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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hapes of the adjustment of a Napoleon Collar which combines a stand collar

with an upper collar. It established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ixing the conditions of Napoleon Collar

components (lapel width, stand collar size and upper collar size) as well as varied the shape of the neckline,

the length of the curve of a stand collar and the size of the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It produced 22

test clothes of muslin, which were dressed on dress form No. 8. The results indicate that: 1. Neckline shape

determines the amount of stand and fall. Less curved neckline stands higher against the neck and a more

curved neckline is laid lower onto the body. 2. A shorter curve length of a stand collar allows a longer roll

line to fall farther away from the neck with more space between the neck and collar. However, the longer

the depth of curve of a stand collar creates a shorter roll line that stands high against neck and closer to neck

without any space between the neck and collar with a collar line matching the neck of the dress form. 3.

The smaller the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creates a shorter the style line of the upper collar. How-

ever, a narrower back width of the collar creates a bigger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with a longer

the style line and a more naturally placed back width of the collar. 4. A Napoleon Collar creates a longer

depth of curve for a stand collar and a smaller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that is tightly and stably

stuck to the neck.

Key words: Napoleon Collar, Collar shapes, Neckline shape, Length of the curve of a stand collar, Draw-

ing space at the center back; 나폴레옹칼라, 칼라의 형태, 목둘레선 형태, 스탠드칼라 올림분

량, 뒷중심의 제도공간

I. 서 론

목은 얼굴과 가까운 부위로서 몸과 얼굴의 중계역할

을 하며, 머리와 어깨가 교차되는 곳으로 착의의 기점이

된다. 목 부위에 착용하는 칼라는 복식을 구성하는 부분

적 요소이지만 의복 전체의 이미지와 착용자의 내면 세

계, 정신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 할 수 있으며

(Park & Nam, 2003), 의복의 이미지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킷은 남성의 포멀웨어를 대표하는 테일러드칼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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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이 대부분이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공식석상에 참

여하게 됨에 따라 포멀웨어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재킷

의 형태나 칼라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적

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공식적인 일에서 바로

자신의 생활로 전환할 수 있는 캐주얼한 외의를 선호하

게 되면서 재킷과 외의를 혼합한 트렌치코트의 소비가

증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나폴레옹칼라가 현저히 늘어

났다(Lee, 2014).

나폴레옹칼라(Napoleon Collar)는 폭이 넓은 라펠에 스

탠드칼라가 있고 윗칼라가 붙여진 칼라로 나폴레옹과

동시대의 남성들이 즐겨 입었다는 점에서 유래된 이름

이지만, 지금은 남성복과 여성복은 물론 남녀노소의 코

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칼라이며, 전통적인 트렌치코트

뿐만 아니라 베스트나 재킷 또는 모직코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도나 구성방법은 스탠드칼라가 있는 셔츠칼라와 유

사하지만, 스탠드의 폭이 넓고, 스탠드를 여미지 않으며,

열린 채로 두기 때문에 윗칼라가 바깥쪽으로 벌어지거

나, 앞목 쪽으로 감싸져 칼라가 목 쪽으로 세워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칼라의 패턴 설계에 따른 형태와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칼라 밴드의 올림분량은 칼라의 밀착 정

도와 관계가 깊고(Park, 2010) 롤칼라 패턴 제도 시 칼라

의 폭, 제도상의 공간치수, 옷감 두께 등을 고려하여 스

탠드분을 산출해냄으로써 원하는 시각적인 칼라의 넓이

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Suh, 1993), 어깨경사각에 따라 칼

라의 달림선 높이와 목둘레 파임 정도를 달리하여야 하

며, 어깨의 경사각과 제도법에 따라 칼라의 앞 벌어짐이

달라진다(Kim, 2001)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탠드칼라와 윗칼라로 조합

된 나폴레옹칼라의 패턴 설계 요인에 따른 착의 시 나

폴레옹칼라의 여밈 형태를 분석하여 칼라의 높낮이, 목

에 밀착되는 정도 및 여밈의 길이를 제시함으로써 디자

인에 따른 나폴레옹칼라의 패턴 제작을 용이하게 하려

는 것이다.

