008) 

(Chun, 2011; Eunsil Kim, Bae, & Son, 2006; M. 

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형태의 Lee & Kang, 2014)

구성 방법과 외관의 형태에 근거하여 입체형 평면, 

형 혼합형 자유형 등으로 나누어 구분해서 세부적, , 

인 모자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색채 분석을 위한 데. 

이터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Adobe Photoshop CS 4

의 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값Eyedropper Tool RGB 

을 추출한 다음 각 컬러 칩의 값을 , RGB Munsell 

의 값으로 변환하Conversion(Version 9.1.1) HV/C 

여 메인 컬러 서브 컬러(Main Color), (Sub Color), 

액센트 컬러 를 수집하였다 색채 특(Accent Color) . 

성은 먼셀의 표색계의 색상 10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와 P(Purple), RP(Red Purple) W(White), Gy(Gray), 

으로 배색은 동일 배색 유사 배색 대조 Bk(Black) , , , 

배색 액센트 배색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재 , . 

분석은 와 등의 Ryu and Kim(2006) J. Kim(1996)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펠트 스트로우 니트 패브릭, , , , 

털 꽃 망사 금속 등으로 장식은 , , , , Y. Lee and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깃털 끈 꽃 리Kim(2008) , , , 

본 망사 단추 레이스 비즈 자수 무장식 등으로 , , , , , ,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논의. Ⅲ

형태 및 종류  1.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총 개의 모자   379

중 입체형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84.2%) , 

유형 혼합형 평면형 으로 나타(8.4%), (5.0%), (2.4%)

났다 인물별로 보면 엘리자베스 세(Table 2). Ⅱ

카밀라 파커볼스 케이트 미들턴(91.4%), (81.0%), 

모두 입체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7.9%) .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세와 카밀Ⅱ

라 파커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형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영국 로열 패밀리들 중 , 

젊은 층의 모자 패션 경향이 기존 왕실의 클래식한 

이미지 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선

호하는 것 과 일치한다(An, 2012) .

모자의 세부적인 형태는 카노티에가 로 가  33.5%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터 볼러, (12.7%),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인물(10.3%) (Table 3). 

별로 보면 엘리자베스 세 카밀라 파커볼스 케이,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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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Feature  Kind Example

Three-
dimensio
nal shape 

Remains constant 
in the shape of 
hats

Boater, Bowler, Breton,
Canotier, Caplin, 
Cartwheel, Chignon
Cap, Cloche, Coolie,
Cossack, Cowboy,
Fez, Helmet, Jockey, 
Mushroom, Panama, 
Picture hat, Pillbox, Silk 
hat, Slouch, Toque,
Tyrolean

Boater
- Fashion 
Dictionary, 

p.244

 

Canotier
- Fashion 
Dictionary, 

p.494 

 

Caplin
-Fashion 

Dictionary, 
p.502

Planar 
shape

When not worn, 
distorted shapes 
and wear a hat 
in the shape of 
the original

Bonnet, Hood,
Mandarin, Scarf,
Toque, Turban

Bonnet(1898)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53

 

Hood(1870)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292

 

Turban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278

Mixed 
shape

Mix Three-dimen
sional shape with 
planar shape

Baseball cap, Beret, 
Skull cap

Baseball 
Cap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25

 

Beret
-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p.277

 

Skull cap
-Fashion 

Dictionary, 
p.502

Free 
shape

Transformation 
of the basic form 
of a hat House of 

Architects 
Millinery(2003)
 - http://archi
ve.theletter.co.

uk

 

Philip 
Treacy(2014)
- www.philip
treacy.co.uk  

Sarah Jessica 
Parker in a 

Philip Treacy 
Hat(2008)

-www.samsun
gdesign.net

  

Table 1. The Type and Kind of Hats

Three-dimensional 
shape Planar shape Mixed shape Free shape Total

Elizabeth II 91.4 3.0 3.0 2.6 100

Camilla parker 
bowles

81.0 0.0 6.3 12.7 100

Kate middleton 47.9 2.1 14.6 35.4 100

Total 84.2 2.4 5.0 8.4 100

Table 2. Analysis of Shape of Hat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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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미들턴 모두 입체형의 모자를 가장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였다 즉 엘리자베스 세는 평평한 크라운과 . , Ⅱ

수평 형태의 브림으로 이루어진 카노티에(43.7%), 

보터 볼러 등 기본 형태의 모자가 (16.0%), (12.7%) 

