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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은 미국 유명 브랜드 브룩스 브러더스에서 내놓
은 내추럴 쇼울더 수트에서 비롯되었다. 가장 실용적인 형태의
수트로 넉넉하고 움직임이 편하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스타일
로, 초기에 허리선도 없었으며 3~4개 단추가 달린형이 였지만
요즈음은 허리선도 약간 들어가고 단추도 2~3개가 달리며 소매
통도 조금 좁아진 형태로 변했다.패드는 얇아 자연스러운 어깨,
벤트는 짧은 센터 벤트가 특징이며 가장 보수적이고 유행에 흔들
리지 않는 스타일이다.전체적인 실루엣은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
는 듯한 느낌의 스타일이다. 아메리칸 실루엣의 장점은 체형을
어느정도 감추면서 편안함을 느낄수 있어 연령이 조금 많은 분들
에게 보다 적합한 스타일이다.

2) 브리티쉬 스타일
브리티쉬 실루엣의 특징은 아메리칸 실루엣과 유러피안 실루엣
의 중간형으로 몸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
하며 부드러운 허리선과 어깨선은 얇은 패드를 써서 각이 진 듯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이드 벤트(vent)와 주름이 들어간 바지 등이 특징으로 가
장 고전적인 스타일이다.
2개의 뒷트임과 해킹 포켓이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요즈음에는
자연스럽게 각이 지게 만드는 어깨와 두개의 앞여밈 단추, 뒤트
임이 하나인주로 싱글 브레스티드 수트가 기본형으로 보이고 있
다.

3) 유러피안 스타일
경직된 느낌의 몸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에 각이진 어깨,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꽉 죄는 듯한 형태, 뒤트임이 없고 바지도 몸에 붙
는 듯한 느낌이며 멋스럽고 엘레강스한 맛을 느낄 수 있으나 실
용적인 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마른 체형의 사람에게 잘 어울
리는 스타일로써 가장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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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탈리안스타일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어깨의 폭이 넓고 허리선도 조금 들어
갔다. 가장 화려하며 앞의 세가지 스타일을 잘 조화시킨 것이다.
어깨가 넓고 허리부분의 패임이 적으며 아랫단이 부드러운 곡선
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외형적 느낌이 세련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스타일이다.

셔츠의 깃이 상의에 깃에서 1∼1.5CM정도 나올것, 셔츠와 양복의
깃은 옆에서 보았을때 평행인 것이 미관상 아름답다.

상의 부리에서 셔츠의 CUFFS(소매)가 1∼1.5CM정도 나와야 하
며 셔츠의 커프스는 손목에 있는 둥근뼈를 살짝 가려야 한다.

바지의 양쪽끝이 구두 윗면을 위에서 보았을때 덮었다할 정도의
길이가 바지를 살아있는 실루엣으로 보이게 한다.

양손을 아래로 내렷을때 옷자락이 가볍게 잡힐 정도가 좋다.

감색은 남성 수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으로 싱글 수트 2버튼 형
은 비지니스 웨어의 대명사이며 청결과 생동감을 주며 다소 차가운
인상을 주기도 한다. 보통 흰색 레귤러 칼라 셔츠가 기본이며 청색,
회색, 핑크 셔츠가 가장 잘 어울린다. 넥타이는 레지멘탈, 스트라이프
나 페이즐리 같은 전통적인 스타일이 잘 어울리며 붉은색 계열의 색
상이 제일 좋고 회색 또는 감색 계열 색상도 차분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

회색은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며 차분함, 점잖음과 지성적인 분위기
가 나타난다. 조끼까지 포함한 쓰리 피스는 비지니스 웨어의 대표적
모델이다. 셔츠는 흰색, 청색, 브라운 계통까지 넓게 선택할 수 있으

며 넥타이는 어떠한 색과도 잘 어울리며, 자주색, 청색, 회색 계열
등이 가장 잘 어울린다. 넥타이 무늬는 스트라이프, 물방울 무늬, 페
이즐리 무늬 등이 좋다.

