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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식의 외적인 형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

며, 시대에 따라 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르다[21]. 여성복 스타일 변화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

이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여성복은 매우 장

식적이고 과장된 스타일에서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남성용 의상으로 착용되던 재킷이 여성용으로도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여성의 재킷 착용은 19세기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로 접어들어 본격화되었고, 유행에 민감

한 상류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24].

선행연구들은 산업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인 187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의 서구 사회

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지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는 정치, 경

제, 문화적인 측면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옷의 스타일들도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21].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생활양식의 변화는 의생활 전반에 걸친 변

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맞춤복보다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 신속하게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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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in the sleeve patterns of women’s jacket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o meet this purpose, we analyzed nine sets of historic sleeve patterns. 

The experimental sleeve patterns were selected from the English costume source books that provided women’s 

costume patterns from the 1890s and 1900s. These experimental sleeve patterns were drafted on the basis of 

the directions given in the source books. The sleeve lengths, widths, and angles of each sleeve pattern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ilhouette of the two-piece sleeves of women’s jackets 

in the 1890s had a tight fit; further, they had a sharper elbow curve than that of 1900s’ sleeves. The sleeves 

of the 1890s’ women’s jackets were 6–11 cm shorter or narrower than the sleeves of the 1900s’ jackets. The 

under-sleeve inseam angle of the 1890s’ sleeve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1900s’ sleeve. The outseam angle 

of the upper sleeve was greater than the under-sleeve angle of the 1900s’ sleeve pattern. The elbow curve of 

the women’s jacket sleeve pattern appeared to be a sluggish silhouette. This change happened as the outseam 

angle of the under sleeve was reduced. This shows that the elbow curve silhouette of the women’s jacket 

sleeves of the 1890s and 1900s has controlled the change in the under-sleeve outseam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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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수 있는 기성복을 선호하게 되었다[12]. 또한 의류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는 생산기술의 혁신, 생산규모의 대량화를 초래

하였고[19], 신속한 의류 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예

를 들어 재봉틀, 기성복 생산을 위한 패턴, 지퍼의 발명 등 많은 

기술 개발이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14]. 또한 1890년

대는 현대 의상의 모드가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의류제작 기

술이 현저하게 발전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패턴 제작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의류 제작을 표준화된 제도법이 체계적으

로 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여성복 패턴 설계 기술의 파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5].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의 의상 스타일과 의복 패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당시 서양복식의 실루엣 및 스타일 변화[7, 14-16, 23]를 

고찰하기도 하였고, 바디스, 칼라 등 디테일의 형태를 비교 분석

하기도 하였다[3, 13, 22, 26]. 또한 소매 패턴을 중심으로 시대

별 특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7, 20].

소매는 재킷의 보조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킷의 전체적인 스타일 특징을 보여주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22]. 일반적으로 재킷의 소매패턴은 윗소매(upper sleeve)와 

아랫소매(under sleeve)의 두 장으로 제작되며, 이는 입체적인 실

루엣을 나타내어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맵시있게 보이도록 한다. 

윗소매와 아랫소매의 19세기와 20세기 초 과거 서양 여성복의 소

매 패턴을 연구한 Lee [17]과 Moon [20]은 소매의 길이, 너비, 둘

레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현대 여성의 

체형에 맞춘 19세기 의상스타일 설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소매 실루엣 특징을 보여주는 패턴의 특징에 대한 객관적

인 자료 분석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여성복 재킷 소매

의 패턴 형태를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에서 그 당시의 여성복 소매 

실루엣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스타일을 선정하여 당시 여성복 소

매 패턴의 특징을 패턴 형태의 수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론적 배경

1. 19세기 말 & 20세기 초 서양 여성복의 특성

1890년에서 1910년 사이의 여성복은 20세기 현대 여성 복식

의 기초를 제공한다[4]. 근대 의복이 확립된 시기를 1890년대부

터로 주장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의생활에 남성복에서 도입된 의

류 양식인 슈트의 착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14], 또 다른 선행연구로 1900년대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슈트의 착용이 대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 개발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24]. 이와 같은 자료들은 여성들이 슈트

를 착용하게 된 동기와 유행이 여성복 스타일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큼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복의 변화는 여성의 사

회 활동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의상과 

여성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새롭게 등장한‘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이 시대의 진취적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으며[6], 여성

의 교육 기회 증가, 스포츠 활동의 확대, 여성의 권리와 참정권 

획득 등 여러 가지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

으로 묘사되고 있다. 신여성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외

적 상징으로 의상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남성복의 대표적 품목

인 재킷이 여성복의 품목으로 도입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사회

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산업의 활성화는 여성들의 사회활

동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여성들은 거추장스런 드레스보다는 간

결하고 활동적인 테일러드 슈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

었다[25]. 여성복의 변화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표

현의 도구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도

구로도 사용되었다[18].

