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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현재 육군박물관에는 황석(黃淅, 1849-1938년)의 유품 총68건 80점이 소장되어 있다. 황
석은 대한제국 육군 보병 참위(參尉)로 입관하여 부위(副尉)로 진급하였고, 그 후 1910년
한일강제병합때까지 탁지부 재무관을 역임하다가 퇴임한 인물이다. 그의 유품은 2018년 육
군박물관에 기증되었고, 기증 당시 특별전을 통해 공개되었다. 유물에는 채용신(蔡龍臣,
1850-1941년)이 그린 초상화 1점, 그가 실제 착용하였던 군복(軍服) 일괄, 관문서, 문중의
사문서 등이 있다. 유물 공개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서구식 군복을 착용한 초상화가
발견되고, 또 군복의 일습(一襲)을 이루는 품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문화재청은 2020년 10월 15일 근대 서양식 군복 9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였는
데(문화재청 고시 제2020-93호에 의해 지정된 근대 서양식 군복 9건:

①제543-1호. 전(傳)대

②제543-3호. 참장 예복 1건 4점, ③제543-4호. 보병 부령 상복 1건 1
점, ④제543-5호. 보병 정위 예복 1건 4점, ⑤제543-6호. 보병 부위 예복 1건 6점, ⑥제543-7
호. 보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 4건 14점, ⑦제543-8호.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 2건 8
점, ⑧제543-9호.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홍철유) 2건 8점, ⑨제543-10호. 군위 부위 예복
원수 상복 1건 1점,

1건 5점), 그 중 황석의 유물은 ‘보병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이라는 명칭으로 총4건 14점
이 등록되었다. 품목은 예복(禮服)의 구성품인 예모 1점, 입전모 1점, 예복 상의 1점, 식대
1점, 도대(刀帶) 1점, 상복(常服)의 구성품인 상모 2점, 상복 상의 1점, 소례견장 2점, 기타
품목인 하의 2점, 멜빵[suspender] 1점, 외투 1점이 있다. 문화재로 등록할 때 군복과 함께
초상화도 보고되었으나, 당시 지정 품목이‘대한제국 군복’이었기 때문에 초상화는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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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맞지 않아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석의 초상화에는 대한제국 육군 부위(副
尉) 계급의 예복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유물에 없는 대례견장(大禮肩章), 정서(正緖), 도
(刀), 장갑[手套], 신발[靴]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물과 초상화를
종합해야 황석이 착용한 대한제국 육군 부위 예복 차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초상화에 그려진 황석의 군복에 관해 그의 유물 및 당시의 육군 부위 예복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분석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분석을 위한 기초로 황석의 관직(官職) 및
등위(等位)의 변동을 살핀다. 둘째, 대한제국시대 육군 제복의 규정을 파악하여 유물 및 초
상화에 그려진 군복과 일치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보면, 이 시기 군복 연구에
서 무궁화와 이화 문양의 구분에 혼란이 발생한다. 황석 초상화의 예복 분석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연구를 위해 활용
한 주요 문헌은

』

『관보』, 『의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대한제국직원

록 등이다.

2. 황석의 관직(官職) 및 등위(等位)의 변동
황석의 일생과 관직생활에 관해서는 기증된 문서 가운데
악할 수 있다.