II. 나폴레옹칼라의 명칭 및 제도방법

1. 나폴레옹칼라의 명칭

나폴레옹칼라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1세의 복장에

서 응용되었던 칼라를 총칭하고 있으며, 목뒤를 높게 세

워서 뒤로 젖히는 칼라와 앞쪽에는 넓은 라펠을 달고

더블 브레스티드 여밈을 사용한다.

트렌치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토머스 버버

리가 영국 육군의 레인코트로 개발하였으며, 비바람을

막고 추위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해 주는 코트라는 뜻에

서 트렌치코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방수기능과

보온기능이 탁월하여 기능성 면에서도 훌륭했기 때문

에 전쟁이 끝난 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버버리사에서 트렌치코트를 패션아이템으로 출시한 이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단과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M. J. Kim, 2011), 트

렌치코트의 디테일로는 나폴레옹칼라, 견장, 플랩, 벨트,

더블여밈 등이 있다.

나폴레옹칼라 각 부분의 명칭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윗칼라(Upper collar): 스탠드칼라와 연결되어 위쪽

에 형성되는 칼라로 젖혀져서 스탠드칼라의 바깥족에

위치

② 스탠드칼라(Stand collar): 칼라 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둘레선을 따라 윗칼라를 스탠드 시키는 역할

을 하는 부위

③ 칼라외곽선(Style line): 윗칼라의 모양을 결정하는

선으로 윗칼라의 칼라 끝점에서 뒷중심을 통과하여 반

대편 칼라 끝점까지의 길이

④ 윗칼라달림선(Roll line): 윗칼라와 스탠드칼라가

봉제되는 선

⑤ 칼라달림선(Neckline): 스탠드칼라 아래쪽과 길원

형의 목둘레선이 봉제되는 부분을 말하며 길원형에서

앞목둘레와 뒷목둘레를 합한 치수

⑥ 라펠(Lapel): 앞몸판이 깃과 하나로 이어져 접어 젖

Fig. 1. Basic shape of Napoleon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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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 부분

2. 나폴레옹칼라의 제도

나폴레옹칼라는 칼라의 크기뿐만 아니라 스탠드칼라

의 올림분량이나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및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 등 적용치수가 다양하다. 나폴

레옹칼라 제도법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대학에서 사용

하고 있는 교재 중에서 나폴레옹칼라 제도가 수록되어

있는 교재 7종을 수집하였으며, 나폴레옹칼라 패턴의 부

위별 치수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스탠드칼라가 달리는 목둘레선은 길원형 목둘레선

에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이 대부분으로 뒷중심(N1)은

0.3cm, 옆목점(N2)은 0.5cm, 앞중심(N3)은 2cm를 조절

하고 있으며,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N4)는 2cm인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스탠드칼라의 제도는 대부분 스탠드칼라 앞을 뒤보

다 0.5cm 작게 제도하였으며, 뒤 4.0cm 앞 3.5cm의 스탠

드칼라가 최빈치이고, 윗칼라는 스탠드칼라보다 크게

제도하며, 뒷폭(C3)은 7cm, 윗칼라 앞폭(C4)은 11.5cm가

최빈치이며,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C5)은 3cm가, 스탠

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C6)는 7.5cm가 많이 사용

되는 보편적인 치수로 보여진다.

III. 연구방법

1. 실험방법

실험요인으로는 목둘레선의 휘어짐 정도에 따른 칼

라의 변화(실험 A),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에 따른 칼

라의 변화(실험 B),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칼라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실험 C) 및 스탠드칼라의 올

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의 상호작

용(실험 D)으로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나머지 패턴 설계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최빈치를 적용하였다.

1) 실험 A

목둘레선의 휘어짐 정도에 따른 칼라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Fig. 2>에서와 같이 길원형의 목둘레선(---)

에서 옆목점은 0.5cm 들어간 지점에서 앞중심은 2cm를

내리고,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2cm인 점으로 연결

하되 길원형의 목둘레선을 통과하는 목둘레선을 A-1로

Table 1. Comparison of the Napoleon Collar size                                           (Unit: cm)