19세기 말 여성복은 여성의 인체 실루엣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매우 타이트한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 여성복 상의인 바디스

는 목부터 허리까지 매우 타이트하였으며, 소매는 팔꿈치부터 손

목까지는 타이트한 실루엣이었다. 이러한 소매 실루엣을 유지시

키기 위해 소매산에는 개더를 넣어 부풀린 모양을 유지시키고, 효

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매부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나

타냈다[5]. 이와 같은 소매 형태는 양의 다리와 유사하다 하여‘래

그 오브 머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라고 표현하기도 하

였으며, 이러한 실루엣 특징은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22].

또 다른 연구자들은 20세기 전반기 여성복의 대표적인 변화를 

단순화되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스타일의 시도라고 지목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과

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주

장을 바탕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여성복 재

킷 소매의 패턴이 당시 여성복 재킷의 실루엣의 특징과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여성복 재킷 소매패턴의 형태

와 실루엣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여성복 재킷 소매 패턴 치수 항목

19세기-20세기 여성복을 재현하기 위한 패턴 설계 기술을 



Vol.52, No.1, February 2014: 55-62 | 5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1890년대와 1900년대 여성복 재킷 소매 패턴형태연구

설명한 문헌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1, 11, 

27]. 그러나 이들 문헌들이 제시한 패턴들은 외곽선의 형태만 제

시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패턴 형태를 실물 사이즈로 확대할 

수 있도록 패턴 확대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현대 패턴 설계에서 사용하는 부위별 

인체 측정 치수를 사용하여 제도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패턴과 신

체 치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제한이 된다. 또한 현대 패턴

에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봉제시 필요한 시접 맞춤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소매산 정점과 

겨드랑점에 관한 정확한 표시가 없다.

따라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여성복 재킷패턴 특징을 연

구한 선행연구자들은 소매패턴의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제안하였다[17, 20].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측정항목의 

범위는 측정한 자료의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Moon [20]은 19세기 말 여성 재킷의 두 장 소매의 치수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윗소매, 아랫소매의 길이, 너비 및 둘레의 28항목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Lee [17]는 19세기 중기와 말기의 여성

재킷의 소매 패턴의 대략적인 실루엣을 파악하기 위하여 길이, 높

이, 둘레의 5항목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Moon [20]은 현대 20

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치수를 적용하여 19세기 여성복 패턴을 

설계방법을 제안하였고, Lee [17]는 기성복 기준치수를 적용하여 

19세기 여성복 원형을 설계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소매 패턴 치수 측정방법은 이 시기 여

성복 소매에서 나타나는 팔꿈치가 구부러진 소매 패턴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양 여성복의 소매 패

턴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인 팔꿈치 꺽임 각도와 길이, 폭을 비교 분

석하여 이 시기의 여성복 소매 패턴 형태의 특징이 소매의 실루엣 

특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소매 패턴 선정 및 제도

연구대상 소매 패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여성 재킷

의 소매 패턴 형태가 제시되어 있고, 패턴을 실물 사이즈로 확대

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문헌[8-10]에서 발췌하였다. 이 패턴

들은 당시 미국 가내 재단사들의 실제 패턴을 수록한 전문지(The 

Voice of Fashion)에 제시된 것들이었다. 연구용 소매 패턴선정기

준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여성복 재킷 스타일중 전완 부위

가 타이트하고 베이직한 스타일의 소매이었다. 당시 여성복 소매

의 특징이 소매산은 부풀린 스타일이 대부분이므로 소매산은 약

간 부풀린 스타일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소매산의 부풀

림 정도가 큰 스타일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9개 

스타일의 소매 패턴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연구

용 패턴은 모두 윗소매와 아랫소매로 구성되는 스타일이었다. 연

구패턴은 실물크기로 제작하는 방법은 연구용 소매패턴을 발췌한 

문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랐으며, Pad System Master Pattern 

Figure 1. The silhouette of two-piece sleeve patterns for the experiment. The 1890.a, 1890.b, 1891.a, and 1891.b patterns are from Harris [10]. The 1891.c pattern is 
from Harris [9]. The 1907.a, 1907.b, 1909.a, and 1909. b patterns are from Grim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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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er. 5.0 (Pad System Technologies Inc., Los Angeles, 

C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도하였다.