『찬양문(讚揚文)』을 통해 파

『찬양문』은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친일 성향의 유교단체인 모성공회(慕聖

公會)에서 황석의 일생과 업적을 조사하여 1926년에 지은 것이다. 이 자료와 임명장, 봉급
표, 승급증 등에는 다른 일반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관직변화가 보이므로, 이를 통해 그가
육군 부위로 근무하던 기간을 도출할 수 있다.
황석은 조선전기의 문신 황희(黃喜, 1363-1452)의 13대손으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
다. 그는 유학(儒學)에 전념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48세인 1896년 민영환이 고종
에게 육군 부위로 천거하였다. 이 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에 처
음 임관(任官)할 때의 계급은 나타나지 않고, 승정원일기에서 1898년 (음)6월 5일에 해주
지방대 참위(參尉)로 있다가 휴직한 것이 확인되고, 같은 해 (음)11월 7일에 평양진위대 부
위로 승급 및 보직 이동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후, 부위 계급으로 두 차례 보직 이동이
있었고, 1906년에 부위 신분으로 탁지부 세무관으로 임명된다.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으므로, 이 때 그의 부위 신분도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 후, 1908년 제작된
대한제국직원록에 의하면 한성재무감독국에 소속된 강릉서장(재무관兼. 주임관 4등 7급
에 6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승급증에 의하면, 같은 해년 6월 30일 진급된 이력이 파

대한제국 육군 부위(

) 황석(1849-1938) 초상화의 군복(

악된다. 따라서 황석이 승급하기 이전에

ㆍ

) 연구 / 박선희 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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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직원록』이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퇴직

시 그가 탁지부 재무관으로 3등 주임관에 5급의 녹봉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석
은 62세가 되던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면서 관직에서 물러난다.
한편, 황석의 초상화를 그린 채용신(蔡龍臣, 1850-1941년)은 원래 고향이 전북 전주 지역

①왕실관련 회화, ②1906년 낙향하여 항일
애국지사와 유학자의 요청으로 그렸던 수응화(酬應畵), ③1917년 도일(渡日)과 상업적 성격
이다. 그의 작품활동을 시기별로 크게 구분하면

의 작품을 제작하던 때로 나눌 수 있다. 그가 화가로서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1906년 관
직생활을 그만두고 전주 인근으로 낙향한 이후의 삶과 행적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를 기점
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황석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1923년 아들, 손자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던 시기부터 사진으로 건네받아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초상화를 소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렇듯 20세
기 초 전북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초상을 주문하고 그려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채용신의 존재였다. 황석의 경우 직접 만나 그 모습을 그렸거나 사진을 건내주어
제작하는 방식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3. 육군 보병 부위 황석(黃淅)의 예복 분석
본 장(章)에서는 육군박물관 소장 황석 유물 중 부위 신분의 예복을 당시의 제도와 비교
해 분석한다.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관원의 복식에 서구식 복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개혁기에 군인과 경찰의 제복(制服)이 규정되면서이지만, 아래에서는 연구시기
를 황석이 육군 보병 부위로 진급 및 퇴직한 1898년 (음)11월 7월부터 1910년 (양)8월 29
일 이전까지로 한정해 고찰한다.

1) 대한제국시대 육군복장 규칙과 제식
서구식 관복 제도는 규칙(規則), 제식(製式), 도식(圖式)의 세 가지 형태로 제정되어 정부
의 공식 기관지인

『관보』에 공포된다. 군복은 ‘육군복장규칙(陸軍服藏規則)’으로 착용대

상, 착용상황, 구성품을 규정하고, ‘육군장졸복장제식(陸軍將卒服裝製式)’으로 세부형태를
규정한다. 최초의 서구식 군복은 1895년 4월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으로 제정되고 수
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거쳐 한일강제병합까지 유지된다.
군복은 착용상황과 계급에 따라 구성품을 달리하며 일습을 갖추는데 처음에는 정장(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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裝), 군장(軍裝), 예장(禮裝), 상장(常裝)으로 나누고, 1906년에 대례장(大禮裝), 군장, 예장,
상장, 반예장(半禮裝)으로 구분된다. 본고는 이를 착용상황을 기준으로 예복은 정장, 예장,
대례장, 반예장으로, 상복은 군장과 상장으로 분류하였다.