많이 나타났고 카밀라 파커볼스는 브림이 넓은 캐, 

플린이 를 차지하였고 카노티에 등의 41.3% , (15.9%)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케이트 미들턴은 자유. , 

형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뇽 캡 필박스(35.4%) , /

베레 등 브림이 없는 형태의 모자(14.7%), (12.5%) 

를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 엘리자베스 세  Figure 1 II

가 가장 많이 착용한 차양이 좁고 꼭대기가 납작한 

형태의 카노티에로 끝이 말려 올라간 것이 특징이, 

다 는 년 엘리자베스 세가 웨스트민. Figure 2 2011 II

스턴 성당 행사에 참석한 모습으로(Westminster) , 

영국 신사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볼러를 착용하였는

데 이는 딱딱한 펠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 Figure 3

과 는 년 년 카밀라 파커볼스가 Figure 4 2012 , 2013

영국 귀족들의 화려한 의상과 다양한 모자 패션으로 

유명한 경마 대회인 로열 애스콧 에 참(Royal Ascot)

가할 때의 패션으로(Sangeon Lee, 2013), 그녀는 필 

립 트레이시 가 디자인한 오버 사이즈(Philip Treacy)

의 캐플린을 착용하였다 는 년 케이트 . Figure 5 2012

미들턴이 티에리 켈라트 의 결혼식 (Thierry Kelaart)

Three-dimensional shape 
Planar 
shape

Mixed 
shape 

Free 
shape Total

Boater Bowler Breton Cano
tier Caplin

Chig
non 
Cap

Cloc
he 

Cow
boy

Pana
ma

Pill
box

Silk 
Hat

Tyrol
ean Scarf Beret Skull 

cap

Elizabe

th II 
16.0 12.7 5.6 43.7 0.4 0.0 0.4 0.0 4.8 0.0 4.9 3.0 3.0 3.0 0.0 2.6 100

Camilla 

parker 

bowles 

7.9 0.0 4.8 15.9 41.3 1.6 0.0 0.0 1.6 0.0 0.0 0.0 0.0 6.3 0.0 12.7 100

Kate 

middle

ton

0.0 7.9 2.0 0.0 6.3 14.7 2.0 4.2 0.0 14.7 0.0 4.2 2.0 12.5 2.0 35.4 100

Total 12.7 10.3 5.0 33.5 7.9 2.1 0.5 0.5 3.7 1.9 3.4 2.6 2.4 4.7 0.3 8.5 100

Table 3. Analysis of the Shape and Type of Hats                                       frequency(%)

하객으로 참석했을 때 자유형의 모자를 착용한 모습

이고 은 년 뉴질랜드와 호주 순방시의 , Figure 6 2014

모습으로 크라운이 평평하고 얕은 원형에 브림이 없, 

는 필박스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당시 그녀. 

가 착용한 고사리 모양의 브로치는 엘리자베스 세가 II

년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선물로 받은 것1952 (G. 

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Lee, 2014) .

색채  2.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모자에서 추출한 총 개  542

의 색채 데이터 메인 컬러 개 서브 컬러( : 379 , : 144

개 액센트 컬러 개 를 분석한 결과 가 , : 19 ) , W 13.7%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 Bk(10.5%), 

순으로 Y(9.8%), B(9.6%), YR/PB(9.4%), RP(9.2%) 

많이 나타났다 메인 컬러에서는 계열과 가 . B W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서브 컬러에서는 12.7% , 

액센트 컬러에서Y(14.2%), W(12.7%), Bk(13.5%), 

는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Bk(26.3%), W/R(21.1%) 

다(Table 4). 

인물별로 보면 와 같이 엘리자베스 세  , Table 5 Ⅱ

의 경우는 메인 컬러는 B(14.0%), RP/Wh(13.4%), 

서브 컬러는 액센트 컬러Wh(17.7%), Bk(15.3%), 

는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카Bk(27.8%), R(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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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Queen Elizabeth 

II, Wearing 

Canotier, 2014

- www.facebook.

com

Figure 2. 

Queen Elizabeth 

II, Wearing 

Bowler, 2011 

- www.zimbio.com

Figure 3.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Caplin, 

2012

- www.zimbio.com

Figure 4.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Caplin, 

2013

- www.zimbio.com

Figure 5.

Kate Middleton   

Wearing, 

Free-shape Hat, 

2012

- http://abcnews.

go.com

Figure 6.