2. 패턴 측정 항목

연구용 소매 패턴의 치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20]에서 제시

한 소매길이, 소매 부리너비, 소매폭 외에도 소매 전완부의 소매 

실루엣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매 팔꿈치 꺾임 각도와 소매부리 각

도 등을 포함하였다. 소매 팔꿈치 꺾임 각도는 윗소매와 아랫소매

의 내측선과 외측선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각도는 기초선으로부

터 소매기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Figure 2).

소매 팔꿈치 꺾임각도는 팔꿈치점을 기준으로 윗소매의 외측

선 각도는 a, 아랫소매의 외측선 각도는 a'로 표시하였다. 또한 

내측 팔꿈치점을 기준으로 윗소매의 내측선 각도는 b, 아랫소매

의 내측선 각도는 b'로 표시하였다. 소매부리의 각도는 윗소매의 

소매부리 각도는 d, 아랫소매의 소매부리 각도는 d'로 표시하였다. 

각도는 각각 해당 부위의 수직, 수평의 길이를 측정하여 삼각함수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길이 측정을 위한 기준점과 기초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윗소매 기초선은 소매외곽점(①②③④)을 지나는 직각선으로 제

도하였고, 아랫소매 기초선은 소매외곽점(⑤⑥⑦⑧)을 지나는 직

각선으로 제도하였다.

윗소매총길이(total length of upper sleeve)는 윗소매 외곽

점①과 ④의 수직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아랫소매총길이

(total length of under sleeve)는 아랫소매 외곽점⑤와 ⑧의 수

직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윗소매 외측소매선길이(length of 

outseam line of upper sleeve)는 외측소매산 끝점에서 외곽점④

까지의 패턴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윗소매 내측소매선길이

(length of inseam line of upper sleeve)는 소매외곽점②와 ③의 

패턴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아랫소매 외측소매선길이(length 

of outseam line of under sleeve)는 소매외곽점⑤에서 ⑧까지의 

패턴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아랫소매 내측소매선길이(length 

of inseam line of under sleeve)는 소매외곽점⑥에서 ⑦까지의 

패턴선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윗소매폭(width of upper sleeve)

Figure 2. Sleeve pattern measuring dimensions: length, width, and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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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윗소매의 외곽점②에서 내린 수선이 외측소매선과 접하는 수

평선상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아랫소매폭(width of under sleeve)

은 아랫소매의 외곽점⑥에서 내린 수선이 외측소매선과 접하는 

수평선상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윗소매부리 너비(cuff width of 

upper sleeve)는 윗소매의 외곽점③과 ④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아랫소매부리 너비(cuff width of under sleeve)는 아랫소매 외곽

점 ⑦과 ⑧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1. 소매길이

연구패턴으로 선정한 총 9종의 여성복 재킷 소매 패턴의 길이

를 측정한 결과 20세기 초 스타일이 19세기 말 스타일보다 길이

가 길었다. 윗소매길이는 1890년대 말 재킷소매길이(52.7-62.2 

cm)보다 1900년대 초 재킷 소매길이(63.8-67.6 cm)가 더 길었

다. 아랫소매길이도 1890년대 말 재킷 소매길이(48.3-48.9 cm)

보다 1900년대 초 재킷 소매길이(54.6-57.7 cm)가 더 길었다. 이

러한 결과는 1890년대 말 여성복 재킷의 소매가 전체적으로 1900

년대 초 여성복보다 6-11 cm 더 짧았음을 보여준다(Figure 3).