2) 황석의 예복 분석
정장과 대례장의 일습은 입전모, 예모, 대례의, 바지[袴], 대례견장, 도(검), 식대, 정서,
장갑, 백포하금(白布下襟), 신발이고, 여기서 입전모와 식대를 제외하면 예장이 된다. 이에
유물에서 입전모, 예의, 식대, 바지를 분석한다.
입전모는 특별한 제식이 없어 유물로만 분석할 수 있다. 흰색 깃털을 아래서 감싸고 있
는 황색의 꽃봉오리 장식과 철제 기둥의 끝을 접어 올려 원통형의 도금제로 마감장식을
끼웠다. 모자의 정수리와 상반부는 흑색 융이고, 하반부는 홍색 융이다. 정수리는 이화를
금사로 수놓은 장식을 중심으로 외측에 금선양고직(金線兩股織)이 원형을 이룬다. 금선양
고직으로 상반부에 세로선을 앞뒤좌우로 1줄씩 부착하여 위관급을 표시하고, 하반부 가로
선 2줄로 부위임을 나타낸다. 정면의 표장은 흑색바탕에 은색 선과 금색 꽃술을 수놓은 이
화와 그 좌우로 무궁화의 잎은 금색, 꽃은 은색으로 수놓아 가지는 교차동결하였다. 금사
원직의 턱끈[頣紐]을 고정하는 도금제 단추가 좌우에 1개씩 확인되지만, 단추의 문양이 무
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이는 예의에 부착된 단추와 수장의 ‘人’자 위 장식도 마찬가지이
고, 유물에서 예모의 턱끈 단추, 예의와 상의(常衣)의 단추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같은 문양
이었다.
예모가

「202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의 분석처럼 1897년의 규정을 따랐다면

단추의 문양은 무궁화이고, 1907년의 개정을 따라 단추만 교체한 이화문양의 가능성도 있
다. 대한제국은 관원의 복식이 전통식에서 서구식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복식 변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제작방식, 재료확보, 원활한 보급
등의 문제 등 여러 고충이 따랐을 것이고, 매번 새로운 규정을 따라 착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화된 규정을 맞게 최대한 수정, 교
체하며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전통복식의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고종의 대처 방식이다. 고종은 1884년 윤5월 24일과 25일(음력)
이틀에 걸쳐 전통복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의제개혁을 시도한다. 24일에 관복은 흑단령을
입되 국초의 반령착수(盤領窄袖)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관복을 변통하여 반령으로
고친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한계점을 인지하게 되고, 하루만에 다시 기존의 단령은 착수
의로 고치고, 홍단령은 흑색으로 물들이되 만약 새 옷을 만들 때는 새로 규정된 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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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라 했다. 둘째, 일정부분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03년 1월 18일(양
력)에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이 근주(謹奏)하기를 군복의 흑색 융을 ‘고구라
(古舊羅)’로 대체할 것을 강구하여 시행된다. 셋째, 주로 탈부착으로 대체 가능한 곳에서
규정을 벗어난 형식이 발견된다. 황석 유물의 경우, 소례견장의 화살표, 의령장의 별, 수장
의 ‘人’자와 그 위의 장식으로 규정은 수를 놓아야 하지만 금속제 또는 양고직의 선이 부
착되어 있다.