Researcher
Neckline Collar

N1 N2 N3 N4 C1 C2 C3 C4 C5 C6

A 0.3 0.7 1.0 2.0 3.5 3.0 7.0 11.5 3.0 7.5

B 0.3 0.7 2.0 2.0 4.0 3.0 7.0 11.5 3.0 6.0

C 0.0 1.0 1.0 3.5 4.0 3.5 7.0 10.0 3.0 7.5

D 0.0 1.0 2.0 2.0 4.5 3.0 6.5 10.5 6.5 12.0

E −0.7 0.5 0.0 4.5 4.5 3.5 7.0 19.0 1.0 4.0

F 0.3 0.5 2.0 0.0 4.0 3.5 7.0 08.5 3.0 5.5

G 0.0 0.5 1.5 1.5 4.0 3.5 7.0 14.0 1.0 5.0

: Mode

N1-N4: Control size of neckline

C1-C6: Measurements of collar patterns

A: Kyoko (1979/1997)

B: Oh (2000)

C: Uh (2005)

D: Na et al. (2002)

E: Choi and Shin (2000)

F: Ji and Park (2009)

G: K. A.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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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2는 동일한 옆목점과 스탠드칼라 시작점을 사용

하되 중점 부분이 A-1에서 0.5cm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

고, A-3은 A-1에서 1cm 지점을 통과하도록 목둘레선을

연결한다. 즉 A-1은 약간 휘어지는 목둘레선, A-2는 중

간 정도의 휘어짐이 있는 목둘레선, A-3은 휘어짐이 많

은 목둘레선으로 하고, 그 외의 조건인 스탠드칼라의 올

림분량은 3cm로 하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

리는 7.5cm로 고정하였다.

2) 실험 B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에 따른 칼라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스탠드칼라의 뒤는 4cm, 앞은 3.5cm

의 스탠드칼라를 제도하되 올림분량을 1cm, 2cm, 3cm,

4cm로 달리하였다. 즉 B-1은 올림분량을 1cm로 하고,

B-2는 올림분량을 2cm, B-3은 올림분량을 3cm, B-4는

올림분량을 4cm로 설정하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

이의 거리는 7.5cm로 고정하였다.

3) 실험 C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칼라 형태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스탠드칼라의 뒤는 4cm,

앞은 3.5cm의 스탠드칼라를 제도하되 올림분량을 3cm

로 하고, 윗칼라 제도 시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

리를 C-1은 4.5cm, C-2는 7.5cm, C-3은 10.5cm로 달리

하여 칼라 패턴을 제작하였다.

4) 실험 D

칼라 밴드의 달림선과 윗칼라달림선의 경사 정도의

차이는 윗칼라외곽선의 길이 및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소인데, 칼라 밴드의 달림선의 경사는 스탠드

칼라의 올림분량의 영향이 크고, 윗칼라달림선의 경사

는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하여 스탠드칼라의 올

림분량 4가지 실험조건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3가지 실험조건을 상호교차시켜 실험조건으로 재

구성하였다.

목둘레선의 휘어진 정도 3종,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

4종,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3종과 스탠드칼

라의 올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의 상

호작용을 보기 위한 12종으로 총 22종, 4가지 실험의 조

건 및 고정요인을 <Table 2>−<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실험복 제작

1) 실험복 패턴

실험복은 길과 칼라만을 제작하고 8호 인대를 착의

기제로 사용하였으며, 8호 인대의 각 부분 치수는 <Ta-

ble 4>와 같다.

길의 제도는 대학 및 패션기관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Kim(2000)의 재킷원형을 이용하였고, 칼라의 제도

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최빈치를 사용하였다.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펠너비는 12cm, 스탠드칼라의 뒤

는 4cm, 앞은 3.5cm로 하고, 윗칼라의 뒤는 7cm, 앞은

11.5cm로 하며 스탠드칼라의 시작점은 앞중심에서 2cm

들어와서 제도하고,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과 스탠드칼

Fig. 2. Factor of pattern drawing about neckline and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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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는 실험조건에 따라 달리 제도

하였다.

2) 소재

소재에 따른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머슬린을 사용하

였으며 그 물리적 특성은 <Table 5>와 같고, 부재료로

심지, 식서테이프를 사용하였다.

3) 제작방법

실험복 제작은 실물크기의 패턴으로 머슬린을 사용

하여 앞뒷길, 스탠드칼라, 윗칼라, 앞뒤 안단을 각각 2장

씩 재단하였다. 스탠드칼라는 겉과 안 모두를 식서로 재

단하고 윗칼라의 겉칼라는 식서로, 안칼라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하였으며 각 부위의 시접은 1cm로 하고

단은 4cm로 하였다.

