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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ed to study the making of western men’s coats in the early 19th century. 
First of all, the study figured out the concepts and forms of western men’s tops in the early 19th 
century by collecting and categorizing pictures including engravings, paintings and pattern books, 
and literature data. Second,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patterns, sewing, and design techniques 
by examining the pattern books on men’s clothing in the early 19th century, and analyzed the 
preserved costumes to restore the selected models. Third, this research presented historical evi-
dences and patterns after designing a men’s tailcoat of the early 19th century and checking the fit 
based on the analyzed forms and design techniques. The research discovered that the analyzed 
results between the tailcoat forms depicted in literature, pictures and pattern books and preserved 
costumes were almost identical. From this, it can be assumed that the tailors followed a manual 
when designing garments during that time given the similarity between historical records and re-
maining item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forms and designing methods of men’s cloth-
ing in the 19th century were almost similar to that of the modern menswear, despite the differ-
ences in produc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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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혁명 당시 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

준형 설정, 생산 규범, 작업지침서 등의 체계화, 통일

화, 보편화를 통한 합리성이 추구되었다는 사실이

며1), 이는 다가오는 현대의 대량생산 사회를 태동하

게 한 밑거름이었다. 또 구체제이후 부르주아 계층의

확대와 프랑스 혁명은 서유럽의 시민중심 사회가 되

도록 가속화하였다. 근대 남성복은 대중과 대량생산

을 키워드로 하는 현대 남성복을 지향하며 자기도

모르게 합리적인 시민복을 고안하고 있었다.2) 근대

초기 남성복은 이러한 당시의 의복제작기술을 반영

하고 있으며, 구성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증제작을 통한 복

식의 구성 연구는 확실하고 세밀한 형태는 물론 제

작기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세기 초 서양 남성상의 1벌의

고증제작과 그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

로 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로 서양복식의 고증패턴에 대

한 연구결과3)는 많았으나, 고증제작 관련 연구4)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19세기 서양 남성복 대상의 고

증제작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연구

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연구결과는 기초자료

개발 및 축적, 서양 박물관 보존복식의 수리 및 보존,

공연의상제작 및 패션디자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는 고증자료 분석과 고증제작 단계로 진행되

었으며,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화, 회

화, 패턴북 등 그림과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류를 통

해 19세기 초 서양 남성상의의 개념 및 형태를 파악

하였다. 둘째, 선정된 모델 제작을 위해 19세기 초

남성복식 관련 패턴북 고찰과 보존복식 조사를 통해

패턴 및 봉제 제작기술을 파악하였다. 셋째, 분석된

형태와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19세기 초 남성 테일

코트를 고증제작하고 맞음새 관찰 후 고증물과 패턴

을 제시하였다.

고증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형태 파악을 위해서는 Louis Léopold Boilly, Jacques

Louis David, Jacques-Laurent Agasse, Robert

Lefèvre, François Sablet, Danloux의 회화 21점과 판

화집 1종5), 패턴북 1권6), 정기간행물 6종으로부터 발

췌된 판화 127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정기간행물

의 경우 여러 종류가 함께 연도별로 분류되어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판화부(Département des Cabinet des Estampes)의

목록번호 Oa 87a~87t를 열람하여 1810~1830년 사

이의 이미지를 선별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간행물

의 종류는 L'observateur des modes, La Mode-

Revue des modes, Le Follet-Journal des modes, La

Mode de Paris, La Revue des modes de Paris, Le

Bon ton-Journal des modes의 6종이다.

형태는 물론 패턴 및 봉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Compaing와 Vandael의 패턴북 2권과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과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Musee des Arts Décoratifs)의

보존복식 5점을 분석하였다.

Ⅱ. 19세기 초 서양 남성
겉상의의 고증

1. 19세기 초 서양 남성 겉상의의 개념
시대가 바뀜에 따라 일정 복식유형의 종류 및 형

태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계보를 정확히 그려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용어 사용의 불

투명성은 복식사에 있어서 항시 제기되어 오는 문제

이다. 19세기 초 착용되었던 서양 남성상의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현 서양복식사 관련 교재7)를

살펴본 결과, 아비(habit), 코트(coat), 테일코트(tail

coat), 프락(frac), 프록코트(frock coat), 데갸제

(dégagé), 르뎅고뜨(redingote), 망또(manteau), 꺄

릭(carrick), 그레이트 코트(great coat) 등 각 유형

에 대한 저마다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 그 개념 파

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당시는 패션의 주

도국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지는 시점이기 때

문에 주로 영어와 불어가 혼용되고 있어 유형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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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이해하기란 더욱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별 유형 분류와 상의