4. 채용신이 그린 황석 초상화의 예복 분석
황석 초상화에는 채용신의 인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우측 어깨 옆에 그의 호인 ‘石芝’
가 있고, 그 아래에 ‘定山郡守蔡龍臣信章’이라 찍혀있어 그의 작품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
다. 장황(裝潢)은 그림 장황으로 아래 변아(邊兒)는 사라지고 상부와 좌우만 남아있다. 채
용신은 1910년대 전반까지 별도의 비단을 덧대는 전통식에서 그림으로 구획을 정하여 그
리는 ‘그림 장황’으로 변해간다.
초상화에서 황석은 예복을 입고 반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입전모를 끼운 정모 또
는 예모와 더블 브레스티드 상의로 입고 있으므로, 정장 또는 대례장차림이다. 의령장에
가려진 백포하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초상화에 나타난다. 특히 유물에 없는 정서, 대
례견장, 검, 장갑, 신발이 그려져 있어 일부 제식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채용신은 황
석의 초상화에 오류를 남긴다. 그림에서 대례견장은 바탕색, 화살표와 태극의 위치, 방향,
수량 등 일치하는 규정이 없다. 부위의 대례견장은 1897년 5월부터 홍색과 흑색의 태극표
장을 붙이고 좌우에 은사로 수놓은 화살 2개에서, 1900년 7월 적색의 실로 별 2개를 수 놓
다가, 1901년 2월 별을 은사로 수놓게 된다. 만약, 소례견장처럼 화살표였다면 1897년의 규
정이 된다.
이 외에도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에서 주인공이 살던 당시의 복식 제도와 다르게 그린
사례가 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종 어진과 1926년에 그린 62세의 황희
초상화이다. 이는 초상화를 흑백사진으로 받아 그리던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을
상세히 그리다 발생된 정말 잘 그려진 실수이거나, 채용신이 자신의 삶에서의 기억 또는
그리던 때의 전후 기억을 조합해 탄생한 결과물, 또는 직접 대면하면서 그리던 경우라면
황석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려주다 발생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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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궁화와 이화에 대한 고찰
황석의 초상화와 유물 분석에서의 문제점은 무궁화와 이화의 문양 구분이었다. 이에 대
하여 복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한 장식만 교체하거나 끈 종류는
대체용품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무궁화와 이화문
양의 형태가 군복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도재 예모의 턱끈 단추
를 무궁화문양이라 하였다. 이 의견을 따른다면 동일한 문양의 황석 예모 단추도 무궁화가
되어 1900년 제식이 된다. 이를 육군 제복과 비슷한 맥락으로 유지된 경찰 제복에서 살펴
보면, 1895년 모자의 턱끈 단추 제식과 도식이 제시된다. 최초의 경찰은 상복만 있었는데
상모의 턱끈을 고정하는 단추는 이화문양의 도금제이고, 이화는 종모양의 꽃잎 5장과 꽃술
은 중앙에서 시작하여 각각의 꽃잎을 향해 3~4개가 자리 잡았다. 제식과 도식을 참고하면
황석의 예모 단추 문양와 같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고는 대한제국 육군 보병 부위 황석의 초상화와 유물을 종합하여 예복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초상화와 유물은 황석이 육군 보병 부위로 진급하여 퇴직한 1898년(음)11월 7월부터
1910년(양)8월 29일 사이의 규정에 해당되고, 군복의 종류는 예복인 대례장이다. 유물에는
그가 실제로 착용하였던 입전모, 예모, 대례의, 식대, 도대가 있고, 초상화에는 대례견장,
정서, 도(검), 장갑, 신발이 그려져 있어 완벽한 일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상화에서 대례견
장의 제식은 잘못 표현되었으나, 예모의 표장, 수장에 장식된 금선양고직 선의 꼬임, 단추
의 문양에 표현된 꽃술의 표현 등이 유물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유물에서 모자
는 1897년의 정모, 웃옷은 1900년의 규정을 따른 대례의 차림인데, 모자의 턱끈 단추와 대
례의에 부착된 단추는 1907년에 개정된 이화문양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초상화를 포함한 육군 보병 황석 유물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무궁화와 이화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를 대한제국 관원의 복식이 전통식에서 서구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비교적 탈부착이 쉬운 장식은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교체하였을 가능성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복식의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고종의 대처 방식이다. 고종
은 1884년 윤5월 24일과 25일(음력) 이틀에 걸쳐 전통복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의제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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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다. 기존에 착용하던 단령을 활용하여 개정된 제도를 따르고자 할 때, 흑색과 착수
는 반드시 지켜 고치도록 하였고 수정이 어려운 반령 깃은 제외토록 한 것이다.
둘째, 일정부분 국내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03년 1월 18일(양력)에 군복의
흑색 융을 ‘고구라(古舊羅)’로 대체할 것을 강구하여 시행된다. 이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시장으로 돌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장인과 상인을 활용하여 검약과 공존의 방식
으로 제안된 계책이었다. 특히 서구식 제복의 특성상 요소마다 장식이 많으므로 부분수정
이 그리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실제 발견되는 유물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셋째, 주로 탈부착으로 대체 가능한 곳에서 규정을 벗어난 형식이 발견된다. 황석 유물
의 경우, 소례견장의 화살표, 의령장의 별, 수장의 ‘人’자와 그 위의 장식으로 규정은 수를
놓아야 하지만 금속제 또는 양고직의 선이 부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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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에 대한 주관성 연구