Kate Middleton,  

 Wearing Pillbox, 

2014

- www.facebook.

com

Hue
Chromatic color Neutral color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ain 8.7 9.5 8.4 2.9 3.2 4.5 12.7 10.2 5.0 10.6 12.7 2.9 8.7 69.6

Sub 7.8 10.6 14.2 0.0 5.7 2.1 2.1 7.1 8.5 7.1 15.6 7.8 13.5 27.0

Accent 21.1 0.0 5.3 5.3 0.0 5.3 5.3 10.5 0.0 0.0 21.1 0.0 26.3 3.4

Total 8.9 9.4 9.8 2.2 3.7 3.9 9.6 9.4 5.7 9.2 13.7 4.1 10.5 100

Table 4. The Color Distributions (Total Color)                                            frequency(%)

밀라 파커볼스의 경우는 메인 컬러는 YR(13.8%), 

서브 컬러는 순Bk(13.4%), Y(17.7%), YR(15.3%) 

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액센트 컬러는 만 나타났, Wh

다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는 메인 컬러는 . B(22.9%), 

계열이 많이 활용되었고 서브 컬러는 R(16.7%) , 

계열이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났고 액센트 컬R/YR/Y , 

러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로열 패밀리 모자의 색채는 앞에서 살펴 본 전체   

색채에서 순으로 많이 활W, Bk, Y, B, YR/PB, RP 

용된 것과는 달리 계열이 가장 많았고R(13.6%) , 

순으로 많이 나YR(12.3%), Bk(11.0%), B(10.2%) 

타났다 인물별로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Table 6). Ⅱ

세의 경우는 R(15.2%), RP(12.5%), PB(12.4%), 

카밀라 파커볼스는B(11.0%), YR/W(8.3%), 

케이YR(23.9%), Bk(21.7%), W(15.2%), Y(13.0%), 

트 미들턴은 B(22.2%), R(17.9%), Bk/YR/Y(13.3%)

가 많이 나타났다(Table 6). 

엘리자베스 세는 지나치게 간소한 복장을 착용Ⅱ

할 수 없는 경우 모자와 코트 장갑 등을 의상과 같, 

은 컬러로 선택한다(“Samsung design net 

고 하는데 년 월호 영국판 보Report”, 2012) , 2011 5

그 에서 발표한 엘리자베스 세가 가장 많(VOGUE) Ⅱ

이 착용한 의상 색상의 조사 결과가 계열 무B/RP , 

채색 인 것 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W (Park, 2012)

다 카밀라 파커볼스의 경우 찰스 왕세자와 결혼 후. 

에 무채색의 와 나 톤이 다운된 계열 등Bk W YR, Y 

의 컬러를 사용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모던하고 시크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지적(B. 

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Choi, 2005) , 

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은 무채색에 비해 .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계열이 가장 많이 , B 

나타난 것은 케이트 미들턴이 루이 세가 지정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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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의 관복색인 로얄 블루 컬러를 좋아하고, 

그 색상의 의상을 즐겨 입는다 는 내(Jeong, 2013)

용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공식석상에서 . 

클래식한 아이템을 착용하고 여기에 비비드한 컬러

의 의상과 모자 가방 신발 등을 매치하여 통일감, , 

을 준다는 의 지Samsung design net Report(2012)

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모자의 배색은 동일 배색이  

로 가장 많았고 유사 액센트62.3% , (16.1%), (13.2%), 

대조 배색 순이었다(8.4%) (Table 7) 인물별로 보면 . 

엘리자베스 세는 동일 배색 유사 배색(54.1%), Ⅱ

액센트 배색 대조 배색(17.5%), (16.8%), (11.6%)  

Hue
Chromatic color Neutral color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h Gr Bk

