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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dern people gratify their self-satisfaction to express their distinctive image and symbolic significance
through various and sensible direction. The image that is formed by each factor of coordination and harmony of aesthetic
characteristic has emphasized its importance in modern society. And also, the item which is conflated by the wearer's feel-
ing figures the image and it takes a role that lifts the degree of fashion's completion. For the rapid change of fashion trend
in modern society, the role of Jewelry has been emphasized. Even though the shape of Jewelry is tiny, but it has risen
as one of the fashion items which could be used for various application. Especially, the Brooches are mainly put on her's
top where they hold someone's eyes, so it could be regard as Artwork which assists for wearer's distinctive style and lin-
gering impression. Overviews of Researches Trend in Brooch, they have been concerned about Brooch Design, Internal
state of the Accessory in clothes and Accessory Design which is expressed in Fashion. But, th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lothes and Brooch is insufficient. So, in this paper, first of all we arrange the terms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Brooch, and then study empirically for the relations between Clothes and Shape of Brooch, Colors of Brooch, Materials
of Brooch in Fashion Collection in order to study for the new physical beauty that is expressed by interaction between
Clothes and Bro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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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인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패션을 완성하고자 다양하

고 감각적인 조형물을 통하여 형태미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

기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다. 패션을 이루는 여러 디자인 요소

들의 조화에 의해 하나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각 요소들의 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할 정

도로 감정효과를 표출할 수 있는 패션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Jeong & Kang, 2007). 이러한 경향은 미적 특

성을 조화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코디네

이션이라는 용어를 탄생하게 하였고 패션 스타일링과 같은 의

미로 쓰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의복의 착용경향이 다양하

게 변화함에 따라 패션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Joh,

2011). 패션 스타일링은 착용자와 아이템의 감각적인 융합을 통

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영구적이고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시각적 어휘이며 서로 관련된 결정의 결과로

서 논리적이고 예술적인 통찰력의 결과로 시각정책을 결정짓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Lee & Roh, 2008). 

변화와 강조를 조정하고 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타일링

에 있어 패션주얼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 즉각적

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브로치는 신체 중에서 시선이 머무는 상의에 주로 착용하

고 다른 주얼리와는 달리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출

형태가 자유롭고 의복의 형태, 색채, 재질, 착용위치에 따라 다

른 형태미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브로

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표현과 특별한 품격을 더하는 조형물

이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착용하고 있

다. 이에 단순히 브로치 디자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

과적인 브로치 스타일링을 위한 의복과의 관계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브로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브로치 디자인

연구(Jeun, 2009; Jung, 2006; Lee, 2008; Seo, 2003), 도제

브로치 개발(Kim, 2008; Kwon, 2002; Seo, 2010) 등으로 주

로 공예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 의복과 연계한 주얼리 관

련 연구는 장신구의 내적 의미(Kim & Lee, 2006), 장신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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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Lee, 2010), 주얼리 코디네이션(Bae & Lee, 2011) 등이

최근 연구되고는 있으나 의복과 브로치의 관계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브로치의 특성에 따른 용어들을 정리

하고 의복과 브로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

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다양한 의복과

브로치의 형태, 색채, 재질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브로치(Brooch)의 특성

브로치는 형태와 소재에 제한이 없고 개성과 창조적 표현이

자유로운 장신구로서 의복의 여밈과 장식적인 기능을 하고 있

다. 신체, 의상, 소품에 부착하여 장식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으로 활용되고 있는 브로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

가들의 실험적 작업을 통해 오브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Seo, 2010). 브로치는 봉제하지 않은 천이나 모피를 몸에

걸칠 때 고정과 장식을 겸한 대형 안전핀으로 사용한 피불라

(fibula)가 원형이며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미적 요소가 강조 된

정교한 세공의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브로치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상디자인의 변천, 새로운 소

재의 발전으로 그 개념과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Lee, 2008).

이러한 브로치가 우리나라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개

화기 때 저고리의 긴 고름이 없어지면서이며 양장의 출현으로

가슴부분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장신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Seo,

2003). 한복고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추구하

기 위해 출현한 브로치는 패션의 조형물로 셔츠의 소매, 재킷

의 깃, 네크라인, 팬츠, 스카프, 목도리, 모자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패션 주

얼리로도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브로치는 다른 장신구에 비해 착

용부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형태나 소재의 제한을 받지 않

으며 활용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

지 중량감으로 인하여 의복의 소재와 브로치의 재질에 있어 착

용 범위가 제한을 받고 있다. 

2.2. 브로치의 디자인 형태별 분류

주얼리는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장식성

이 주목받는 조형물로 착용자의 미적 욕구와 감성적인 메시지

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Bae & Lee,

2011). 이러한 주얼리 중 브로치의 형태는 시각적인 자극을 주

는 앞면과 잠금장치가 부착된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Lee(2008)는 형태는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

문에 색과 함께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모티

브를 포괄하는 디자인 형태에 따라 모든 자연 가운데서 자연현

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유기적인 형태를 자연적 형

태, 수학적 원리에서 기초하여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공적인 추상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기하학적 형태, 자연형상

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단순한 형태로 축약

하고 간소화하여 자연적인 모양의 왜곡한 형태를 추상적 형태,

복잡한 개념이나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대신하여 단순한 이미지

로 연상 작용을 갖게 해주는 디자인을 상징적 형태라고 하였다.