심지처리는 앞길 전체, 뒤의 목둘레 부위와 진동둘

레 부위에 3cm 너비로 사용하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및 안단 부분에 처리하였다. 봉제에 사용한 재봉사는

polyester 40S/2합사, 재봉틀 바늘은 DB 11호를 사용하

여 봉제하였다.

Table 4. Measurements of dress form No. 8                                               (Unit: cm)

Item
Circumference Length

Bust Waist Hip Neckbase Neck Waist back Waist to hip Interscye front Interscye back Bishoulder

Size 86 60 90 38.5 32 38 18 32 33 35.5

Table 5. Properties of materials

Properties

Fabric
Weave

Composition

(%)

Thickness

(mm)

Weight

(g/m
2
)

Density (5cm
2
)

Warp Weft

Muslin Plain Cotton 100 0.315 112.8 137.0 133.0

Fig. 3. Drawing of the torso and collar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of neckline shape (A),

length of the curve of a stand collar (B), dra-

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C) and fixing

condition

Factor of pattern
Experimental

condition

Fixing

condition

Neckline shape (A)

A-1 : less curved

B-3, C-2A-2 : medium curved

A-3 : more curved

Length of the curve

of a stand collar (B)

B-1 : 1cm

A-1, C-2
B-2 : 2cm

B-3 : 3cm

B-4 : 4cm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C)

C-1 : 4.5cm

A-1, B-3C-2 : 7.5cm

C-3 : 10.5cm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and fixing condition

between B and C

C**

B*

C-1 :

4.5cm

C-2 :

7.5cm

 C-3 :

10.5cm

Fixing

condition

B-1 : 1cm B1C1 B1C2 B1C3

A-1
B-2 : 2cm B2C1 B2C2 B2C3

B-3 : 3cm B3C1 B3C2 B3C3

B-4 : 4cm B4C1 B4C2 B4C3

*Length of the curve of a stand collar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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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은 소매를 제외한 길과 칼라, 안단만을 제작하

였으며 안감처리는 하지 않았다.

3. 자료처리

길의 목둘레선이 휘어진 정도에 따른 칼라의 변화(실

험 A)는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a-a')와 윗칼라 끝점 사

이(b'-b'')를 측정한다(Fig. 4). 측정을 위해 8호 인대에 실

험복의 어깨선과 인대의 어깨선, 실험복의 중심과 바디

의 중심을 맞추어 착용시킨 다음 측정 부위를 줄자로

측정하였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에 따른 칼라의 변화(실험 B)

는 인대의 목 부분과 실험복 칼라와의 공극의 정도 및

앞목중심점에서 라펠의 여밈점까지의 거리(c-c'), 스탠드

칼라의 열린 정도(a-a')를 측정한다. 측정을 위해 준비된

8호 인대에 실험복을 착용시킨 다음 인대의 상단 50cm

에서 사진 촬영하고,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a-a')와 라

펠의 여밈점까지의 거리(c-c')은 라인테이프의 간격을 측

정하였다.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칼라의 변화

(실험 C)는 윗칼라 끝점의 위치(b-b')와 윗칼라의 너비를

측정한다. 측정은 8호 인대에 실험복을 착용시킨 다음 윗

칼라의 뒷중심칼라 높이와 전면에서 보는 윗칼라 끝점

의 위치(b-b'), 윗칼라 끝점 사이(b-b'')는 줄자로 측정하

였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

의 거리의 상호작용(실험 D)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목중

심점에서 라펠의 여밈점까지의 거리(c-c'),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a-a') 및 전면에서 보는 윗칼라 끝점의 위치

(b-b')를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목둘레선의 형태에 따른 스탠드칼라 및 윗칼라

의 변화

길의 목둘레선이 휘어진 정도에 따른 칼라의 변화(실

험 A)는 목둘레선의 휘어지는 정도가 다른 3종의 길에

칼라를 부착하였다.

실험조건 A-1은 길원형의 목둘레선을 통과하는 약

간 휘어지는 목둘레선이고, A-2는 중점 부분이 A-1에서

0.5cm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정도의 휘어짐이 있는 목

둘레선이며, A-3은 중점 부분이 A-1에서 1cm 지점을 통

과하는 휘어짐이 많은 목둘레선으로 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은 스탠드칼라가 벌

어지지 않고 목 쪽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A-3는 스탠드칼라 부분이 밖으로 벌어지고, A-2는 스탠

드칼라의 서는 정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즉 길의 목둘레선의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스탠드칼

라가 벌어지거나 세워짐이 규칙적 나타났으며, 목둘레

선의 휘어지는 정도가 클수록 스탠드칼라가 바깥쪽으

로 벌어지고, 윗칼라도 바깥으로 퍼지게 된다.