의 개념 파악을 통한 본 연구대상의 범위 설정은 필

요불가결하다. 일단 상의를 셔츠와 조끼위에 착용한

겉상의와 겉상의 위에 입는 외투로 분류하면, 아비,

코트, 테일코트, 프락, 프록코트는 겉상의로, 르댕고

트, 망또, 까릭, 그레이트 코트는 외투로 분류할 수

있다. 데갸제는 ‘앞여밈 허리하단이 트인’, ‘활짝 열

린’, ‘없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유형의 사전적

정의가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모든 상의를 칭할

수 있다고 본다.8)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남성상의의 대표유형

이었던 쥐스또꼬르(justaucorps)가 가느다란 일자 실

루엣을 이루고 앞여밈의 허리하단이 뒤를 향해 사선

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변하였다. 그런데 Leloir의 복

식사전에 의하면9), 그 이전부터 쥐스또꼬르를 포함

한 남성상의를 통칭하여 아비라고 하였고, 루이 16세

이후부터는 아비라는 명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

으며, 이후 용도를 달리하는 평상복과 예복 모두를

지칭하게 되었다. 1785년경부터 일반 시민의 경우 주

로 나사로 된 아비를 착용하였는데, 칼라 스탠딩부분

이 매우 높아지다가 롤칼라가 되고, 라펠 역시 꺾여

칼라와 함께 밖으로 보이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아

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à la française) 처럼 공식

복으로 사용된 아비는 높은 칼라와 화려한 자수 장

식을 하였는데, 19세기 초를 지나면서 완전히 예복이

되었다. 현 프랑스어 사전에도 아비는 몸판이 딱 붙

고 허리 아래 바스크 부분의 앞이 짧고 뒤가 긴 연

미복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복이 된 아비

를 뜻하고 있다.10) 19세기 초 프랑스 패턴북에서도

이와 같은 상의를 아비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11), 18세기 동안 가죽과 같은 다른 천으로

칼라를 만들고 조금 넉넉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기동

성 있고 검소한 형태 및 용도상 특징이 있는 또 다

른 겉상의 유형인 프락의 경우도 아비와 구별 없이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쥐스또꼬르와 코트(coat)가 같은 개념

이었다가, 19세기 초에 형태 특징에 의해 테일코트,

프록코트 등으로 명명되었다고 사료된다. 현 영어사

전에서12) 테일코트가 ‘남자 코트의 오래된 유형으로

앞은 허리길이이고 뒤는 길고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예복’으로 정의하고 있듯이, 예복의 성격이 강

한 프랑스의 아비와 유사하다.

종합하면, 19세기 초 서양 남성 겉상의 일상복은

영어 명칭으로 테일코트와 프록코트 두 가지가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 명칭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아비 혹은 프락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초 서양 남성

겉상의 일상복의 두 가지 대표유형 테일코트와 프록

코트에 주목하고, 먼저 그림자료의 고찰을 통해 그

형태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그림자료에 나타난 19세기 초 서양 남성복
겉상의 형태

판화, 회화, 패턴북 등 그림과 문헌자료의 수집 및

분류에 따라 19세기 초 남성복 겉상의의 대표 유형

인 테일 코트와 프록코트의 형태비교에 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일코트는 무릎길이로 밀착되고 직선적인 실루엣

으로 <그림 1>13)의 유형1과 같이 앞여밈의 허리하단

이 잘려나가거나 <그림 2>14)의 유형2와 같이 앞여밈

이 사선을 이루고 있으며, 싱글 혹은 더블 여밈이다.

뒤 중심의 트임은 허리선부터 분리되어있으며, 폭 넓

은 스탠딩칼라나 롤 칼라가 달려있고, 라펠이 밖으로

꺽여 있는 것은 테일러드 칼라 형태를 이루기도 하

였으며, 칼라와 만나는 너치(notch)가 M자형을 이루

는 것도 있다. 여기에 어깨 퍼프가 있고 손목으로 갈

수록 좁아드는 소매가 달려있다.

프록코트는 <그림 3>15)과 같이 몸판과 허리는 가

늘게 밀착되고, 허리아래 스커트 부분이 밑단으로 갈

수록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이룬다. 앞여밈은 앞 중

심이 밑단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싱글이나 더블

여밈인데, 당시의 유행을 따라 다소 벌어지는 형태를

이루기도 하였고, 뒤 중심의 트임에는 주름과 힙 버

튼이 있다. 주름이 있어 어깨가 퍼프되고 아래로 갈

수록 좁고 긴 소매가 달려있다. 칼라는 대부분 라펠

없이 롤 혹은 프러시안 칼라가 달려있는데, 때로는

라펠이 밖으로 꺾여 구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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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세기 초 패턴 북에 나타난 남성
겉상의의 패턴 및 봉제

19세기 초 출간된 Compaing(1828)16)과 Vandael

(1833)17)의 패턴북 고찰에 따르면, 그림자료로 부터

분류된 대표유형 테일코트와 일치하는 모델을 대표

적인 평상복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mpaing의 패턴북에서는 <그림 4>18)와 같이 세 가