Elizabeth II 

Main 8.6 6.0 6.7 2.6 3.7 6.3 14.0 10.8 6.3 13.4 13.4 3.7 4.5 100

Sub 6.5 7.3 10.5 0.0 5.6 1.6 2.4 8.1 8.1 8.1 17.7 8.9 15.2 100

Accent 22.2 0.0 5.6 5.6 0.0 5.6 16.7 11.1 0.0 0.0 5.4 0.0 27.8 100

Total 8.5 6.1 7.8 2.0 4.1 4.9 14.9 10.0 6.6 11.2 10.0 5.1 8.8 100

Camilla Parker 
Bowles 

Main 3.2 20.6 12.7 6.3 1.6 0.0 7.9 11.1 3.2 4.8 12.7 0.0 15.9 100

Sub 7.6 29.0 35.2 0.0 7.0 7.0 0.0 0.0 14.2 0.0 0.0 0.0 0.0 100

Accen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100

Total 4.9 22.4 17.3 4.9 2.5 1.2 6.2 8.6 4.9 3.7 11.1 0 12.3 100

Kate 
Middleton

Main 16.7 14.6 12.5 0.0 2.1 0.0 22.9 6.3 0.0 2.1 8.3 2.1 12.4 100

Sub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Accent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Total 17.6 15.7 13.7 0.0 2.0 0.0 11.8 5.9 0.0 2.0 7.7 2.0 21.6 100

Table 5. The Color Distributions (Total Color)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 Neutral color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Elizabeth II 15.2 8.3 5.5 3.4 5.5 6.9 11.0 12.5 5.5 12.4 8.3 1.4 4.1 100

Camilla 
Parker 
Bowles 

4.3 23.9 13.0 4.3 2.2 0.0 4.3 2.2 4.3 4.3 15.5 0.0 21.7 100

Kate 
Middleton

17.9 13.3 13.3 0.0 2.2 0.0 22.2 6.7 0.0 2.2 6.7 2.2 13.3 100

Total 13.6 12.3 8.5 3.0 4.2 4.2 11.9 9.3 4.2 8.9 9.3 1.3 19.3 110

Table 6. The Color Distributions                                                        frequency(%)

순이었고 카밀라 파커볼스 또한 동일 배색, (73.0%), 

유사 배색 액센트 배색 대조 배색(19.0%), (6.3%), 

순이었다 반면 케이트 미들턴은 동일 배색(1.6%) . , 

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유사 배색93.8% (4.2%), 

액센트 배색 순이었고 대조 배색은 나타나지 (2.1%) 

않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비율의 차이. 

는 있지만 엘리자베스 세와 카밀라 파커볼스에 비Ⅱ

해 케이트 미들턴은 단색의 모자를 즐겨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 세의 여왕즉위 주년을 기념하기 60Ⅱ

위해 팬톤 과 레오 버넷 이 출(Pantone) (Leo Burnett)

판한 엘리자베스 세의 역사와 이와 관련된 컬러를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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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컬러 가이드북에 의하면 의상에서 한 가지 색채

만을 착용하면 착용자를 더 위풍당당하게 보이게 하고 

착용자에게 보다 시선을 집중하는데 효과적

이라고 했지만(“Samsung design net Report”, 2012) , 

엘리자베스 세는 동일배색 뿐만 아니라 유사 배색, Ⅱ

액센트 배색 대조 배색 등 다양한 배색의 모자를 사, 

용하여 의상의 컬러와 어우러지게 하거나 원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패션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년 엘리자베스 세가 구조 헬기   Figure 7 2011 Ⅱ

조종사로 나서는 윌리엄 왕자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

석한 모습으로 계열의 모자와 같은 색상의 코트, R 

를 착용하였다 은 엘리자베스 세가 . Figure 8 BBCⅡ

방송국 오프닝 행사에 (BBC Broadcasting House) 

참석한 모습으로 볼러 형태의 계열 모자를 착용PB 

하였다 는 년 카밀라 파커볼스가 찰스 . Figure 9 2011

황태자와 영국 콜체스터 의 낙하산 연대(Colchester)

를 방문하는 모습으로 그녀가 가장 많이 착용한 컬, 

러인 계열의 모자와 같은 컬러의 코트를 착용하YR 

Monochrome 
color

Analogous 
color 

Complementary 
color Accent color Total

Elizabeth II 54.1 17.5 11.6 16.8 100

Camilla Parker 
Bowles 73.0 19.0 1.7 6.3 100

Kate Middleton 93.8 4.2 0.0 2.0 100

Total 62.3 16.1 8.4 13.2 100

Table 7. The Color Combination                                                        frequency(%)

Figure 7.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Red Hat, 2011

- www.zimbio.com

Figure 8.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Purple Blue Hat, 

2013

- www.facebook.

com

Figure 9.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Yellow Red 

Hat, 2011

- www.usmaga

zine.com

Figure 10.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White Hat, 

2013

- www.usmaga

zine.com

Figure 11.

Kate Middleton,  

Wearing a Red 

Hat, 2011

- www.people.

com

Figure 12.