스탠드칼라의 상단이 서거나 눕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a-a')를 측정한 결과 <Ta-

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1은 4.2cm, A-2는 6.3cm,

A-3는 11.7cm로, 칼라 제도 시 스탠드칼라의 시작점을

앞중심에서 2cm씩 이동하였으므로 계산상으로는 4cm

여야 하나 3종의 실험복 모두 이를 상회하고 있으며, 목

둘레선의 휘어짐이 커질수록 스탠드칼라 부분이 밖으

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윗칼라의 놓임에도

영향을 미쳐 목둘레선의 휘어짐이 커질수록 칼라의 높

Fig. 4. Measurement method for coll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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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낮아지고 윗칼라는 바깥으로 퍼지게 되어 윗칼라

끝점 사이(b'-b'')는 A-1이 24.2cm, A-2는 26.3cm, A-3는

31.5cm였다. 즉 목둘레선의 휘어짐이 작을수록 스탠드

칼라가 목 쪽으로 세워지고, 윗칼라도 세워져 칼라 끝

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목 가까운 쪽에 놓여지게 된

다. 반면 목둘레선의 휘어짐이 커질수록 스탠드칼라의

높이가 낮아지고 윗칼라도 높이가 낮아지고 몸 쪽으로

뉘어져 칼라 끝이 바깥으로 퍼지게 되며, 윗칼라 끝점

의 위치가 높아진다.

2. 스탠드칼라 올림분량에 따른 칼라 형태의 변화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에 따른 칼라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1cm인 B-1,

올림분량이 2cm인 B-2, 올림분량이 3cm인 B-3, 올림분

량이 4cm인 B-4의 4종으로 하여 실험복을 제작하고 이

를 인대에 입혀 비교분석하였다.

칼라의 패턴 형태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B-1의 패턴은 스탠드칼라의 칼라달림선의 경사가 적

고 윗칼라의 칼라달림선의 경사가 크므로, 윗칼라외곽

선의 길이가 길어진다. 인대에 입혀진 칼라의 형태는

칼라와 인대 사이에 여유가 있어 라펠의 놓임이 자연스

럽게 놓여진다. 반면 B-4의 패턴은 스탠드칼라의 경사

가 크고 따라서 스탠드칼라의 칼라 달림선이 짧아지고,

윗칼라의 칼라달림선은 짧아지고 경사는 작다. 따라서

윗칼라는 짧고 휘어짐이 적어, 칼라외곽선의 길이도 짧

아진다. 인대에 입혀진 칼라의 형태는 인대의 목에 밀

착되어 실험복의 칼라와 인대의 목 사이에 여유가 없으

며,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가 좁아지고, 라펠의 여밈

도 앞목점 쪽으로 끌려오는 듯하였다.

칼라가 목에 밀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탠

드칼라의 열린 정도(a-a')와 라펠의 여밈점까지의 거리

(c-c')를 측정한 결과 B-1은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6.5cm이고, 라펠의 여밈 부위는 7.8cm이고, B-2는 스탠

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4.9cm, 라펠의 여밈 부위는 6.5cm

이며, B-3은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4.3cm, 라펠의

Table 6. Results of the amount of stand and fall by Neckline shape                        (Unit :cm)

Experiment A-1 A-2 A-3

Neckline

Collar

a-a' 04.2 06.3 11.7

b'-b'' 24.2 26.3 31.5

a-a': Distance between edge of stand collars

b'-b'': Distance between edge of upper collars

– 832 –



패턴 설계 요인에 따른 나폴레옹칼라의 형태 변화 연구 45

여밈 부위는 6.1cm이고, B-4은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

는 3.8cm, 라펠의 여밈 부위는 5.5cm였다.