지 형태의 겉상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궁

중복(habit de cour)으로 앞여밈이 사선으로 벌어진

형태이며, 두 번째는 공식복(grande tenue)으로 프록

코트와 같이 허리아래 스커트 부분이 밑단으로 갈수

록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이루고 앞여밈은 앞 중심이

밑단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 세

번째 평상복(habit)은 앞 허리선이 수평으로 잘려진

형태를 띠고, 허리선이 완전히 절개되지 않고 허리

옆선만 절개하여 이어붙이도록 제도되어 있다. <그림

5>19)의 Vandael의 패턴북에서도 첫 번째는 테일코트

형태의 평상복(habit ordinaire)과 두 번째는 앞여밈이

사선으로 벌어진 형태의 궁중복(habit français)으로

테일코트
프록코트

유형1 유형2

<그림 1> 초록색 아비, 1810

- Costumes et modes d'autrefois,

pl. 3

<그림 2> 자끄 로랑 아가스의 자화상,

1790

- Des modes et des hommes, p. 13

<그림 3> 프록코트, 1834

- Traité encyclopédique de l'art du

tailleur, pl. 26

<표 1> 19세기 초 남성복 겉상의 대표유형

<그림 4> 궁중복, 공식복, 평상복 패턴, 1828

- L'art du tailleur, ou Application de la géométrie à la coupe de l'habillement, p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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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형태의 겉상의를 분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궁중복과 공식복에는 직선적인 스탠딩칼라가

달리고, 평상복은 대부분 라펠이 연장되고 꺾여 칼라

와 함께 현재의 테일러드칼라 혹은 숄칼라의 형태를

이룬다. <그림 6>20)과 같이 보존복식의 고증패턴을

연구한 Waugh(1994)의 패턴에서도 몸판에서 연장된

피그드라펠과 모서리가 파여 있는 칼라와 연결하면

M자형 너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제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평상복과 궁중복 패턴, 1833

- Manuel théorique et pratique du tailleur, pl. 5

<그림 6> 테일코트 패턴, 1825

-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p. 124

<그림 7> 아비 패턴, 1833

- Manuel théorique et pratique du tailleur, pl. 4

패턴북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치수항목 및 치수와

패턴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Compaing은 뿌스(1pou-

ces=2.54cm)를 길이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센티미터

(cm)로 환산하였고, Vandael은 센티미터로 사용하고

있다. Compaing이 사용하고 있는 치수항목 및 치수

는 등길이 41.4, 치마길이 45.7, 가슴둘레 91.4, 허리둘

레 76.2, 뒷품 30.5, 옆선길이 20, 겨드랑이점~칼라꺾

임선길이 17.8, 뒷목점~앞허리중심점 54.9, 가슴둘레

+라펠까지 길이 35.6, 어깨선길이 10.9, 소매둘레

40.6, 팔꿈치둘레 34.5, 소매밑단둘레 20.3, 소매길이

66 등 이다.21) Vandael의 경우 <그림 7>22)과 같이

등길이 47, 치마길이 59, 가슴둘레 82, 허리둘레 72,

뒷품 34, 가슴수위 몸판 뒤중심선~팔꿈치~손목까지

길이 54~88, 뒤중심선~어깨선과 진동선이 만나는

점까지 길이 15, 라펠꺽임선길이 64, 옆선길이 24, 겉

소매 위팔둘레 22, 겉소매 팔꿈치둘레 17, 겉소매 손

목둘레12, 소매길이 72 등을 사용하고 있다.23) 기본

필요치수를 가지고 추정식을 사용하는 현재의 기성

복 제도법과 달리 직접계측에 의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치수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표

4>의 치수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레항목은 여유

분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현재24)보다 피트하였

고, 길이항목은 총길이는 무릎수위로 다소 짧았으며,

소매길이는 상당히 긴 편으로 퍼프량과 손등을 덮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Compaing과 Vandael 모두 패턴의 형태는 비슷하였

으나, Compaing은 피그드라펠과 한 장 소매를 Vand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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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숄칼라와 두 장 소매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앞은 몸판과 치마가 두 장으로 분리되고, 뒤

는 한 장으로 연결되며, 소매는 한 장 혹은 겉소매와

안소매 두 장으로 구성되었다. 앞 몸판은 옆 패널과

연결되어 한 장을 이루는데 다트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 매우 타이트한 치수를 사용해야만 몸에 피트

시킬 수 있다. 옆 목점부터 허리 중심점에 이르는 선

을 칼라 꺾임선으로 하고 평상복의 경우 앞 중심선

에 라펠이 추가적으로 붙게 제도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앞 어깨선이 뒤 몸판 쪽으로 확장되어

넘어가게 되므로 가파른 사선의 어깨선을 뒤 몸판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폭이 매우 좁은 뒤 몸판은 뒤

허리 중심이 피트되도록 사선이 되고, 옆쪽은 프린세

스 라인을 이루며, 역시 좁은 폭의 치마부분이 아래

로 살짝 퍼지지만 거의 직선에 가깝다. 뒤 중심에는

트임이 옆선에는 주름이 잡히도록 구성되어 결과적

으로 뒤 양쪽 주름을 형성한다. 분리된 앞치마는 수

평으로 잘린 앞 허리선에 좁은 가로 벨트 같은 부분

이 진행되다가 밑단까지 사선의 치마부분을 형성하

였다.