Kate Middleton,  

Wearing a Black 

Hat, 2013

- http://abcne

ws.go.com

였다 은 카밀라 파커볼스가 조지 왕자. Figure 10

의 세례가 있은 후 (Prince George of Cambridge)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클래런스 하우스(Clarence 

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필립 트레이시가 디자House)

인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은 케이트 미. Figure 11

들턴이 캐나다 데이 기념행사를 위해 (Canada Day) 

캐나다를 방문한 모습으로 캐나다 국기의 단풍잎 , 

장식이 들어간 계열의 모자로 포인트를 주어 강R 

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는 년 연, Figure 12 2013

례 추모 행사에 참석했을 때 경건하고 차분한 이미

지를 주는 계열의 모자를 착용한 케이트 미들턴B 

의 모습이다. 

소재  3.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개 모자에 사용된 소재  379

는 개였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는 402 , 과 같Table 8

다 전통적으로 모자의 소재로 펠트와 스트로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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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펠트 와 스트(44.5%)

로우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패브릭(40.3%) , 

털 꽃 망사 털 금속(10.7%), (2.5%), (0.7%), (1.0%), /

순으로 나타났다(0.5%) .

인물별로 보면 엘리자베스 세는 펠트  (48.0%), Ⅱ

스트로우 패브릭 망사 털(37.9%), (12.6%), (0.7%), /

금속 카밀라 파커볼스는 스트로우(0.4%), (51.5%), 

펠트 털 패브릭 생화(22.7%), (12.1%), (9.1%), 

금속 케이트 미들턴은 펠트(3.1%), (1.5%), (52.9%), 

스트로우 망사 패브릭 털 순 (39.2%), (3.9%), / (2.0%) 

이었다. 즉 엘리자베스 세와 케이트 미들턴이 착, Ⅱ

용한 모자의 소재는 펠트와 스트로우가 많이 사용된 

반면 카밀라 파커볼스의 경우는 스트로우 소재의 , 

모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펠트 그리고 털 꽃 , , 

등의 기타 패브릭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모, . 

Felt Straw Knit Fabric
Et cetera

Total
Hair Flower Mesh Metal 

Elizabeth II 48.0 37.9 0.0 12.6 0.4 0.0 0.7 0.4 100

Camilla Parker 
Bowles 

22.7 51.5 0.0 9.1 12.1 3.1 0.0 1.5 100

Kate Middleton 52.9 39.2 0.0 2.0 2.0 0.0 3.9 0.0 100

Total 44.5 40.3 0.0 10.7 2.5 0.5 1.0 0.5 100

Table 8. Analysis of Material of Hats                                                   frequency(%)

Figure 13.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Felt Hat, 2013

- www.zimbio.com

Figure 14.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Straw Hat, 2011

- www.zimbio.com

Figure 15.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Straw Hat, 

at Ascot 

racecourse, 2013

- www.facebook.

com

Figure 16.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Felt Hat, 2012

- www.zimbio.com

Figure 17.

Kate Middleton,  

Wearing a Felt 

Hat, 2014

- www.people.com

Figure 18.

Kate Middleton,  

Wearing Felt 

Hat, by Philip 

Treacy, 2011

- www.graziadaily.

co.uk

자의 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카밀라 파커볼스가 , 

착용한 모자는 스트로우와 같은 가벼운 소재로 만들

어져야 모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캐플린 카노, 

티에 등 사이즈가 큰 모자를 주로 착용한 것과 무관

하지 않다.

은 엘리자베스 세가 협동조합의 준공식  Figure 13 II

에서 펠트로 된 실크 햇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에서는 년 성바울 대성당Figure 14 2011 (St Paul's 

의 주년 기념행사에 스트로우 소재의 Cathederal) 300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는 카밀라 파커볼. Figure 15

스가 년 로열 애스콧 경마 행사에 참석한 모습2013

으로 스트로우 소재의 카노티에를 착용하고 있고, 

은 년 성탄절에 샌드링엄 교회Figure 16 2012

의 전통적인 예배에 참석한 (Sandringham church)

모습으로 펠트 소재로 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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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년 케이크 미들턴이 햄프셔에 있Figure 17 2014

는 몽스 병영을 방문했을 때 펠트 소재로 된 (Mons) 

베레형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고 에서는 , Figure 18

년 세인트조지 예배당에서 훈장2011 (St. George's) 

을 수여할 때 필립 트레이시 가 디자(Philip Treacy)

인한 스트로우 소재의 대담한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

고 있다. 