이는 제도 시 스탠드칼라의 시작점인 4cm이고, 라펠의

여밈은 앞에서 6cm 지점이 여밈 부위인데 비하여 B-1,

B-2는 스탠드칼라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B-4는 제도

시 스탠드칼라의 시작점 및 여밈점이 제도치수에 비하여

작으므로, 칼라가 자연스럽게 놓이지 못하고 라펠의 여

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B-4는 스탠

드칼라의 칼라달림선 및 윗칼라가 짧아져 목을 움직일 때

필요한 여유가 전혀 없거나 또는 실제의 목둘레선보다

짧아질 수도 있어, 착용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스탠드

칼라의 올림분량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은 적을수록 스탠드칼라는 목

에 밀착되지 않고, 윗칼라의 길이 및 외곽선의 길이가 길

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증가할수록 목에 붙는 밀

착형이 되며, 칼라달림선의 길이, 칼라외곽선이 짧아진

다. 이는 라펠의 여밈에도 영향을 주어 스탠드칼라의 열

린 정도나 앞목 깊이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

과는 스탠드 칼라의 올림치수가 증가할수록 목에 달라붙

는 밀착형의 형태로 된다고 한 Jang(2004)의 연구와 일치

한다.

3.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칼라

형태의 변화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칼라의 패

턴 형태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1은 윗칼라

가 일자 형태가 되고, C-2는 윗칼라가 볼록한 형태가 되

며, C-3는 윗칼라의 형태가 휘어져 칼라외곽선이 현저

히 길어지게 된다.

인대에 입혀진 C-1의 형태는 칼라가 바깥쪽으로 당겨

져 스탠드칼라 부분이 벌어지고, 윗칼라의 외곽선이 어

깨 부위에서 밀려 올라가 칼라의 높이가 낮아지고, 윗칼

라의 끝이 어깨선에 가깝게 올라가게 된다.

C-2의 착의 형태는 스탠드칼라가 목 쪽으로 세워지고,

윗칼라의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놓여지며, 칼라

도 편안하게 놓여진다. C-3는 스탠드칼라가 목을 감싸

듯이 목에 밀착되고, 칼라의 끝이 앞목 쪽으로 감싸지

게 된다.

인대에 착의한 상태에서 윗칼라 끝점의 위치와 윗칼라

의 뒷중심에서의 칼라 높이를 측정한 결과, 윗칼라 끝점

의 위치(b-b')의 경우 C-1은 7.8cm, C-2는 10.5cm, C-3은

11.5cm이고, 윗칼라의 뒷중심에서의 칼라 높이는 C-1은

5.3cm, C-2는 6.7cm, C-3은 7cm로 C-1, C-2는 윗칼라 패

턴의 크기(7cm)보다 짧아졌다.

즉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윗칼

라의 외곽선 길이가 짧고, 칼라의 외곽선이 어깨 부위에

서 밀려 올라가, 윗칼라의 끝이 어깨선에 가깝게 올라가

며, 칼라의 높이도 좁아지게 된다. 칼라 사이의 거리가

커질수록 윗칼라의 외곽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윗칼

라의 끝이 앞목 쪽으로 감싸지며 칼라가 목 쪽으로 세

워진다.

Table 7. Results of collar shapes by the curve of a stand collar                           (Unit: cm)

Experiment B-1 B-2 B-3 B-4

Collar patterns

Collar shapes

a-a' 6.5 4.9 4.3 3.8

c-c' 7.8 6.5 6.1 5.5

a-a': Distance between edge of stand collars

c-c': Point of lapel closing

– 833 –



46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6, 2015

이는 셔츠칼라의 연구에서 윗칼라달림선의 경사 정

도가 클수록 윗칼라외곽선의 길이가 길어져 칼라가 좀

더 편안하게 넘겨지게 된다고 한 Park(2010)의 연구결

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4. 스탠드칼라 올림분량 및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에 따른 칼라의 형태 변화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 및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

이의 거리는 칼라의 형태 및 칼라외곽선의 길이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이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12종

의 실험복을 제작하고, 이를 인대에 입혀 비교분석하였

다.