Vandael의 패턴북은 봉제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데25), 박물관소장복식의 분석과 종합하여 고증제작을

위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순서별로 세밀하게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심지부착, 칼라, 주름, 주머니,

단추구멍, 소매, 커프스, 안감 등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한 기록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접: 가슴판, 라펠, 칼라에 심지 포(toile)를 밀

리지 않도록 꿰매어 부착하고, 라펠과 칼라는

다림질하여 모양을 잡는다.

•칼라: 숄, 테일러드, 스탠딩 칼라 등 다양한 형

태에 따라 평평하거나 휘어지도록 여유를 조절

하면서 여러 조각을 이어 붙여 모양을 잡은 후,

목둘레에 뒤 중심부터 앞쪽을 향해 당기지 말고

봉제하여 연결한다.

•옆주름: 앞뒤 주름분의 식서가 일치하도록 연결

하며, 주름의 시접이 겹치는 끝부분은 천 조각

을 덮어 꿰매어 마무리한다.

•주머니뚜껑: 앞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모양으

로 만들고, 심지와 안감을 대고 수평으로 위치

시킨다.

•단추 구멍: 끝단에 길이로 실크밴드를 부착하여

바탕을 단단히 한다.

•소매: 위아래 소매를 연결하고, 진동은 여유분

이 소매산 쪽으로 가도록 겨드랑이부터 소매정

점을 향해 바느질하여 연결한다. 슬리브헤드에

해당하는 어깨보강부분을 앞에서 뒤로 살짝 잡

아당기면서 부착한다.

•커프스: 접을 수 있도록 겉감 두 겹으로 따로

만들어 소매와 연결하고, 밑단쪽 소매옆선에 소

매 트임이 있는 경우 단추를 단다.

•안감 넣기: 라펠, 단추달리는 부분, 안단을 각각

분리하여 겉감과 같거나 유사한 색상과 재질로

안에서 시접을 이어박아 뒤집는 방식으로 연결

한다. 나머지 부분의 안감은 겉감 안쪽에 덮어

촘촘한 시침질이나 새발뜨기로 꿰맨다. 안감은

양옆 주름을 만들지 않는다. 소매는 당기지 않

도록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게 안감을 넣는다.

4. 박물관 보존 19세기 초 남성 겉상의 분석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19세기 초 복식유물 5점

의 조사를 통하여 고증제작에 참고할 자세한 형태

및 봉제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전시 중인

관계로 학예연구원에의해 서면으로 정보가 수집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소장복식 T. 100-2003,

T. 118-1953, T. 683-1913 3점을 통해서는 자세한 형

태특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파리장식미술박물

관 소장복식 UF 52-12-57 1점과 프록코트 55255.A

1점은 필드웤을 통해 직접 조사되었으며, 형태는 물

론 봉제특징을 조사할 수 있었다. 앞서 19세기 초 서

양 남성 겉상의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록

코트는 당시의 대표유형 중 하나로 분석 대상으로서

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된 박물관 소장복식은 전체적으로 19세기 초

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형태특징은 <표 2>와 같

다. 앞 몸판이 허리선에서 수평으로 잘리거나 사선으

로 벌어진 형태의 더블여밈이고, 프록코트의 경우 밑

단까지 수직으로 닫긴 더블여밈이다. 총길이는 87~

98cm로 파리장식미술관 소장 UF 52-12-57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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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덮는 길이 정도이고, 그 외 모두 무릎 바로 위 정

도의 길이이다. 밖으로 꺾인 라펠에 롤칼라 혹은 스

탠딩칼라가 달렸는데, 만나는 부분에 M자형 너치를

이루기도하고, 프록코트의 경우 피그드라펠 이다. 뒤

몸판 하단에 모두 양쪽 옆주름이 있고, 뒤 중심의 트

임은 ㄱ자형으로 봉제되었다. 소매길이가 손등을 덮

을 정도로 긴 일자 소매는 어깨에 주름이 있고, 퍼프

가 많을 경우 양다리형을 이룬다. 겉감의 색상은 빨

강색, 군청색, 갈색, 어두운 초록색, 검정색 등 모두

어둡거나 짙고, 소재는 모두 울 소재를 사용하고 있

다. 디테일로 겉 칼라를 벨벳으로 감싸거나, 새틴 리

본을 트리밍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단추는 주로

금속단추를 달았는데 프록코트의 경우 새틴으로 싸

개단추를 만들어 달았다. 안감은 실크 새틴, 울, 린넨,

코튼 등이 부분별로 달리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소장복식을 통해서는 형태는 물론 봉제방법

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과 같이 파리

장식미술박물관 소장유물 2점(UF 52-12-57, 55255.A)

을 통해 봉제특징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전체적으로

재단된 각 조각을 박음질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디테일별로 형태 구성을 위해 세심한 봉제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앞 몸판, 라펠, 앞치마, 뒤 몸판(뒤치마와

한 조각)은 안에서 겉감끼리 박아 뒤집어 연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파리 장식미술 박물관