소매의 굽혀진 형태 특성을 보여주는 윗소매의 외측 소매선

(outseam line) 길이와 내측 소매선(inseam line) 길이 차이를 측

정한 결과 외측 소매선의 길이는 1890년대 말 재킷 소매(46.3-

49.0 cm)보다 1900년대 초 재킷 소매(53.1-57.6 cm)가 4.1-

11.3 cm 더 길었다. 내측 소매선의 길이도 1890년대 말 재킷 소

매(36.8-38.7 cm)보다 1900년대 초 재킷 소매(43.0-45.4 cm)

가 더 길었다. 윗소매의 외측 소매 길이와 내측 소매 길이 차이는 

1890년대 말(8.7-12.2 cm)보다 1900년대 초(10.1-12.4 cm)가 

더 큰 차이를 나타냈다(Figure 4).

윗소매와 아랫소매의 서로 봉합되어 바느질선이 형성되는 소

매선 길이를 비교한 결과 외측 소매선은 아랫소매쪽 바느질선이 

윗소매쪽 바느질선보다 0.9-3.2 cm 더 길었다. 내측 소매선도 아

랫소매쪽 바느질선이 윗소매쪽보다 0.2-2.2 cm 더 길었다(Table 

1). 이는 봉재시 아랫소매쪽 바느질선을 오그려 윗소매의 바느질

선과 봉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2. 소매너비

윗소매부리의 너비와 아랫소매부리의 너비를 측정한 결과 전

Figure 3. Total length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TLUp, total length of 
upper sleeve; TLUn, total length of under sleeve.

Figure 4. Length of outseam line and inseam line. LOUp, length of outseam line 
of upper sleeve; LIUp, length of inseam line of upper sleeve.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Upper Seam Length and Under Seam Length

Dimension
Year

1890.a 1890.b 1891.a 1891.b 1891.c 1907.a 1907.b 1909.a 1909.b
LOUn-LOUp (cm) +2.3 +1.4 +3.2 +1.0 +3.2 +2.7 +1.7 +1.5 +0.9
LIUn-LIUp (cm) +1.0 +2.4 +2.1 +2.2 +2.0 +1.7 +2.9 +1.5 +0.2

LOUn, length of outseam line of under sleeve; LOUp, length of outseam line of upper sleeve; LIUn, length of inseam line of under sleeve; LIUp, length of inseam line 
of upper sleeve.



60 | Vol.52, No.1, February 2014: 55-6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박소진·천종숙

체적으로 1900년대 초 여성복의 윗소매부리 너비가 1890년대에 

비하여 더 넓어진 특징을 나타냈다. 아랫소매부리 너비는 8.8-

10.7 cm이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윗소매부리 너비는 1900년대 

초의 소매가 1890년도 스타일에 비해 약간 넓어진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ure 5). 이는 소매부리의 너비증가가 주로 윗소매부리에

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겨드랑 높이의 소매폭도 아랫소매폭보다는 윗소매폭이 크

게 증가하였다(Figure 6). 아랫소매폭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

다. 그러나 윗소매폭은 19.0-34.4 cm까지 큰 폭으로 변화하였

다. 1890년대 패턴은 19.0-26.2 cm이었고, 1900년대 초 패턴은 

26.3-34.3 cm이었다.

소매부리 너비 대비 겨드랑 높이의 소매폭을 분석한 결과 

1890년대 말 스타일들은 겨드랑 높이의 총 소매너비가 소매부리 

총 너비의 153%-160%이었으나, 1900년대 초에는 164%-202%

로 증가하였다(Figure 7). 이는 소매산을 부풀리는 스타일의 변화

가 1900년대 초에 더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소매 각도

소매 외측선의 팔꿈치 꺾임각도를 측정한 결과, 1890년대 후

반에는 윗소매각도(a)와 아랫소매각도(a')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소매패턴은 윗소매각도와 아랫소매각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아랫소매 외측선의 팔꿈치 꺾임각도(a)는 

1900년대 초 소매패턴이 13.0-15.3。이었으나, 1890년대 말 소

매 패턴은 20。안팍의 각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1890년대 소매가 

아랫소매의 팔꿈치 부위를 더 급격하게 구부린 형태였음을 의미

한다(Figure 8).