차수정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위류학과 교수

+

1.서론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된다. 포르투갈 상 주앙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요실금은 단순
히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이 있는 여성은 요실금이 없는 여성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심하며 자존감이 낮았다.
인구고령화로 노년층 요실금 환자의 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증가되면서 요실금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요실금 팬티와 기저귀, 패드 등의 요실금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노인용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요실금 팬티와 패드가 다양
한 브랜드에서 여러 기능으로 출시되고 있다. 디펜드, 라엘 코리아, 베네러브, 테나, 금비,
아텐토, 속옷 브랜드 쌍방울, 비너스, 비비안 등에서 요실금 증상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요
실금 증상과 요실금 팬티 및 패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방법론으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용 요실금 팬티 및 패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R1F1A1048925).
+ Corresponding author: Cha Su-Joung
E-mail: carollain@mok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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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Q방법론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 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사
용되는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 Q방법론은 여러 사람들에 걸쳐 어떤 속성들 사
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전혀 반대로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2) Q모집단과 Q표본
Q모집단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진술문은 요
실금과 요실금 팬티 및 패드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말한다. 요실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총 60개의 진술문인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중 예비조사를 통하여 총 31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3) P표본
P표본의 선정은 피험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따르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 중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피험자를 P표본으로 하였
다. P표본은 의도적 표집을 통해 2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1
년 7월 20일까지 서울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졌다.

4) Q분류
Q분류는 순서정하기(rank ordering) 절차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피험자가 특정 조건에 따
라 자극물을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진술문을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으로 분류한다.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오른쪽 끝에 배치하고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왼
쪽 끝에 배치한다. Q분류가 끝난 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4개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
술문 4개를 선정하여 선정 이유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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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쿼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1) 요실금에 대한 분석
65세 이후 노년 여성의 요실금에 대한 인식유형은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회전
을 통해 추출된 3개 요인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년 여성의 요실금 및 요실금 제품에 대
한 인식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1’이상을 가진 요인을 추출하여 결정하였다. 요실금 및 요실금 제품에 대한 인식
유형 3개는 전체 변량의 70.69%를 설명하였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과 제
3유형이 가장 상관관계가 낮았다.
제1유형은 7명, 제2유형은 9명, 제3유형은 4명이었다. 제1유형은 평균 나이는 69.71세이
며, 평균 몸무게 58.00kg, 평균 키 157.86cm로 BMI지수가 23.27인 과체중이었다. 제1유형 7
명 모두 출산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2.43명이었다. 제2유형은 평균 나이는
67.56세이며, 평균 몸무게는 59.67kg, 평균 키는 158.56cm로 BMI지수가 23.73인 과체중이었
다. 평균 자녀수는 2.67명이었다. 제3유형은 평균 나이가 70.24세이며, 평균 몸무게는
56.75kg, 평균 키는 155.00cm로 BMI지수 23.62인 과체중이었다. 평균 자녀의 수는 3.25명이
었다.

2) Q유형 구성
(1) 제1유형: 우울 불안형

제1유형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은 요실금으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하며, 대인
관계를 기피하고 외출 시 화장실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1회용
요실금 제품 사용을 선호하지 않으며 요실금 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요실금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으며 요실금 제품도 직접 구매하지 않
는 유형이었다. 제1유형을 ‘우울 불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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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유형: 냄새 민감 은둔형

제2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과 구분되는 인식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요실금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되며, 요실금 제품
은 방수기능과 흡수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주로 요실금 패드를 착용하고
화장실에 수시로 간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을 ‘냄새 민감 은둔형’이라고 명명
하였다.