Lee and Lee(2008)는 디자인 요소인 모티브의 분류 기준을 식

물, 동물, 새와 같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을 사실적, 사물을 실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변형시키거나 세부묘사를 단순화 또는 과장시켜서 묘사한 것을

양식적, 사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상상력에 의한 디자인을 추

상적, 직선과 곡선의 교차에 의해 형성된 원, 삼각형, 사각형과

추상형을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 표현한 것을 기하학적이

라 하였다. Jung(2006)은 브로치 앞면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

동물, 식물, 무기물과 같이 자연을 나타내면 자연적, 규칙적이

고 수학적 법칙성을 나타내면 기하학적, 학교나 회사 등을 외

부에 알리기 위해 특정한 마크를 전면에 사용하면 상징형, 인

지도를 가진 기호나 문양의 형태를 기호형, 특성을 추출하여 간

결화한 형태를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Seo(2003)와 Jeun(2009)

은 디자인별 분류를 통해 자연 현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유기적 형태를 디자인에 응용한 것을 자연적 형태, 가

장 단순하고 간결한 은유적 형태로 명쾌한 느낌을 주는 것을

기하학적 형태, 풍부한 경험과 상상력에 의해 자유곡선적이고

불규칙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추상적 형태라고 하였다.

2.3. 브로치의 잠금장치별 분류

브로치의 뒷면에 부착된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won(2002)과 Kim(2008)은 브로치의 잠금장치별 유형에 따

라 뾰족한 핀의 모서리를 탄력 잇는 걸쇠로 덮어 잠그는 형태

를 안전핀형, 한쪽 끝에 장식물이 달려 있고 다른 쪽에 뚜껑이

있는 긴 철사 형태를 스틱핀형, 작은 핀을 다른 유사한 핀들과

한 덩어리로 달아 장식하는 형태를 스캐터, 핀이 회전 가능한

환형 형태를 고리형, 장식판 뒷면에 큰 핀이나 클립이 부착된

형태를 장식판에 핀이 부착된 브로치로 분류하였다. Lee(2008)

는 판상에 장식을 하고 뒷면에 잠금장치가 부착된 판 브로치와

잠금장치와 연결된 핀에 직접 장식을 한 핀 브로치로 분류한

후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회전고리형, 안전핀형, 스틱핀형, 안

전판 끼움형, 재킷핀형, 커프스형, 장식 판에 클립이나 핀이 부

착된 형, 스캐터형으로 재분류하였다. Seo(2010)은 권영혜, 김

윤교와 같이 안전핀형, 스틱핀형, 스캐터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고리형을 회전고리형, 브로치 뒷면에 수직으로 핀을 부착하여

원형의 안전핀을 끼워 고정하는 배지(badge)형을 안전판 끼움

형, 남성용 넥타이에 집어서 사용하는 재킷핀형으로 분류하였

다. Kim(2002)은 스틱핀 형태에 장식물을 작게 부착하여 중량

감을 덜어주는 핀 브로치와 장식된 디자인 뒷면에 금속제 판을

부착한 판 브로치로 분류하고 잠금장치에 따라 회전고리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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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리형, 안전판 끼움형, 스틱핀형, 안전집게형으로 분류하였

다. Jung(2006)은 스틱핀과 안전핀으로 분류한 후 부착되는 핀

의 형태에 따라 회전고리형, 안전고리형, 안전판 끼움형, 스틱

핀형, 재킷핀형, 안전집게형, 커프스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상

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브로치는 디자인이나 재질에 따른 분

류보다는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브로치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용어로 재구성하

여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브로치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 있

는 브로치의 용어를 브로치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패션컬렉션

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형태, 색채, 재질의 분석을 통하여

관계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형태와 브로치 형태의 관계

를 알아본다

둘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브로치 색채의 관계

를 알아본다

셋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재질과 브로치 재질의 관계

를 알아본다.

3.2. 자료수집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www.style.com, www.firstview.com을 중심으로 뉴욕, 런

던, 밀라노, 파리 컬렉션에서 브로치가 스타일링 되어있는 2003

년 S/S시즌부터 2012년 F/W시즌까지 10년간의 사진을 수집하

였으며 본인과 의류학 전공 박사 2인의 검증을 받아 의복과 주

얼리의 경계가 불명확한 사진을 제외한 350장을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3.3.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선행연구(Bae & Lee, 2011; Lee & Lee, 2008; Lee,

2008)를 바탕으로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분석기준은 의복의

형태(아이템, 재킷, 네크라인, 칼라), 색채(색상, 색채 수, 색채

톤, 배색), 재질(재질감, 조합)과 브로치의 형태(유형, 착용위치,

디자인), 색채(색상, 색채 수, 색채 톤, 배색), 재질(재질감, 조합)

을 내용분석과 SPAW Statistics 18을 활용한 통계분석(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 χ
2
-test)을 실시하였다.

3.4. 브로치 용어의 정의

브로치의 용어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브로치를 유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finition of terms for the quality of brooch 

Type Characteristic

Metal Highly interior constituents type which is based on metal

Plastic The type is designed by the lighting plastic

Multi The type is combined by the various materials and function 

Fabric The type is designed by the materials of fabric

Table 2. The cross table for brooch’s shape depending on clothes item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Item

Brooch
Jacket+Skirt Jacket+Pants Coat One piece Blouse+Bottoms Etc. Total

Type

(χ
2
= 45.118,

p-value=.001)

Metal 53(53.3), 51.5 40(45.0), 46.0 40(35.7), 58.0 38(32.1), 61.3 8(12.4), 33.3  2(2.6),  40.0 181(181), 51.7

Plastic 27(21.8), 26.2 13(18.4), 14.9 12(14.6), 17.4 16(13.1), 25.8  6(5.1), 25.0  0(1.1),   0.0 074(74), 21.1

Multi 15(13.8), 14.6 11(11.7), 12.6 13(9.3), 18.8 03(8.3),  4.8  5(3.2), 20.8  0(0.7),   0.0 047(47), 13.4

Fabric 07(12.7),  6.8 21(10.7), 24.1 03(8.5),  4.3 05(7.6),  8.1  4(2.9), 16.7  3(0.6),  60.0 043(43), 12.3

Etc. 01(1.5),  1.0 02(1.2),  2.3 01(1.0),  1.4 00(0.9),  0.0  1(0.3),  4.2  0(0.1),   0.0 005(5),  1.4