장식  4.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총 개의 모자에는 379 565

개의 장식이 사용되었고 그 종류는 , 와 같Table 9

다 꽃. 과 끈 장식이 많았고 리본(25.7%) (25.0%) , 

Feathers String Flower Ribbon Mesh Button Race Biz Embroidery Non-
decorative Total

Elizabeth II 18.0 30.0 26.6 15.6 0.4 1.7 3.0 0.6 1.3 2.8 100

Camilla 

Parker 

Bowles 

21.2 7.6 24.2 19.7 0.0 0.0 0.0 0.0 0.0 27.3 100

Kate 

Middleton
12.7 5.5 20.0 43.6 5.5 0.0 0.0 0.0 0.0 12.7 100

Total 17.9 25.0 25.7 18.4 0.9 1.4 2.5 0.5 1.0 6.7 100

Table 9. Analysis of the Decoration of Hats                                             frequency(%)

 

Figure 19.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Hat 

Decorated with 

String, 2011

- www.zimbio.com

Figure 20. 

Queen 

Elizabeth II, 

Wearing a Hat 

Decorated with 

Flowers, 2013

- www.facebook.

com

Figure 21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Hat with No 

Decoration, by 

Philip Treacy, 

2013

- www.zimbio.com

Figure 22.

Camilla Parker 

Bowles, Wearing 

a Hat Decorated 

with Flowers, 

2011

- www.zimbio.com

Figure 23.

Kate Middleton, 

Wearing a Hat 

Decorated with 

Ribbon, by Jane 

Corbett, 2012

- www.zimbio.com

Figure 24.

Kate Middleton, 

Wearing a Hat 

Decorated with 

Flowers and 

Mesh, by Jane 

Taylor, 2013 

- www.usmagaz 

ine.com

깃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18.4%), (17.9%) .

인물별로 보면 엘리자베스 세가 착용한 모자에  Ⅱ

는 끈 과 꽃 장식이 많았고 그 다음(30.0%) (26.6%) , 

은 깃털 리본 레이스 무장(18.0%), (15.6%), (3.0%), 

식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카밀라 파커(2.8%) . , 

볼스는 무장식 꽃 깃털 리(27.3%), (24.2%), (21.2%), 

본 끈 순으로 많았고 케이트 미들턴(19.7%), (7.6%) , 

은 리본 장식이 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43.6% , 

그 다음으로는 꽃 깃털 무장식 끈(20.0%), / (12.7%), /

망사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5.5%) . 

  엘리자베스 세의 모자 장식에서 끈 장식이 가장 Ⅱ

많이 나타난 것은 에서 볼 수 있는 것처Figure 19

럼 그녀가 착용한 모자의 크라운 부분에 사이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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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 형식으로 둘러주는 장식이 많은 것(Side one)

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은 년 엘리. Figure 20 2013

자베스 세가 버킹검 궁전에서 진행된 가든 파티에 II

참석한 모습으로 풍성한 꽃으로 장식된 모자를 착, 

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은 필립 트. Figure 21

레이시가 디자인한 장식이 없는 캐플린 형태의 모자

를 착용한 카밀라 파커볼스의 모습인데 크기가 상, 

대적으로 큰 캐플린 등의 모자를 즐겨 착용함에 따

라 그녀의 모자의 포인트는 장식보다는 소재 자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년 윈저 성. Figure 22 2011

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을 때 꽃(Windsor Castle)

을 활용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카밀라 파커볼스의 

모습이다 은 케이트 미들턴이 년 버. Figure 23 2012

킹검 궁전에서 열린 여왕을 위한 생일 축전인 트루

핑 더 컬러 행사에 참석한 (Trooping The Colour) 

모습으로 제인 코베트 가 디자인한 , (Jane Corbett)

리본으로 장식된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Figure 24

는 년 조지 왕자의 세례식에서 제인 테일러2013

가 디자인한 꽃과 망사로 장식된 모자(Jane Taylor)

를 착용하고 있다. 

결론. Ⅳ

오래 전부터 로열 패밀리의 행보나 이들이 애용하  

는 아이템은 늘 이슈가 되고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로. 

열 패밀리들의 패션은 대중들에게 패션 스타일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의 로열 패밀리. 