자주 입게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검정색 수트는
요사이 젊은층에서 일상복으로도 입혀지며 전중하고 성실해 보인다.
검정색 수트는 의외로 다양한 넥타이를 폭넓게 소화시켜 포멀한 이미
지로 부터 감각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까지 연출해 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셔츠는 흰색, 청색, 회색 등여러 색상을 커버할 수 있으
며 넥타이도 화려하게 맬 경우 감각적인 세련미를 나타낼 수 있다.

베이지색 수트는 근래에 와서 비지니스 수트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밝은 색조가 산뜻함과 스마트한 감각을 나타낸다. 젊은 사람에게는
깨끗한 인상과 세련미를 돋보이게 한다. 키가 작거나 여윈 사람보다
체격과 키가 작거나 여위 사람보다 체격과 키가 작거나 여위 사람보
다 체격과 키가 크고 피부색이 흰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린다. 셔츠는
동색의 베이지나, 흰색, 청색, 브라운 색상이 잘 어울리며 넥타이는
브라운 색, 청색, 노랑색등이 좋으며 스트라이프, 올오버, 페이즐리,
프린드 등이 잘 어울린다.

키와 체격이 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감색이나 회색 보다는 잘 맞
지 않으나, 키와 체격이 크고 피부색이 희사람에게는 돋보이는 색상
으로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셔츠는 흰색, 노란색, 초록색 및
동색 계열이 어울리며 넥타이는 붉은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스트라이
프, 페이쥴리, 동일 색조의 밤색 스트라이프, 올리브색의 올오버나 프
린트가 어울린다.

: 정장 차림에서 드레스 셔츠 속에는 아무것도 받쳐 입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반 소매 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것은 정장 차림이 아니며 반팔에 넥타이를 매고 SUIT
상의를 입는 것은 신사라 할 수 없다.
: 정장 차림에 발가락이 비치는 망사 구두는 피하는 것이 좋다.

: 흰 양말은 캐주얼 웨어를 입을 때나 착용하는 것이고 정장에는 SUIT나 구두에 색상
을 맞추는 것이 좋다.
: 한때 노타이 오픈 칼라 셔츠가 공무원들의 유니폼처럼 입어지기도 했으나, 이것은 상
대방에게 예의가 아니며 피해야 할 사항이다.
: 상의 앞가슴 주머니에 볼펜, 만년필 등을 잔뜩 꽂고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주머니에 물건을 잔뜩 넣고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하며 옷의 일그러진 모습은 상대방으
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 쉽다.

: SUIT 상의를 자켓이나 블레이져처럼 입어서는 안된다.

: 남성 정장에는 베이직한 STYLE을 원칙으로 하며, 장식이 적은 단순한 것이 좋다.

: 넥타이는 바지 앞여밈 단추집의 위로부터 삼분의 일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매어
야 보기가 좋다.
: 정장 차림에 너무 요란한 반지, 팔찌, 시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BELT와 맬방을 같이 착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슈트의 색상을 기본색으로 보고, 우선 같은 계열의 색이나 대비되는 색상을 고른다.
무늬가 요란한 것일때는 타이의 바탕색이나 무늬중에서 한가지는 슈트의 색과 같은 계열의 색이 든것을 고른다.자신이 없는 초
보자의 경우는 전통적인 무늬(점무늬,줄무늬,페이즐리,크레스트 등)중에서 작은 무늬를 고수한다.

흔히 와이셔츠라고 하는 옷의 제대로 된 이름은 드레스셔츠이며 와이셔츠는 흰색셔츠(WHITE SHIRT)에서 유래하였다.흰색 드
레스셔츠는 전통 정장차림의 기본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흰색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자신의 피부색깔에 맞게 분홍, 파랑, 연노
랑, 회색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어느옷을 입을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신사복을 입을때는 벨트, 구두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이 된다. 검정이나
곤색계통의 슈트에는 검정구두를, 중간색상이나 연회색 계열의 바지에는 갈색구두를 신는 것이 멋스럽다. 벨트와 구두는 반드
시 같은 색상으로 매치시키며 지갑까지 같은 느낌으로 갖추는 것이 센스업 포인트다.

출처 : 인터넷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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