Location

(χ
2
=63.499,

p-value=.000)

Shoulder 34(31.5), 33.0 26(26.6), 29.9 20(21.1), 29.0 17(19.0), 27.4  8(7.3), 33.3  2(1.5),  40.0 107(107), 30.6

Collar 28(24.1), 27.2 36(20.4), 41.4 17(16.2), 24.6 00(14.5),  0.0  0(5.6),  0.0  1(1.2),  20.0 082(82), 23.4

Bust 19(21.2), 18.4 11(17.9), 12.6 16(14.2), 23.2 19(12.8), 30.6  6(4.9), 25.0  1(1.0),  20.0 072(72), 20.6

Neckline 11(14.4), 10.7 06(12.2),  6.9 10(9.7), 14.5 16(8.7), 25.8  6(3.4), 25.0  0(0.7),   0.0 049(49), 14.0

Waist 09(8.8),  8.7 07(7.5),  8.0 02(5.9),  2.9 07(5.3), 11.3  4(2.1), 16.7  1(0.4),  20.0 030(30),  8.6

Complex 02(2.9),  1.9 01(2.5),  1.1 04(2.0),  5.8 03(1.8),  4.8  0(0.7),  0.0  0(0.1),   0.0  10(10),  2.9

Design

(χ
2
=27.024,

p-value=.135)

Stylized 31(38.8), 30.1 28(32.8), 32.2 33(26.0), 47.8 24(23.4), 38.7 11(9.1), 45.8  5(1.9),100.0 132(132), 37.7

Abstract 22(22.1), 21.4 16(18.6), 18.4 16(14.8), 23.2 17(13.3), 27.4  4(5.1), 16.7  0(1.1),   0.0  75(75), 21.4

Realistic 24(19.4), 23.3 23(16.4), 26.4 08(13.0), 11.6 07(11.7), 11.3  4(4.5), 16.7  0(0.9),   0.0  66(66), 18.9

Geometric 17(16.8), 16.5 14(14.2), 16.1 10(11.2), 14.5 11(10.1), 17.7  5(3.9), 20.8  0(0.8),   0.0  57(57), 16.3

Complex 09(5.9),  8.7 06(5.0),  6.9 02(3.9),  2.9 03(3.5),  4.8  0(1.4),  0.0  0(0.3),   0.0  20(20),  5.7

Total 103(103), 29.4 87(87), 24.9 69(69), 19.7 062(62), 17.7 24(24),  6.9 5(5),   1.4 350(3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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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형태와 브로치 형태의 관계

4.1.1.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아이템과 브로치 형태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아이템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형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의복 아이템과 브로치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재킷+스커트

는 메탈형(51.5%), 플라스틱형(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착용위치는 어깨(33.0%), 칼라(27.2%) 등으로 나타났으며 디자

인은 양식적, 사실적이 주로 나타났다. 재킷+팬츠는 메탈형

(46.0%), 패브릭형(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위치는

칼라(41.4%)가 주로 나타났고 패브릭형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코트는 메탈형(58.0%)이 주로 나타났고 착용위치는 어깨

(29.0%), 칼라(24.6%) 등의 여러 위치에서 코트의 단순한 디자

인 형태를 보완하는 양식적인 디자인이 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메탈형(61.3%)이 주로 많이 나타났으며 착용위치는

가슴선(30.6%), 어깨(27.4%), 네크라인(25.8%) 등이 나타났으며

양식적, 추상적 디자인이 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하의는 메탈

형(33.3%), 플라스틱형(25.0%), 멀티형(20.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착용위치는 어깨(33.3%), 가슴선(25.0%), 네크라인

(25.0%)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디자인은 양식적, 기하학

Table 3. The shape characteristic of clothes item and brooch 

Clothes

Brooch 
Jacket+Skirt Jacket+Pants Coat One piece Blouse+Bottoms

Type Metal, Plastic Metal, Fabric Metal, Multi Metal Metal, Plastic, Multi

Location Shoulder, Collar Collar, Shoulder Shoulder, Collar Bust, Shoulder Shoulder, Neckline

Design Stylized, Realistic Stylized, Realistic Stylized Stylized, Abstract Stylized, Geometric

Photos

 

 

 

 

 

Table 4. The cross table for brooch’s shape depending on jacket design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Jacket

Brooch
Tailored Nehru Etc. Cardigan Chanel Total

Type

(χ
2
=19.886, 

p-value=.225)

Metal 58(55.7), 49.2 18(14.6), 58.1 09(12.3), 34.6 11(10.8), 47.8 04(6.6), 28.6 100(100), 47.2

Plastic 27(23.9), 22.9 05(6.3), 16.1 08(5.3), 30.8 02(4.7),  8.7 01(2.8),  7.1 043(43), 20.3

Multi 15(20.0), 12.7 04(5.3), 12.9 04(4.4), 15.4 07(3.9), 30.4 06(2.4), 42.9 036(36), 17.0

Fabric 16(16.7), 13.6 04(4.4), 12.9 04(3.7), 15.4  3(3.3), 13.0 03(2.0), 21.4 030(30), 14.2

Etc. 0  2(1.7),  1.7 00(0.4),  0.0 01(0.4),  3.8 00(0.3),  0.0 00(0.2),  0.0 003(3),  1.4

Location

(χ
2
=73.907, 

p-value=.000)

Collar 62(39.5), 52.5 04(10.4), 12.9 01(8.7),  3.8 03(7.7), 13.0 01(4.7),  7.1 071(71), 33.5

Shoulder 20(34.0), 16.9 16(8.9), 51.6 11(7.5), 42.3 07(6.6), 30.4 07(4.0), 50.0 061(61), 28.8