<Table 9>와 같이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작고, 스

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은 B1C1의 경우

스탠드칼라의 여밈이 벌어져 보이고, 윗칼라의 끝이 어

깨 쪽으로 올라갔다. 또한 칼라 사이 거리가 동일하지만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커지는 B2C1, B3C1, B4C1

로 진행할수록 스탠드칼라는 목 쪽으로 밀착되어 잘 세

워지고 윗칼라의 위치가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

다. 반면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은 동일하지만 스탠드칼

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커지는 B1C2, B1C3으로 진

행할수록 칼라가 잘 세워지고, 윗칼라가 자연스럽게 목

을 감싸고, 칼라의 끝이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스

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크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

의 거리가 큰 B4C3의 경우 스탠드칼라는 목 쪽으로 밀착

되어 잘 세워지고, 윗칼라의 끝이 앞목 쪽으로 감싸지게

된다.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a-a')와 전면에서 보는 윗칼

라 끝점의 위치(b-b') 및 앞목중심점에서 라펠의 여밈점

까지의 거리(c-c')를 줄자로 측정한 결과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B1C1은 11.7cm이고, B2C1은 9.6cm, B3C1

은 7.4cm, B4C1은 6.7cm로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커질수록 열린 정도는 좁게 닫히게 되는데, 이는 B1C2,

B2C2, B3C2, B4C2의 경우에도 각각 6.5cm, 4.9cm,

Table 8. Results of collar shapes by drawing space at the center back                     (Unit: cm)

Experiment C-1 C-2 C-3

Collar patterns

Collar shapes

(front)

Collar shapes

(back)

b-b' 7.8 10.5 11.5

Collar height 5.3 06.7 07.0

b-b': Edge position of upper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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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collar shape by experiment B and C                                  (Unit: cm)

B

C
B-1 B-2 B-3 B-4

C-1

a-a' 11.7 9.6 7.4 6.7

b-b' 06.1 7.5 7.8 8.2

c-c' 11.2 9.8 8.2 7.6

C-2

a-a' 6.5 04.9 04.3 03.8

b-b' 9.8 10.3 10.5 10.8

c-c' 7.8 06.5 06.1 05.5

C-3

a-a' 05.7 04.5 04.1 03.5

b-b' 10.7 11.1 11.5 11.7

c-c' 06.9 06.3 05.5 05.1

a-a': Distance between edge of stand collars

b-b': Edge position of upper collar

c-c': Point of lapel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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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cm, 3.8cm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B1C3, B2C3,

B3C3, B4C3의 경우에도 각각 5.7cm, 4.5cm, 4.1cm,

3.5cm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스탠드칼라의 올림분

량이 클수록 그리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가 멀어질수록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좁게 닫혀지

고,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작을수록 그리고 스탠드

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많이 벌어진다.

윗칼라의 위치는 B1C1은 6.1cm이고, B2C1은 7.5cm,

B3C1은 7.8cm, B4C1은 8.2cm로 스탠드칼라의 올림분

량이 커질수록 윗칼라는 길어져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는 B1C2, B2C2, B3C2, B4C2의 경우

에도 각각 9.8cm, 10.3cm, 10.5cm, 10.8cm로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고, B1C3, B2C3, B3C3, B4C3의 경우에도

각각 10.7cm, 11.1cm, 11.5cm, 11.7cm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클수록 그리고 스

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윗칼라

의 위치는 어깨에서부터 가슴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앞목중심점에서 라펠의 여밈점까지의 거리(c-c')는

B1C1은 11.2cm이고, B2C1은 9.8cm, B3C1은 8.2cm,

B4C1은 7.6cm로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커질수록

여밈은 깊이 싸여져 앞목중심점에서 라펠의 여밈점까

지의 거리는 짧아지게 된다.

이는 B1C2, B2C2, B3C2, B4C2의 경우에도 각각

7.8cm, 6.5cm, 6.1cm, 5.5cm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B1C3, B2C3, B3C3, B4C3의 경우에도 각각 6.9cm, 6.3cm,

5.5cm, 5.1cm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클수록 그리고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

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라펠여밈점이 짧아진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 및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

이의 거리는 칼라의 형태와 스탠드칼라의 밀착 정도 및

여밈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Table 9>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B1C1처럼 스탠

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고 스탠드칼라 올림

분량이 작으면, 스탠드는 많이 벌어지고 윗칼라의 길이

가 짧아 윗칼라의 위치가 어깨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칼

라의 높이가 낮고, 라펠의 여밈 위치도 낮아서 라펠의

여밈점이 길어진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B4C3처럼 스탠드칼라와 윗칼

라 사이의 거리가 멀고 올림분량이 크면, 스탠드칼라가

목에 밀착되어 스탠드는 좁게 닫혀지고, 칼라의 높이가

높아지고, 윗칼라가 목 앞쪽으로 감싸면서 칼라 끝의 위

치가 가슴 쪽으로 내려오고, 라펠이 깊게 여며져 라펠의

여밈 위치가 높아진다.