재무번호 T. 100-2003 T. 118-1953 T. 683-1913 UF 52-12-57 55255.A

연도 1810-1820 1815-1820 1828-1830 1818-1829 1840

총길이 97cm 96cm 98cm 87cm 96cm

형태

유형
수평 앞허리선

테일코트

수평 앞허리선

테일코트

수평 앞허리선

테일코트

사선 앞여밈선

테일코트

수직 앞여밈선

프록코트

앞여밈 더블여밈 더블여밈 더블여밈 더블여밈 더블여밈

칼라
롤칼라

M너치

롤칼라

M너치
스탠딩칼라 롤칼라

롤칼라

피그드라펠

주름 양쪽 옆주름 양쪽 옆주름 양쪽 옆주름 양쪽 옆주름 양쪽 옆주름

뒤트임 ㄱ자 뒤트임 ㄱ자 뒤트임 ㄱ자 뒤트임 ㄱ자 뒤트임 ㄱ자 뒤트임

소매
일자 2장 소매

어깨주름

일자 2장 소매

어깨주름

일자 2장 소매

어깨주름

일자 2장 소매

어깨주름

일자 2장 소매

어깨주름

색상 red blue brown dark green black

소재

겉감 wool wool wool wool wool

디테일 metal buttons brass buttons
velvet collar

metal buttons
metal buttons

velvet collar

satin buttons

satin strap

안감 satin, cotton wool wool, cotton wool, linen wool, silk

유물 사진

- collections.vam.a

c.uk

- collections.vam.a

c.uk

- collections.vam.a

c.uk

- 파리장식미술

박물관

- 파리장식미술

박물관

<표 2> 박물관 소장복식의 형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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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앞 몸판 가슴부분과 라펠 안쪽에서 성근 홈질로

심지를 부착하였고, 칼라의 경우 아래칼라 안쪽

에서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홈질하고 스탠딩부분

은 여러 줄로 박음질하여 심지를 부착하여 칼라

의 모양을 잡았다.

앞여밈, 뒤트임,

옆주름
칼라 및 라펠

주머니

단추 구멍
소매 안감

사진

UF 52-12-57 UF 52-12-57 UF 52-12-57 55255.A 55255.A

UF 52-12-57 UF 52-12-57 UF 52-12-57 55255.A UF 52-12-57

UF 52-12-57 UF 52-12-57 55255.A UF 52-12-57 UF 52-12-57

UF 52-12-57 55255.A UF 52-12-57 55255.A UF 52-12-57

봉제

특징

-앞여밈: 몸판, 라펠,

치마를 분리재단 후

연결

-뒤트임: 왼쪽 트임

이 ㄱ자로 오른쪽

트임을 덮어 위에서

촘촘히 바느질하여

연결

-옆주름: 겉감만 주

름분을 뒤 중심쪽으

로 접어 밑단에 고

정하고 안감은 주름

잡지 않음.

-칼라: 아래칼라 안

쪽에서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홈질하고

스탠딩부분은 여러

줄로 박음질하여 심

지를 부착

-라펠: 몸판 앞 중심

에 따로 연결된 라

펠분량의 아래라펠

안쪽에서 칼라보다

성근 홈질로 심지부

착

-주머니: 뚜껑은 안감

과 겉감을 박아 뒤집

어 모양을 만들어 부

착하고, 주머니가 없

는 경우도 있음.

-단추구멍: 일자형 혹

은 단추가 들어가는

앞부분이 둥근 일자

형으로 자르고 버튼

홀스티치로 마무리

-어깨와 소매산 부근

을 보강하여 진동 형

태를 고정

-소매안감은 비교적

더 유연한 재질을 사

용하고 넓이의 여유

도 주어 움직임을 원

할히 함.

-소매밑단과 트임에

안감이 더 작아 보이

지 않도록 하고 3개

정도의 단추를 담.

-안단, 앞몸판, 뒤몸

판, 치마의 안감을

각기 달리하고 앞몸

판은 솜을 넣어 누

비기도 함.

-뒤몸판 중심에 주름

을 잡아 여유를 줌.

-치마허리에 5~6개

가량의 굵은 주름을

잡아 여유를 줌.

-전체적으로 안감을

덮어 감침.

- 저자촬영, 2013

<표 3> 박물관 소장복식의 봉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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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판 디테일인 주머니 뚜껑은 안감과 겉감을 박

아 뒤집어 모양을 만들어 부착하였는데, 주머니

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단추 구멍은 잘라 버튼홀스티치로 마무리하여

일자형 혹은 단추가 들어가는 앞부분이 둥근 일

자형을 이었다.

•프록코트의 경우 라펠, 앞여밈과 소매 밑단에

새틴 띠를 돌려 박아 끝단을 보강하였고, 겉 칼

라를 벨벳으로 덮어 새발뜨기로 고정하였다.

•뒤트임은 왼쪽 트임이 ㄱ자로 오른쪽 트임을 덮

어 위에서 촘촘히 바느질하여 연결하였다.

•옆주름은 겉감만 주름분을 뒤 중심쪽으로 접어

주름 윗부분과 밑단에서 고정하고 안감은 주름

분을 만들지 않았다.