즉, 1900년대 초 여성 재킷의 소매가 1890년대 말의 여성 재

킷 소매보다 팔꿈치가 펴진 완만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팔꿈치 부위의 실루엣 변화는 윗소매보다는 아랫소매에서 소매의 

팔꿈치 소매각도 조절을 통해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내측선의 팔꿈치 꺾임각도를 측정한 결과 윗소매쪽 각도(b)와 

아랫소매쪽 각도(b')가 1900년대 초 재킷이 1890년대 말보다 큰 

각도를 나타냈다. 1890년대 말에는 75.5。-77.1。이었으나 1900

년대 초에는 79.0。-82.3°이였다(Figure 9).

소매부리의 각도는 아랫소매 부리각(d')이 19.7。-30.2。이었으

며 윗소매 부리각(d)이 13.2。-23.6。이었다. 이는 아랫소매 부리

가 윗소매 부리보다 전반적으로 심한 경사를 나타냈음을 보여준

다(Figure 10).

Figure 5. Cuff width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CWUp, cuff width of 
upper sleeve; CWUn, cuff width of under sleeve.

Figure 6. Sleeve width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WUp, width of upper 
sleeve; WUn, width of under sleeve.

Figure 7. Proportion rate of sleeve width and cuff width (unit, %). Proportion 
rate=[(WUp+Wun)/(CWUp+CWUn)]×100. WUp, width of upper sleeve; WUn, 
width of under sleeve; CWUp, cuff width of upper sleeve; CWUn, cuff width of 
under 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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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과거의 소매실

루엣 특히 팔꿈치 곡선의 확연한 실루엣의 차이를 통해 이 시기의 

여성복 소매 패턴 형태의 특징이 소매의 실루엣 특징과 어떤 관련

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1890년대와 1900년대 초 여성복 재킷 소

매의 구조적인 실루엣 특징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패턴

의 길이나 각도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 여성복소매는 1900년대 초 소매보다 더 타이트했으

며 소매부리가 매우 좁았고 소매의 길이도 더 짧았다. 이는 1890

년대 말 여성복 소매가 바디스의 실루엣과 마찬가지로 매우 타이

트하였으며, 팔꿈치가 급격하게 구부러진 실루엣이었음을 보여준

다. 윗소매와 아랫소매의 팔꿈치 구부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

매 외측선과 소매 내측선의 팔꿈치 각도를 비교한 결과 1900년

대 초 소매패턴 보다 1890년대 말 소매패턴이 소매 외측선 각도

가 크고, 내측선의 각도가 작은 값을 나타내어 1890년대 말의 소

매패턴이 1900년대 초의 소매패턴보다 더 구부러진 형태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팔꿈치 부위 꺾임 각도가 큰 특징

이 타이트한 핏과 함께 나타난 이유는 소매가 지나치게 타이트하

여 팔을 구부리는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팔꿈치를 약간 굽힌 입체적인 실루엣을 

반영하여 소매 패턴을 제작하였다는 선행자료[20]의 주장을 뒷받

침한다.

1890년대 여성복 재킷 소매의 구부러진 실루엣은 내측선보다 

외측선의 팔꿈치 꺾임각의 조절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하였음

을 파악하였다. 또한 1900년대 초 여성복 재킷 소매의 실루엣이 

완만해진 것은 아랫소매의 팔꿈치 외측선 각도의 조절로 시도하

였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재킷 착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여

성 패션의 변환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성복 재킷 소매 패

턴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당시의 패턴의 형태와 제작

방식을 제시한 문헌에서 설명한 실물크기 패턴제도 방법을 따라 

소매 패턴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인체치수를 바탕으로 기본 패턴

부터 설계한 후 다양한 스타일의 소매로 변화시키는 현대식 패턴

설계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1890년

대와 1900년대 여성복 재킷의 소매 실루엣에 대한 기술적 요소는 

현대 여성복에서 유행하고 있는 타이트 핏 재킷 소매 제작 시 타

이트한 핏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상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여성 재킷 소매 제작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파

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후

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

이다.

Figure 8. Outseam angle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Figure 9. Inseam angle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Figure 10. Cuff angle of upper sleeve and under sleeve.



62 | Vol.52, No.1, February 2014: 55-6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박소진·천종숙

또한 소매는 몸판과 연결하여 핏이 완성되므로 소매 달림각도

에 따라 전체적인 실루엣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성재킷 소매와 몸판을 연결한 

실물 제작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성복 재킷 소매의 입

체적인 실루엣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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