(3) 제3유형: 기능 중시 화장실 빈번형

제3유형은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 제2유형과는 또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유
형이었다. 제3유형은 요실금 제품의 흡수기능이 중요하고 요실금 때문에 화장실을 수시로
가며, 요실금 팬티를 주로 착용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이 가장 걱정되
고 밖으로 표시 나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을 ‘기능 중시
화장실 빈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 결론
요실금은 노화로 인해 생겨나는 질병 중 하나이며, 생명과 관계된 질병은 아니다. 그러
나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
로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요실금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요실금 증상 여부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냄새를 억제하고 요실금 제품의 착용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제품을 개발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요실금 증상이 있는 노년 여성들이 요실
금 증상 및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를 발전시켜 기존 요실금 제품의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요실금 제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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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외연적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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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1.서론
동물 가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그 뿌리가 깊다. 원시시대에 수렵이나 주술 의식
을 위해 쓰던 제의 목적의 동물 가면이 점차 예능 목적의 동물 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부
터, 가면극 속 동물은 주제집단의 생활상과 삶의 일부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면극에 등장하는 동물은 대부분 대사가 없어 관객에게 행동과 역할을 전달하기 어려우
므로 동물 복식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할과 의미 즉, 극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면극에 등장하는 동물을 이해하고 극의 주
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착용하는 복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을 살펴보고, 복식의 형태를 결정
하는 데 영향을 준 외연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가면극 중 사자의 역사
사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이다. 지증왕 13년(512) 이사부(異斯

夫)가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할 때 목우사자(木偶獅子)로 상대편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있
다. 가면극 중 사자에 관한 기록은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鄕樂雜詠)」에서 사

자무를 보고 ‘먼 길을 걸어 사막을 지나와 털가죽이 헤어졌는데 머리와 꼬리를 흔드는 모
습에서 웅장함이 느껴진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사자무의 유입 경로가 중국이며, 사
자 복식에 털이 달려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후 사자무에 대한 기록은 고려
시대 이색의 시

「구나행(驅儺行)」에서 구나 의식 후 오방귀와 사자[白澤]무로 각종 연희

+ Corresponding author: Kim Eun-Jung
E-mail: kimej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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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한다고 하였고,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사자무를 궁중

정재로 연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회화 자료를 살펴보면 18세기 사자무의 복식은
<그림 1>의 궁중이나 <그림 2>의 민가에서 비슷한 형태로 착용하였으며, <그림 3, 4>와
같이 19세기 불화의 사자 도상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아 정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 낙성연도

<그림 2> 연광정연회도

- 원행을묘정리의 권39, 86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2, 33

<그림 3>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그림 4>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 서울 전통사찰
불화, 182

- 괘불, 76

3.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
가면극에 등장하는 사자 복식은 가면에 연결되어 여러 연희자가 함께 착용하는 상의와
연희자가 개별적으로 착용하는 하의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는 사자 몸통을 표현하는 형태
로 2~3명의 연희자가 함께 둘러쓸 수 있는 긴 자루형이며, 연희자의 춤동작에 제한이 없
도록 아랫부분은 트여있다. 하의는 대부분 상의와 같은 소재 또는 색으로 통일되게 착용한
다. 그러나 가면극에 따라 의복 색의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표현한다<표
2>.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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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종류와 특징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은율탈춤

강령탈춤

통영오광대

수영야류

사자
유형

연희
지역

함경남도

복식
오방색 사자
특징
출처

- 북청사자놀음,
131

황해도

부산ᆞ경상남도

백색 사자

유색 사자

- 연구자 촬영(2016~2018)

1) 북청사자놀음의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
함경남도의 북청 지역에서 연희되던 북청사자놀음은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의 사자 복식은 상의와 하의가 모두 짙은 갈색의 털 장식