즉 스탠드칼라 올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

이의 거리를 작게 할수록 높이가 낮고 퍼지는 나폴레옹

칼라가 되고, 스탠드칼라 올림분량과 스탠드칼라와 윗

칼라 사이의 거리를 크게 할수록 칼라가 목에 밀착되면

서 잘 세워지는 높은 나폴레옹칼라가 된다. 겨울용이거

나 외의여서 목둘레에 여유가 필요한 경우 목에 여유가

있으면서 안정되게 세워지는 나폴레옹칼라를 원한다면

스탠드칼라 올림분량은 작게 하고, 스탠드칼라와 윗라

사이의 거리를 크게 함으로써 목과 칼라 사이에는 여유

가 있으면서 윗칼라가 부드럽게 놓여 벌어지지 않고 안

정되게 세워지도록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나폴레옹칼라의 패턴 설계 요인에 따른 여밈 및 칼라

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목둘레선의 형태와 스탠드

칼라의 올림분량 및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를 달리하는 22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여 그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나폴레옹칼라 제도법 7종을 수집분석한 결과 나

폴레옹칼라 구성요소로는 목둘레선 형태,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 및 라펠너

비,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크기, 스탠드칼라의 시작 위치

등이다.

2. 목둘레선의 휘어짐이 작을수록 스탠드칼라가 목 쪽

으로 세워지고, 윗칼라도 세워져 칼라 끝이 바깥으로 퍼

지지 않고, 목 가까운 쪽에 놓여지게 되며, 목둘레선의

휘어짐이커질수록 스탠드칼라의 높이 및 윗칼라도 높

이가 낮아지고 몸 쪽으로 뉘어져 칼라 끝이 바깥으로 퍼

지게 되며, 윗칼라 끝점의 위치가 높아진다.

3.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적을수록 스탠드칼라는 목

에 밀착되지 않고, 윗칼라의 길이도 길고, 윗칼라의 외곽

선의 길이도 길어진다. 스탠드칼라의 올림분량이 증가할

수록 스탠드칼라 달림선의 길이는 짧아지고 목에 밀착

되며 이는 라펠의 여밈에도 영향을 주어 스탠드칼라의 열

린 정도나 앞목깊이가 좁아지게 된다.

4.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윗칼

라의 외곽선 길이가 짧고, 칼라의 외곽선이 어깨 부위에

서 밀려 올라가, 윗칼라의 끝이 어깨선에 가깝게 올라가

게 되어 칼라의 높이도 좁아지게 된다. 칼라 사이의 거

리가 커질수록 윗칼라의 외곽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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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칼라의 끝이 앞목 쪽으로 감싸지며 칼라가 목 쪽으로

세워진다.

5.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작고 스탠드칼

라 올림분량이 작을수록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많이

벌어지고, 윗칼라의 길이가 짧으며, 라펠의 여밈 점이 길

어진다.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가 크고 올림

분량이 크면 스탠드칼라의 열린 정도는 작아지며, 윗칼

라 길이는 길어지고, 라펠여밈점이 짧아진다.

나폴레옹칼라의 형태 및 여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목둘레선과 스탠드칼라 올림분량과 스탠드

칼라와 윗칼라 사이 거리 등으로 이 요인들의 치수를 조

절함으로써 낮고 퍼지는 형태의 칼라나 높고, 목에 밀

착되는 칼라, 목에 여유는 있으나 잘 세워지는 칼라 등

디자인에 맞는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나폴레옹칼라의 패턴 제작 뿐 아

니라 스탠드가 포함된 모든 칼라 즉 차이나칼라, 스탠

드칼라, 셔츠칼라 및 테일러드칼라의 칼라 제작 시 참

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머슬린으로 제작하여 인대에 착

의시켰으므로 소재가 한정적이고 목둘레선 형태, 스탠

드칼라의 올림분량, 스탠드칼라와 윗칼라 사이의 거리를

제외한 스탠드칼라의 크기, 윗칼라의 크기, 라펠의 너비

등에 관한 요소는 변화요인을 통제하였으므로 실제 의복

제작 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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