들의 패션은 매번 화제가 되어 기사화되고 그들의 , 

스타일은 영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모자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 

군주제에서 신분을 대변하는 요소였고 외출 시 필, 

수 아이템이었으며 토탈 패션의 유기적인 통일감과 , 

전체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젊은이들에게 모자는 점점 패션을 완성

하는 키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 

연구에서는 영국 로열 패밀리의 모자 패션의 조형성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모자의 형태  , 

는 입체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자유형 혼, , 

합형 평면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자의 형태 , . 

중 입체형이 많았던 것은 로열 패밀리가 참여하는 

로열 에스코트 크리켓 대회 등의 행사에서 모자가 , 

포함된 엄격한 복장을 엄수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트 미들턴의 모자 형태가 엘리자베스 . 

세와 카밀라 파커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형Ⅱ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영국 로열 패밀리

들 중 젊은층에서 착용한 모자의 패션 경향이 기능

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크기가 

작아지고 다양한 재료들로 장식된 머리핀과 헤어밴, 

드 등을 자유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자의 색채에서 엘리자베스 세는   , R, RPⅡ

과 카밀라 파커볼스는 PB, B, YR/W, YR, Bk, W, 

케이트 미들턴은 가 많이 나타났Y, Bk, R, B/YR/Y

는데 엘리자베스 세의 경우 여왕이 가장 많이 착, Ⅱ

용한 컬러의 의상에 동일한 색상의 모자B, RP, W 

로 통일감을 주었고 왕실의 관복색인 계열을 패, B 

션 코드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카밀라 , 

파커볼스는 찰스 왕세자와 결혼 후 무채색의 와 Bk

를 사용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모던W

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 

이트 미들턴은 클래식한 의상에 의상과 모자 가방, , 

신발 등을 비비드한 컬러로 매치하여 스타일링하였

다.

셋째 모자의 소재는 전통적으로 스트로우와 펠트  , 

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처럼 영국의 로열 패밀리, 

의 모자 소재 또한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엘리자베. 

스 세 모자의 소재는 펠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Ⅱ

했는데 이는 모자의 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소재이므로 엘리자베스 세가 착용한 모자의 형Ⅱ

태가 입체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카밀라 파커볼스의 경우 스. , , 

트로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녀가 착

용한 모자 중에서 캐플린이 가장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넓은 브림을 특징으로 하는 캐플린은 ,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가볍고 꼬임으로 외형을 , 

만들 수 있는 스트로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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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세와 카밀라 파커볼스에 비해 케이트 Ⅱ

미들턴 모자의 소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모자의 소재보다는 형태와 장식을 활용

한 디자인을 선호함을 추측할 수 있다. 

넷째 모자의 장식은 꽃과 끈 장식이 많았고 리  , , 

본 깃털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엘리자베스 세의 , . Ⅱ

모자 장식은 끈과 꽃 장식이 많이 나타난 반면 카, 

밀라 파커볼스는 무장식 꽃 깃털 리본 끈 순으로 , , , , 

많이 나타났고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는 리본 장식, 

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엘리자베스 세가 착. Ⅱ

용한 모자의 장식에서 끈 장식이 가장 많았던 것은 

크라운 부분에 사이드 원을 띠 형식으로 둘러주는 

장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카밀라 파커볼스는 장식보. 

다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된 모자를 통해 단조로움을 

피했던 반면 케이트 미들턴은 헤어핀과 헤어밴드 , 

그리고 브림이 없는 작은 크기의 모자에 작은 리본

이나 꽃 장식 등으로 자유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로열 패밀리들  , 

의 모자 패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부분적으로 형태와 색채 등을 사용하여 권위를 , 

표현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장식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세는 여왕이라는 직. Ⅱ

위의 특성상 카밀라 파커볼스와 케이트 미들턴에 비

해 전통적인 형태와 색상의 모자를 통해 여왕이라는 

권위와 지위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고 카밀라 파, 

커볼스는 모자의 색상과 소재를 통해 모던하고 세련

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케이트 미들턴은 예, 

술적인 형태와 장식을 통해 기존의 권위적인 왕실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젊고 자유스러운 이미지를 연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로열패밀리 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사진을 인터넷 및 문헌자료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모자와 색상과 소재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 

영국 로열 패밀리의 패션 스타일링에 있어서 키 아

이템인 모자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토탈 패

션에 있어서 효과적인 스타일링과 디자인 발상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로열 패밀리가 착용한 모자와 의상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여 로열 패밀리의 패션 스타일링과 이미

지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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