Bust 15(21.2), 12.7 05(5.6), 16.1 05(4.7), 19.2 10(4.1), 43.5 03(2.5), 21.4 038(38), 17.9

Neckline 0  9(11.7),  7.6 03(3.1),  9.7 06(2.6), 23.1 03(2.3), 13.0 00(1.4),  0.0 021(21),  9.9

Waist   10(8.9),  8.5 03(2.3),  9.7 02(2.0),  7.7 00(1.7),  0.0 01(1.1),  7.1 016(16),  7.5

Complex   02(2.8),  1.7 00(0.7),  0.0 01(0.6),  3.8 00(0.5),  0.0 02(0.3), 14.3 005(5),  2.4

Design

(χ
2
=21.414,

p-value=.163)

Stylized 46(39.5), 39.0 07(10.4), 22.6 06(8.7), 23.1 08(7.7), 34.8 04(4.7), 28.6 071(71), 33.5

Abstract 18(23.9), 15.3 09(6.3), 29.0 06(5.3), 23.1 08(4.7), 34.8 02(2.8), 14.3 043(43), 20.3

Realistic 29(26.7), 24.6 08(7.0), 25.8 06(5.9), 23.1 02(5.2),  8.7 03(3.2), 21.4 048(48), 22.6

Geometric 19(18.4), 16.1 04(4.8), 12.9 06(4.0), 23.1 03(3.6), 13.0 01(2.2),  7.1 033(33), 15.6

Complex 0  6(9.5),  5.1 03(2.5),  9.7 02(2.1),  7.7 02(1.8),  8.7 04(1.1), 28.6 017(17),  8.0

Total  118(118), 55.7 31(31), 14.6 26(26), 12.3 23(23), 10.8 14(14),  6.6 212(2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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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났다. 

4.1.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재킷 형태와 브로치 형태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재킷 형태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성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형태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재킷 디자인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테일러

드재킷은 메탈형, 플라스틱형의 형태가 큰 브로치가 주로 칼라

에서 나타났으며 디자인은 양식적, 사실적이 주로 나타났다. 스

탠드칼라가 특징인 네루재킷은 추상적, 사실적으로 디자인 된

메탈형 브로치를 어깨에 스타일링 함으로서 상의에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으며 가디건은 다양한 디자인을 비대칭적으로 표

현한 메탈형, 플라스틱형 브로치를 가슴선에 스타일링 하여 디

테일이 없는 유니섹스한 가디건 형태를 우아하고 여성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칼라가 없는 샤넬재킷은 네크라인의

단순함을 보완하는 양식적, 복합적 디자인의 멀티형, 메탈형 브

로치를 어깨에 스타일링 함으로서 시선이 모으는 것을 알 수

있다. 

4.1.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칼라와 브로치 형태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칼라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성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형태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의복 칼라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칼라리

스는 브로치를 착용하여 미니멀한 의복에 형태미를 더하였으

며 테일러드는 비교적 큰 형태인 메탈형이나 플라스틱형 브로

Table 5. The shape characteristic of jacket and brooch 

 Jacket

Brooch 
Tailored Nehru  Cardigan Chanel

Type Metal, Plastic Metal Metal, Multi Multi, Metal

Location Collar Shoulder Bust, Shoulder Shoulder

Design Stylized, Realistic Abstract, Realistic Stylized, Abstract Stylized, Complex

Photos  

   

Table 6. The cross table for brooch shape and color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Collar

Brooch
Collarless Tailored Stand Flat Etc. Total

Type

(χ
2

= 14.8562,

p-value=.535)

Metal 070(72.4), 50.0  60(62.6), 49.6 31(28.4), 56.4 15(11.9), 65.2  5(5.7), 45.5 181(181),  51.7

Plastic 036(29.6), 25.7  26(25.6), 21.5 10(11.6), 18.2 01(4.9),  4.3  1(2.3),  9.1 074(74),  21.1

Multi 017(18.8), 12.1  18(16.2), 14.9 08(7.4), 14.5 01(3.1),  4.3  3(1.5), 27.3 047(47),  13.4

Fabric 015(17.2), 10.7  15(14.9), 12.4 06(6.8), 10.9 05(2.8), 21.7  2(1.4), 18.2 043(43),  12.3

Etc. 002(2.0),  1.4   2(1.7),  1.7 00(0.8),  0.0 01(0.3),  4.3  0(0.2),  0.0 005(5),   1.4

Location

(χ
2

=163.650,

p-value=.000)

Shoulder 060(42.8), 42.9  19(37.0), 15.7 23(16.8), 41.8 04(7.0), 17.4  1(3.4),  9.1 107(107),  30.6

Collar  05(32.8),  3.6  70(28.3), 57.9 04(12.9),  7.3 01(5.4),  4.3  2(2.6), 18.2 082(82),  23.4

Bust 040(28.8), 28.6  13(24.9), 10.7 09(11.3), 16.4 06(4.7), 26.1  4(2.3), 36.4 072(72),  20.6

Neckline 013(19.6),  9.3  08(16.9),  6.6 15(7.7), 27.3 10(3.2), 43.5  3(1.5), 27.3 049(49),  14.0

Waist 015(12.0), 10.7 0 9(10.4),  7.4 04(4.7),  7.3 01(2.0),  4.3  1(0.9),  9.1 030(30),   8.6

Complex 007(4.0),  5.0  02(3.5),  1.7 00(1.6),  0.0 01(0.7),  4.3  0(0.3),  0.0 010(10),   2.9

Design

(χ
2

=21.752,

p-value=.151)

Stylized 048(52.8), 34.3  53(45.6), 43.8 14(20.7), 25.5 15(8.7), 65.2  2(4.1), 18.2 132(132),  37.7

Abstract 035(30.0), 25.0  19(25.9), 15.7 15(11.8), 27.3 02(4.9),  8.7  4(2.4), 36.4 075(75),  21.4