•어깨와 소매산 부근을 보강하여 진동 형태를 고

정하였다. 소매안감은 비교적 더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넓이의 여유도 주어 움직임을 원활이

하였고, 소매밑단과 트임에는 안감의 길이를 더

짧게 하여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3개정도

의 단추를 달았다.

•안감의 경우 안단, 앞 몸판, 뒤 몸판, 치마의 안

감을 각기 달리하고 앞 몸판은 솜을 넣어 누비

기도 하였다. 뒷목 중심에 주름을 잡아 여유를

주었고, 치마허리에도 5~6개가량의 굵은 주름

을 잡아 여유를 주었다. 앞 여밈부분을 제외하

고 전체적으로 안감을 덮어 감치는 방식으로 박

아 고정하였다.

Ⅲ. 고증제작
1. 고증제작설계

1) 모델 선정

모델 선정을 위해 해당연도의 회화 및 판화에 나

타난 남성복식, 패턴북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 박

물관 보존복식 등의 형태 고찰 및 분석결과에 따라,

19세기 초 서양 남성 겉상의 중 테일코트 유형 1을

본 연구에서 고증제작할 대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1815-1820년대의 전형적인 겉상의 형태로, 대표유형

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보존복식인 빅토리아 앤 알

버트 박물관의 소장복식 T. 118-1953을 고증제작의

기본 모델로 하였다.

<그림 8>의 도식화와 같이 선정모델의 형태는 다

음과 같다. 앞 허리자락이 가로 직선으로 잘려나간

더블 여밈이며, 뒤 중심에 트임과 양쪽에 옆주름이

있다. 어깨선과 옆선이 뒤쪽으로 넘어가 다이아몬드

형의 뒤 몸판을 이룬다. 폭넓은 롤칼라가 꺾여진 라

펠이 함께 테일러드칼라 형태를 이루고, 칼라와 라펠

이 만나는 부분에 너치가 있어 M자형을 이룬다. 소

매는 길이가 길고 소매 폭이 상당히 좁으며 커프스

가 달려 있고 어깨 주름이 있어 퍼프를 형성하고 하

고 있다. 양쪽가슴에 길이로 단추구멍은 4개씩 만들

고 단추는 3개씩 달리도록 하며, 뒤 주름 허리선과

밑단에도 단추가 하나씩 달린다. 주머니 뚜껑은 허리

선에 맞추어 양 옆에 부착되어 있다.

<그림 8> 선정 모델의 도식화

- 저자그림

2) 패턴

1833년에 출간된 Vandael의 패턴북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이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상의 유형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소개하고 있어, 몸판, 소매, 칼라

패턴을 참고하였다. 출간 시기는 다소 늦지만 다양한

칼라의 패턴이 수록되어있는 <그림 9> Ladevèze26)의

패턴북을 통해 유사 형태의 칼라 모델을 참고하여

칼라 패턴의 형태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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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e musée des tailleurs illustré, 1874

- Cours de coupe du tailleur de Paris, pl. 1

치수의 경우 당시 평균치수에 관한 자료나 선행연구

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표 4>와 같이 Compaing와

Vandael의 패턴, 고증제작패턴을 연구한 Waugh의 패

턴 그리고 박물관 보존복식의 치수를 비교하여 선정 모

델에 맞게 길이 및 형태 등을 정하였다. 이를 평면패턴

으로 제도하고 머슬린으로 제작하여 형태를 검토하였다.

3) 소재 및 봉제

패턴북의 고찰과 보존복식의 분석의 결과를 토대

로 소재 및 봉제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

사한 박물관보존복식 5점 모두 겉감으로 모가 사용

되었고, 안감으로는 안감은 실크 새틴, 울, 린넨, 코

튼 등이 부분별로 달리 사용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8세기 말 19

세기 초에 겉감으로는 모, 견, 면 을, 안감으로는 모,

마, 면 을 주로 사용하였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존복식과 같이 겉감으로 능직의 모 소재를 사용하

였고, 안감의 경우 시판되는 견보다 인조견이 보존복

식의 것과 훨씬 유사한 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자

직의 인조견을 사용하였다.

4) 맞음새 관찰

본봉 후 제작한 모델과 유사한 치수의 착의자를

선정하여 맞음새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델은 19세기 초 고증물이므로 피팅과 보정을 거치

지 않고 인체 상 관찰을 최종 결과로 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고증제작설계에 따른 패턴제작, 봉제, 맞음새 검토

및 완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턴 제작
패턴은 앞 몸판 2장, 앞치마 2장, 뒤 몸판 2장, 안

소매 2장, 바깥소매 2장, 라펠 2장, 칼라 2장, 커프스

4장, 주머니 뚜껑 2장으로 총 20장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패턴의 중심을 식서 방향에 맞게 배치하였으며,

칼라와 커프스의 이면과 주머니 뚜껑은 바이어스로

배치하였다. 선정모델이 구현되도록 제작한 패턴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총길이