Realistic 022(26.4), 15.7  25(22.8), 20.7 13(10.4), 23.6 03(4.3), 13.0  3(2.1), 27.3 066(66),  18.9

Geometric 025(22.8), 17.9  17(19.7), 14.0 10(9.0), 18.2 03(3.7), 13.0  2(1.8), 18.2 057(57),  16.3

Complex 010(8.0),  7.1 0 7(6.9),  5.8 03(3.1),  5.5 00(1.3),  0.0  0(0.6),  0.0 020(20),   5.7

Total 140(140), 40.0 121(121), 34.6 55(55), 15.7 23(23),  6.6 11(11),  3.1 350(3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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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칼라에 착용하여 품위 있는 간결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

타났다. 스탠드칼라는 어깨에 형태나 재질에서 중량감을 줄인

브로치를 착용함으로서 상의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으며 평

평하게 누운 플랫칼라는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메탈형 브로

치로 칼라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4.1.4.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의 네크라인과 브로치 형태

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의 네크라인에 따른 브로치의 형

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형태 특성은

<Table 9>와 같다.

의복의 네크라인에 따른 브로치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칼

라가 있는 경우는 칼라와 어깨에 화려한 메탈형과 패브릭형을

착용함으로서 시선이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인 네크

라인은 상의인 재킷 칼라에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형태의 브로

치를 착용하였으며 하이는 네크라인에 화려한 디자인의 브로치

가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운드는 어깨에 메탈형의 크지 않

은 형태의 브로치를 착용하였으며 브이는 어깨나 가슴선에 사

실적 디자인의 브로치를 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브로치 색채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브로치 색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으며 색채 특성은 <Table 11>과 같다. 

의복 색채에 따른 브로치의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의복 색

채가 무채색인 경우 골드복합(25.8%), 실버복합(17.2%), 실버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톤은 화려한(37.6%), 밝

Table 7. The shape characteristic of clothes color and brooch 

 Collar

Brooch 
Collarless Tailored Stand 플랫 

Type Metal, Plastic Metal, Plastic Metal, Plastic Metal, Fabric

Location Shoulder Collar Shoulder Neckline

Design Stylized, Abstract Stylized Variety Stylized

Photos  

   

Table 8. The cross table for brooch’s shape and neckline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Neckline

Brooch
Collar Complex High Round V-neck Etc. Total

Type

(χ
2

=44.663,

p-value=.001)

Metal 57(53.8),54.8 41(48.6),43.6 32(30.5),54.2 22(21.7),52.4 12(16.0),38.7 17(10.3),85.0 181(181),51.7

Plastic 18(22.0),17.3 14(19.9),14.9 13(12.5),22.0 12(8.9),28.6 14(6.6),45.2 03(4.2),15.0 74(74),21.1

Multi 10(14.0),  9.6 24(12.6),25.5 07(7.9),11.9 04(5.6),  9.5 02(4.2),  6.5 00(2.7),  0.0 47(47),13.4

Fabric 18(12.8),17.3 12(11.5),12.8 07(7.2),11.9 03(5.2),  7.1 03(3.8),  9.7 00(2.5),  0.0 43(43),12.3

Etc. 01(1.5),  1.0 03(1.3),  3.2 00(0.8),  0.0 01(0.6),  2.4 00(0.4),  0.0 00(0.3),  0.0 5(5),  1.4

Location

(χ
2

=83.513,

p-value=.000)

Shoulder 21(31.8),20.2 21(28.7),22.3 27(18.0),45.8 21(12.8),50.0 11(9.5),35.5 06(6.1),30.0 107(107),30.6

Collar 45(24.4),43.3 31(22.0),33.0 02(13.8),  3.4 00(9.8),  0.0 03(7.3),  9.7 01(4.7),  5.0 82(82),23.4

Bust 15(21.4),14.4 21(19.3),22.3 10(12.1),16.9 10(8.6),23.8 09(6.4),29.0 07(4.1),35.0 72(72),20.6

Neckline 14(14.6),13.5 12(13.2),12.8 15(8.3),25.4 04(5.9),  9.5 03(4.3),  9.7 01(2.8),  5.0 49(49),14.0

Waist 07(8.9),  6.7 07(8.1),  7.4 04(5.1),  6.8 05(3.6),11.9 04(2.7),12.9 03(1.7),15.0 30(30),  8.6

Complex 02(3.0),  1.9 02(2.7),  2.1 01(1.7),  1.7 02(1.2),  4.8 1(0.9),  3.2 02(0.6),10.0 10(10),  2.9

Design

(χ
2

=40.548,

p-value=.004)

Stylized 53(39.2),51.0 31(35.5),33.0 15(22.3),25.4 19(15.8),45.2 09(11.7),29.0 05(7.5),25.0 132(132),37.7

Abstract 18(22.3),17.3 18(20.1),19.1 18(12.6),30.5 10(9.0),23.8 04(6.6),12.9 07(4.3),35.0 75(75),21.4

Realistic 19(19.6),18.3 18(17.7),19.1 14(11.1),23.7 05(7.9),11.9 10(5.8),32.3 00(3.8),  0.0 66(66),18.9

Geometric 09(16.9),  8.7 19(15.3),20.2 09(9.6),15.3 05(6.8),11.9 07(5.0),22.6 08(3.3),40.0 57(57),16.3

Complex 05(5.9),  4.8 08(5.4),  8.5 03(3.4),  5.1 03(2.4),  7.1 01(1.8),  3.2 00(1.1),  0.0 20(20),  5.7

Total 104(104),29.7 94(94),26.9 59(59),16.9 42(42),12.0 31(31),  8.9 20(20),  5.7 350(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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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34.4%) 등으로 나타났다. 복합색은 실버복합(21.3%), 골드복

합(17.5%)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색채톤은 어두운

(32.5%), 밝은(31.3%) 등으로 나타났다. 유채색복합은 골드복합

(27.4%), 유채색복합(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톤은

화려한(41.9%)이 주로 나타났다. 무채색복합은 실버(19.7%), 무

채색(16.4%), 골드복합(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톤

은 어두운(41.0%), 밝은(32.8%)이 주로 나타났다. 