Compaing 패턴 91.4 76.2 41.4 66.0 87.1

Vandael 패턴 82.0 72.0 47.0 72.0 106.0

Waugh 패턴 81.9 72.0 45.0 58.5 94.5

UF 51-12-57 80.0 64.0 45.0 58.5 87.0

55255.A 84.0 64.0 43.5 58.0 96.0

고증제작 82.0 70.0 45.0 68.0 105.0

남윤자, 이형숙 96.0 82.0 43.0 58.5 109.5

<표 4> 치수비교표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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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19세기 초 남성 겉상의 고증패턴

- 저자그림

2) 봉제과정 및 방법

봉제는 심지부착, 뒤 몸판 연결 및 뒤트임 만들기,

앞 뒤 몸판 연결 및 옆주름 만들기, 몸판과 칼라 연

결, 소매 및 커프스 연결, 주머니뚜껑 부착, 안감 넣

기 순서로 하였고, 모든 과정은 겉감과 안감 봉제를

병렬로 진행한 후 안감을 넣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심지부착

심지 부착 부위는 앞 몸판 및 라펠, 칼라, 주머니

뚜껑으로 앞 몸판과 라펠 겉감을 먼저 연결한다. <표

5>와 같이 칼라의 꺾임선 아래 스탠드 부분은 촘촘

한 시침질로 고정하고 칼라의 형태를 잡아가며 팔자

뜨기로 겉감과 고정한다. 앞 몸판의 심지부착의 경우

심지와 겉감을 큰 팔자뜨기로 고정한 후 꺾임선을

큰 시침질로 고정한다. 어깨 부분의 심지를 완성선을

따라 자른 후 새발뜨기로 고정한 후 네크라인과 암

홀의 완성선을 따라 시침질로 고정한다. 일정한 간격

으로 라펠 부분을 팔자뜨기로 고정한 후 형태를 잡

아가며 꺾임선 밖 3mm 위치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팔자뜨기로 고정한다. 라펠을 따라 바이어스 테이프

를 새발뜨기로 붙인다. 이는 보강을 위한 작업으로

칼라 라펠

뒤 중심 연결
뒤트임 만들기

몸판과 칼라 연결
가윗밥 주기 시접 접기 주름

- 저자촬영, 2013

<표 5> 각 부분의 세부 봉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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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봉제 방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라펠부분의 심지를 완성선을 따라 자른다.

(2) 뒤 몸판 연결 및 뒤트임 만들기

뒤 중심에 있는 뒤트임의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뒤 중심을 연결하고 시접을 정리한다. <표 5>의

그림과 같이 뒤 중심의 주름 부분의 시접을 대각선

으로 가윗밥을 낸 후 완성선을 따라 주름의 가로 방

향의 시접을 먼저 접은 후 세로 방향의 시접을 접는

다. 접은 시접은 새발뜨기로 고정한다. 주름 분량은

왼쪽 자락을 바깥으로 빼내어 이후 매우 촘촘한 감

침질로 마무리한다.

(3) 앞 뒤 몸판 연결 및 옆주름 만들기

앞 몸판과 앞치마를 허리선에서 연결하고, 앞몸판

과 뒤몸판의 어깨선과 옆선을 연결한다. 이때 양 옆

선의 주름은 뒤트임의 주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

는데, 옆선 연결 후 주름 잡은 양쪽 주름 모두 뒤 중

심 쪽으로 접는다.

(4) 몸판과 칼라 연결

몸판 봉제 과정 이후 <표 5>의 그림과 같이 몸판

과 칼라를 연결한다. 칼라의 스탠드 분은 높게 세워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끼워 박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끼워 넣어 박는 방법 대

신 고증한 바와 같이 시접을 칼라 부분으로 올린 후

공그르기로 안감과 연결하였다.

(5) 소매 및 커프스 연결

먼저 소매 두 장을 봉제한 후 어깨의 주름을 잡아

앞서 고찰한 과장한 퍼프 형태를 형성한 후 몸판과

연결한다. 소매의 뒷 절개선은 앞 몸판과 뒤 몸판의

절개선과 만나도록 한다. 봉제 후 어깨선을 보강하기

위해 패드 및 슬리브헤딩을 부착하며 분리되지 않도

록 실고리를 만들어 고정한다.

양 쪽 각 2장,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프스

는 앞과 뒤의 세로선을 연결한 후 소매 안감과 연결

한다. 커프스의 안쪽은 소매의 안감과, 커프스의 겉

쪽은 소매의 겉감과 연결한다.

(6) 주머니 뚜껑 부착

주머니 뚜껑은 재단 후 겉감과 안감을 박아 뒤집

어 형태를 만든 후, 몸판의 주름과 같은 높이에 부착

하고, 바깥 양옆에서 박아 고정한다.

앞면 측면 뒤면

- 저자촬영, 2014

<표 6> 고증제작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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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감 넣기

몸판과 소매 밑단은 겉감과 길이를 같이하였다.

둘레항목에서는 여유를 주었는데, 뒷목 중심선에서

1cm주름을 잡았고, 소매통도 0.5cm 크게 하였다. 안

감에서는 겉감의 옆주름과 뒤트임에 있는 주름을 잡

지 않고, 대신 여유분을 주기위해 허리선에 6개의 주

름을 잡았다. 전체적으로 겉감시접을 덮어 감치는 방

식으로 봉제하였다.