난색은 골드복합(26.8%), 유채색복합(22.0%), 실버복합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톤은 밝은(43.9%), 화려

한(34.1%)이 주로 나타났다. 한색의 경우 실버복합(27.3%), 실

버(18.2%), 무채색복합(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색채톤은

밝은(54.5%)이 주로 나타났다. 중성색은 무채색(50.0%), 골드복

합(50.0%)이 나타났으며 색채톤은 화려한(50.0%), 어두운

(50.0%)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브로치의 색채는 브릴리언트한 골드나 실버가 두

드러지는 화려한 톤의 악센트 배색으로 시선을 모으는 것으로

Table 9. The shape characteristic of neckline and brooch 

 Neckline 

Brooch 
Collar Complex High Round V-neck

Type Metal, Plastic, Fabric Metal, Multi Metal, Plastic Metal, Plastic Plastic, Metal

Location Collar Collar, Shoulder Shoulder Shoulder Shoulder , Bust

Design Stylized Stylized, Geometric Abstract, Stylized Stylized Realistic, Stylized

Photos    

 

 

Table 10. The cross table for clothes and brooch’s color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Clothes

Brooch
Achromatic color Complex 

 Complex of 

chromatic color

Complex of 

achromatic color

Warm 

color

Cold 

color

Neutral 

color
Total

Color

(χ
2
= 80.937,

p-value=.037)

Complex of gold 24(20.5), 25.8 14(17.6), 17.5 17(13.6), 27.4 10(13.4), 16.4 11(9.0), 26.8 0(2.4),  0.0 1(0.4), 50.0 77(77),22.0

Complex of silver 16(15.4), 17.2 17(13.3), 21.3 07(10.3), 11.3 07(10.1), 11.5 08(6.8), 19.5 3(1.8), 27.3 0(0.3),  0.0 58(58),16.6

Complex 10(11.4), 10.8 11(9.8), 13.8 10(7.6), 16.1 08(7.5), 13.1 03(5.0),  7.3 1(1.4),  9.1 0(0.2),  0.0 43(43),12.3

Silver 13(11.2), 14.0 07(9.6),  8.8 05(7.4),  8.1 12(7.3), 19.7 03(4.9),  7.3 2(1.3), 18.2 0(0.2),  0.0 42(42),12.0

Complex of 

chromatic color
03(8.8),  3.2 06(7.5),  7.5 12(5.8), 19.4 02(5.8),  3.3 09(3.9), 22.0 1(1.0),  9.1 0(0.2),  0.0 33(33),  9.4

Achromatic color 07(8.8),  7.5 08(7.5), 10.0 03(5.8),  4.8 10(5.8), 16.4 03(3.9),  7.3 1(1.0),  9.1 1(0.2), 50.0 33(33),  9.4

Gold 10(7.7), 10.8 08(6.6), 10.0 04(5.1),  6.5 03(5.1),  4.9 04(3.4),  9.8 0(0.9),  0.0 0(0.2),  0.0 29(29),  8.3

Complex of 

achromatic color
06(6.6),  6.5 06(5.7),  7.5 03(4.4),  4.8 08(4.4), 13.1 00(2.9),  0.0 2(0.8), 18.2 0(0.1),  0.0 25(25),  7.1

Warm color 03(1.9),  3.2 02(1.6),  2.5 01(1.2),  1.6 01(1.2),  1.6 00(0.8),  0.0 0(0.2),  0.0 0(0.0),  0.0  7(7),  2.0

Cold color 01(0.5),  1.1 00(0.5),  0.0 00(0.4),  0.0 00(0.3),  0.0 00(0.2),  0.0 1(0.1),  9.1 0(0.0),  0.0  2(2),  0.6

Neutral color 00(0.3),  0.0 01(0.2),  1.3 00(0.2),  0.0 00(0.2),  0.0 00(0.1),  0.0 0(0.0),  0.0 0(0.0),  0.0  1(1),  0.3

Tone

(χ
2
=43.113,

p-value=.010)

Tint 32(30.0), 34.4 25(25.8), 31.3 12(20.0), 19.4 20(19.7), 32.8 18(13.2), 43.9 6(3.6), 54.5 0(0.6),  0.0 113(113),32.3

Pure 35(28.7), 37.6 24(24.7), 30.0 26(19.1), 41.9 08(18.8), 13.1 14(12.7), 34.1 0(3.4),  0.0 1(0.6), 50.0 108(108),30.9

Shade 19(25.8), 20.4 26(22.2), 32.5 16(17.2), 25.8 25(16.9), 41.0 06(11.4), 14.6 4(3.0), 36.4 1(0.6), 50.0 97(97),27.7

Moderate 02(4.5),  2.2 02(3.9),  2.5 07(3.0), 11.3 05(3.0),  8.2 01(2.0),  2.4 0(0.5),  0.0 0(0.1),  0.0 17(17),  4.0

Complex 05(4.0),  5.4 03(3.4),  3.8 01(2.7),  1.6 03(2.6),  4.9 02(1.8),  4.9 1(0.5),  9.1 0(0.1),  0.0 15(15),  4.3

Combination of 

color

(χ
2
=23.0704,

p-value=.479)

Tone on tone 32(33.7), 34.4 29(29.0), 36.3 18(22.5), 29.0 23(22.1), 37.7 20(14.9), 48.8 5(4.0), 45.5 0(0.7),  0.0 127(127),36.3

Accent 35(32.4), 37.6 24(27.9), 30.0 31(21.6), 50.0 18(21.3), 29.5 11(14.3), 26.8 2(3.8), 18.2 1(0.7), 50.0 122(122),34.9

Single color 18(15.9), 19.4 14(13.7), 17.5 05(10.6),  8.1 14(10.5), 23.0 06(7.0), 14.6 2(1.9), 18.2 1(0.3), 50.0 60(60),17.1

Etc. 04(7.2),  4.3 10(6.2), 12.5 04(4.8),  6.5 05(4.7),  8.2 03(3.2),  7.3 1(0.8),  9.1 0(0.2),  0.0 27(27),  7.7

Tone in tone 04(3.7),  4.3 03(3.2),  3.8 04(2.5),  6.5 01(2.4),  1.6 01(1.6),  2.4 1(0.4),  9.1 0(0.1),  0.0 14(14),  4.0

Total 93(93), 26.6 80(80), 22.9 62(62), 17.7 61(61), 17.4 41(41), 11.7 11(11),  3.1 2(2),  0.6 350(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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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의복의 색채와 동일한 패브릭형의 브로치는 의

복과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조형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색채수는 의복의 색채수가 많을수록 브로치에 사용된

색채수도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 중에서도 의복색이 화이트인

경우 실버계열이 주로 나타났고 블랙의 경우 난색이 악센트 색

채로 사용된 골드계열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재질과 브로치 재질의 관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재질과 브로치재질의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재질 특성은 <Table 13>과

같다. 

의복재질은 하드(42.6%), 복합(33.7%), 브릴리언트(10.9%),

소프트(10.0%), 트렌스페어런트(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

로치재질은 메탈릭+하드(50.6%), 소프트(15.7%), 메탈릭

(12.9%), 하드(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질조합의 경우

의복은 유사(60.9%)가 높게 나타났고 브로치는 이질(67.1%)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재질이 하드인 경우 메탈릭+하드(47.0%),

메탈릭(16.8%), 소프트(16.8%) 등이 나타났고 복합의 경우 메

탈릭+하드(55.1%), 소프트(15.3%) 등이 나타났으며 브릴리언트

인 경우 메탈릭+하드(47.4%), 메탈릭(13.2%), 하드(13.2%), 소

프트(13.2%)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프트인 경우 메탈릭

+하드(54.3%), 하드(20.0%), 소프트(17.1%) 등이 나타났으며 트

랜스페어런트인 경우 브로치재질은 메탈릭+하드(50.0%), 메탈

릭(20.0%)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킷이나 코트 등에 주로 사용되는 힘이 있는 하

드재질의 경우 다양한 색채의 하드재질과 메탈릭재질로 화려하

고 고급스러운 여성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유연

함이 느껴지는 소프트재질의 경우 차갑고 화려한 금속의 광택

이 많이 나지 않는 재질을 주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을 반사하는 표면 광택을 지닌 브

Table 11. The shape characteristic of clothes and brooch’s color

Clothes

Brooch 
Achromatic color Complex 

Complex of

chromatic color 

Complex of

achromatic color 
Warm color Cold color Neutral color

Color 

Complex of

gold, Complex

of silver

Complex of 

silver, Complex

of gold 

Complex of gold,

Complex of 

chromatic color

Silver, Complex 

of gold, 

Achromatic color

Complex of 

Gold, Complex 

of chromatic color

Complex 

of silver

Achromatic 

color, Complex

of gold

Tone Pure, Tint Shade, Tint, Pure Pure Shade Tint Tint Pure, Shade

Combination

of color

Accent, Tone

on ton 

Tone on ton, 

Accent
Accent

Tone on ton,

Accent
Tone on ton Tone on ton

Accent, 

Single color

Photos

 

 

 

 

 

 

 

Table 12. The cross table for clothes and brooch’s materials                              Observed frequencies (Expected frequencies), %

Clothes

Brooch
Hard Complex Brilliant Soft Transparent Total

Material

(χ
2

= 17.052,

p-value=.650)

Metallic+Hard 70(75.4), 47.0 65(59.7), 55.1 18(19.2), 47.4 19(17.7), 54.3 5(5.1), 50.0 177(177), 50.6

Metallic+Soft 7(7.7),  4.7 8(6.1),  6.8 1(2.0),  2.6 1(1.8),  2.9 1(0.5), 10.0 18(18),  5.1

Metallic 25(19.2), 16.8 11(15.2),  9.3 5(4.9), 13.2 2(4.5),  5.7 2(1.3), 20.0 45(45), 12.9

Hard 17(17.9), 11.4 12(14.2), 10.2 5(4.6), 13.2 7(4.2), 20.0 1(1.2), 10.0 42(42), 12.0

Soft 25(23.4), 16.8 18(18.5), 15.3 5(6.0), 13.2 6(5.5), 17.1 1(1.6), 10.0 55(55), 15.7

Complex 5(5.5),  3.4 4(4.4),  3.4 4(1.4), 10.5 0(1.3),  0.0 0(0.4),  0.0 13(13),  3.7

Combination of 

material

(χ
2

=1.632,

p-value=.803)

Difference 99(100.0), 66.4 82(79.2), 69.5 27(25.5), 71.1 21(23.5), 60.0 6(6.7), 60.0 235(235), 67.1

Similarity 50(49.0), 33.6 36(38.8), 30.5 11(12.5), 28.9 14(11.5), 40.0 4(3.3), 40.0 115(115), 32.9

Total 149(149), 42.6 118(118), 33.7 38(38), 10.9 35(35), 10.0 10(10),  2.9 350(3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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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언트재질의 경우 브로치의 재질을 광택 있는 메탈릭+하드

사용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소프트한 패브릭을

사용하여 의복과 브로치를 이색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

기도 하였으며 트랜스페어런트한 의복재질의 경우 얇고 은은한

광택이 나므로 브로치재질 또한 가벼운 메탈릭+하드를 주로 사

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시선을 유도하였다.