3) 맞음새 관찰 및 완성

아래 <표 6>의 고증제작 결과물을 제작된 모델과

같은 치수의 인체에 상의를 착의시키고, 도식화와 자

료를 참고하면서, 길이항목, 둘레항목, 세부항목의 형

태 및 위치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맞음새 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본 연구의 모델이 19세기 초 고증물

이므로 예상한대로 인체 상에서 둘레항목이 매우 피

트한 형태였고, 소매길이는 퍼프량을 감안하더라도

15cm가량 인체 팔 길이를 초과한 점이었다. 그 외

칼라, 뒤트임, 옆주름, 주머니뚜껑, 단추 및 단추구멍

등의 디테일의 형태와 위치 맞음새는 좋은 편이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19세기 초 서양남성 겉상의의 대표유형

테일코트의 고증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고증자료 분

석과 고증제작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문헌자료에 의한 겉상의의 개념고찰 결과에 따르

면, 19세기 초 서양 남성 일상복 겉상의 대표유형은

테일코트와 프록코트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

두를 프랑스에서는 아비 혹은 프락이라고 하였다.

판화, 회화, 패턴북 등 그림자료의 수집 및 분류를

통해 테일 코트와 프록코트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테일코트는 무릎길이로 밀착되고 직선적인 실루엣으

로 앞여밈의 허리하단이 잘려나가거나 사선으로 벌어

진 두 가지 형태이고, 프록코트는 몸판과 허리는 가

늘게 밀착되고 허리아래 스커트 부분이 밑단으로 갈

수록 넓게 퍼지는 실루엣을 이루는 형태로 구분된다.

19세기 초 남성복식 관련 패턴북 고찰과 보존복식

조사를 통해 파악된 테일코트의 패턴 및 봉제 제작

기술의 특징에 따르면, 치수는 둘레항목은 여유분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피트하였고, 길이

항목은 총길이는 무릎수위로 다소 짧았으며, 소매길

이는 상당히 긴 편이었다. 패턴의 형태 특징은 앞몸

판과 치마는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뒤 몸판은 상

하가 연결되고 허리폭이 매우 좁으며 프린세스 라인

을 이루고 있고, 앞 어깨선이 연장되어 뒤 몸판 쪽으

로 넘어가서 가파른 사선을 이루고 있다. 뒤 중심에

트임과 뒤 양쪽 옆선에 주름이 잡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덧붙여진 피그드라펠과 목둘레에 숄칼라가 연

결되어 현재의 테일러드칼라 형태를 이루고, 연결된

모서리가 M자형 너치를 이룰 수 있게 제도되어 있

다. 소매는 한 장 혹은 겉소매와 안소매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제는 전체적으로 재단된 각 조각을

박음질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디테일별

로 형태 구성을 위해 세심한 봉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 몸판 가슴부분, 라펠, 칼라 안쪽에서 부분별

로 적합한 땀수로 심지를 부착하여 모양을 잡았다.

뒤트임은 왼쪽 트임을 밖에서 ㄱ자로 덮어 연결하였

고, 옆주름은 주름분을 뒤 중심쪽으로 접어 고정하였

다. 어깨와 소매산 부근을 보강하여 진동 형태를 고

정하였다. 안감의 경우 앞여밈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적으로 안감을 덮어 감치는 방식으로 박아 고정하였

고, 뒷목 중심에 주름을 잡아 여유를 주었고, 치마허

리에도 5~6개가량의 굵은 주름을 잡아 여유를 주었

다. 소매안감은 비교적 더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넓이의 여유도 주어 움직임을 원활이 하였다.

19세기 초 남성 테일 코트의 분석된 형태와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모델을 선정하여 고증제작한 결과,

패턴은 앞 몸판 2장, 앞치마 2장, 뒤 몸판 2장, 안소

매 2장, 바깥소매 2장, 라펠 2장, 칼라 2장, 커프스 4

장, 주머니 뚜껑 2장으로 총 20장으로 구성되었다.

봉제는 고증자료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심

지부착, 뒤 몸판 연결 및 뒤트임 만들기, 앞 뒤 몸판

연결 및 옆주름 만들기, 몸판과 칼라 연결, 소매 및

커프스 연결, 주머니뚜껑 부착, 안감 넣기 순서로 제

작되었다. 완성 후 결과물을 유사 치수의 인체에 착

의시키고 맞음새를 관찰한 결과, 둘레항목이 매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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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한 형태였고, 소매길이는 인체 팔 길이를 상당히

초과하였다. 그 외 디테일의 형태와 위치의 맞음새는

설계와 동일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 그림, 패턴북에서 파악된 테일코

트의 형태와 보존복식 분석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과 유물이 유사한

점을 통해 당시 의복 제작이 거의 매뉴얼화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19세기 당시 남성복은 현재의 남

성복과 생산방법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형태나 제작방

법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19세기 서양남성복에 관한 패턴북

과 보존복식 분석에 의한 고증이 이루어졌던 점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소재복원, 치수의 호완, 일

부 봉제방법 등 완벽한 고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연

구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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