5.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형태와 브로치 형태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재킷+스커트는 양식적, 사실적 디자인의 메탈

형, 플라스틱형을 어깨와 칼라에 주로 착용하였으며 재킷+팬츠

는 형태가 큰 메탈형과 의복과 같은 재질의 패브릭형을 주로

칼라에 착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코트는 다양한 크기

의 메탈형 브로치를 착용함으로서 코트의 단순한 디자인 형태

를 보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피스는 형태가 크지 않고 우

아한 이미지의 메탈형 브로치를 착용하였고 블라우스+하의는

심플한 디자인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킷 디자인별

로 살펴보면, 테일러드재킷은 메탈형, 플라스틱형을 주로 칼라

에서 착용하였으며 네루재킷은 메탈형의 브로치를 어깨에 착용

하였다. 칼라가 없는 샤넬재킷은 형태가 큰 멀티형, 메탈형을

어깨에 착용하였으며 가디건은 다양한 크기의 메탈형, 멀티형

브로치를 가슴선과 어깨에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 칼

라에 따라 살펴보면, 칼라리스는 메탈형, 플라스틱형을 어깨에

착용하여 형태미를 더하였고 칼라에 힘이 있는 테일러드는 비

교적 형태가 큰 메탈형이나 플라스틱형 브로치를 칼라에 착용

하여 품격을 높였으며 스탠드칼라는 형태가 작은 메탈형을 어

깨에 착용하였고 플랫칼라는 화려한 메탈형 브로치를 네크라인

에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네크라인에 따라 살펴보면,

칼라가 있는 경우 양식적 디자인의 메탈형, 플라스틱형 등을 칼

라부분에 착용하였으며 칼라가 복합적인 경우 장식미가 돋보이

는 메탈형, 멀티형의 브로치를 재킷 칼라와 어깨에 착용하였고

하이와 라운드는 형태가 크지 않은 메탈형을 주로 어깨에 착용

하였으며 브이는 플라스틱형과 메탈형을 어깨나 가슴선에 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미를 부각하고자 한다면

형태가 작으면서 고급스러운 메탈형을 네크라인 가까이 착용하

거나 부드러운 패브릭형을 가슴선에 착용하면 좋을 것이다. 세

련되고 단정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면 비대칭적인 미니멀한 디자

인의 형태가 큰 메탈형, 멀티형을 착용하고 경쾌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면 간결한 기하학적 디자인의 플라스틱

형을 스타일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브로치 색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의복 색상이 무채색인 경우 골드복합, 실버복

합 등과 같이 브릴리언트하고 밝은 톤이면서 악센트 배색이 된

브로치를 착용하였으며 난색은 골드복합, 유채색복합 등과 같

이 따뜻한 온도감이 느껴지는 톤온톤 배색된 브로치를 주로 착

용하였다. 한색은 실버계열의 차가운 온도감이 느껴지는 밝은

톤인 브로치를 착용하였으며 중성색은 어두운 톤의 무채색이

단일 배색된 브로치를 착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유채

색복합은 화려한 톤의 골드복합, 유채색복합 등이 악센트 배색

된 브로치를 착용하였으며 무채색복합은 어두운 톤의 다양한

색상이 착용되었고 복합색은 실버복합, 골드복합 등의 다양한

색상과 색채 톤의 브로치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

크한 도시적인 지성미를 부각하고자 한다면 무채색 의복에 브

로치는 절제된 단순미가 돋보이는 무채색의 플라스틱형이나 실

버계열의 메탈형을 착용하고 화려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부각

하려면 난색 의복에 난색이 악센트 배색된 골드 메탈형이나 화

려한 톤의 유채색이 복합된 패브릭형과 플라스틱형을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정적인 차분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면 한

색 의복에 투명한 하드재질과 실버 메탈형으로 디자인된 브로

치를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재질과 브로치재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복재질이 형태가 잘 잡히고 힘이 있는 하드한

경우 메탈릭+하드, 메탈릭 등의 재질로 된 고급스러운 여성미

가 느껴지는 브로치를 착용하였고 소프트한 경우 가벼운 느낌

의 하드한 플라스틱재질로 된 브로치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브릴리언트 한 경우 메탈릭+하드, 메탈릭, 하드, 소

Table 13. The material characteristic of clothes and brooch

 Clothes 

Brooch 
Hard Complex Brilliant Soft Transparent

Material
Metallic+Hard, 

Metallic, Soft
Metallic+Hard, Soft

Metallic+Hard, 

Variety 

Metallic+Hard, 

Hard 

Metallic+Hard, 

Metallic

Combination of material Difference Difference Difference Difference, Similarity Difference, Similarit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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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등의 재질로 된 화려한 이미지의 브로치를 착용하였고 트

랜스페어런트한 경우는 메탈릭+하드, 메탈릭 등의 재질의 중량

감을 줄인 브로치 재질로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의복재질이 얇은 S/S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디

자인된 작은 형태의 브릴리언트한 브로치를 네크라인 보다는

웨이스트 쪽에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하드재질의 재킷이

나 코트를 착용하는 F/W는 다양한 재질의 형태가 크고 화려한

브로치로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어깨, 칼라 등에 스타일링하

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브로치는 형태미가 풍부한 입체적

인 패션주얼리로서 의복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보완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악센트가 되거나 의복과 하나의 형태를 이루

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의복의 색채에 따라 브로치의

색채가 중요한 표현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브로치는 착용위

치가 신체가 아닌 의복이므로 형태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브로치의 착용에 있어서는 의복재질과 브로치의

중량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브로치의 특성에 따른 용어들을 정리하고 의

복과 브로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현된 새로운 형태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형태, 색

채, 재질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브로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패션컬랙션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재질을 촉각적 재

질이 아닌 시각적 재질로 분석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의복과 다양한 주얼리와의 관계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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