ㆍ ㆍ ㆍ ㆍ

으로 덮여있으나 털 장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녹 백 적 흑 황의 오방색 실이 한데 섞
여 하나의 색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청사자놀음의 사자는 정월 보름을 기점으로
하여 마을을 돈 다음 집집마다 방문하여 성조신(成造神)이나 조왕신(竈王神), 우물의 신 등
집을 지키는 신에게 기원하여 잡귀를 쫓고 복을 빌어주는 매귀(魅鬼)를 행하였다. 또한 사
자의 오색 털을 몰래 베어다 두거나 아이에게 달아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였으며, 사자
놀음을 하고 나면 집안의 잡귀가 없어지고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이는 조선
시대부터 사자는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북청사자놀음의 사자 복식에
사용된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오색의 화합을 통해 오행을 상생시키고
자 하는 유감주술적 의미가 있다.

ㆍ ㆍ

2) 봉산 은율 강령탈춤의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탈춤의 사자 복식은 상의와 하의가 모두 백색이며, 털
장식이 있다. 부분적으로 봉산탈춤의 사자는 등에 갈색 털 장식이 있고, 강령탈춤의 사자
는 등과 턱에 갈색과 적색 털 장식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본래 사자의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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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봉산탈춤의 사자는 마부와 대화를 통해 타락한 승려인 팔먹
중, 노장, 취발이를 벌하러 온 부처님의 사자(使者)로 자신의 정체가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
는 동물임을 밝힌다. 사자는 인도에서 불교가 발원한 후 부처의 시종이자 문수보살의 탈것
인 불법 수호사자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을 통해 불교의 전래와 함께 한국으로 유
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팔먹중은 노장을 꾀어 타락시키고 사당과 어울리거나 희롱하는
등 파계승의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이 파계승을 벌하는 것은 권선징

ㆍ

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은율 강령탈춤의 사자는 가면극의 첫 과장에 등장하여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놀이판 가운데서 춤을 추는데 이는 나쁜 기운을 쫓는 정화의 의식무(儀式舞)
이다. 무서운 동물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은 귀신을 쫓는 방법 중 하나로 강력한 벽사
의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백색은 천(天)사상과 맞닿아 있어 하늘 또는 신성을 의미한다.

ㆍ ㆍ

따라서 봉산 은율 강령탈춤 사자의 백색 복식은 나쁜 기운을 벌하거나 몰아내는 불법수
호사자의 역할, 또는 액운을 막아내는 벽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통영오광대와 수영야류의 사자 복식의 형태 역할

ㆍ

부산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오광대와 야류 중 사자가 등장하는 가면극은
통영오광대와 수영야류가 있다. 통영오광대의 사자 복식은 상의와 하의 모두 밝은 갈색 계
열이며, 수영야류는 황토색 계열이다. 이들 사자 복식에는 다른 지역의 사자 복식과는 다
르게 가면 주위로만 털 장식 하여 갈기를 표현하였다. 통영오광대의 사자는 상의에 몸통과
네 다리를 그리고 털을 표현하는 무늬를 그렸으며, 수영야류는 상의 전체에 호랑이 무늬와
유사한 줄무늬를 그렸다. 이는 복식을 통해 사나운 짐승으로서 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통영오광대와 수영야류의 사자가 재앙적 존재인 담보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나 이들도 결국은 퇴치되어야 하는 또 다른 부정한 존재로 담보보다 강한 맹수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해도 사자의 백색 복식과는 달리 유색 복식을 착용하여 맹수로서
역할을 강조한다.

4.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외연적 요인 분석
1) 역사적 전개
북청사자놀음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각 사자의 복식은 오방색의 실을 한데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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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 털 장식으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표현한다. 사자 복식에 오방색이 사용된 것은 삼국
시대 오색사자(五色獅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야의 가실왕(嘉實王)은 우륵에게 명을 내
려 가야금 12곡을 지었는데 이는 가야금과 노래, 춤이 어우러진 놀이로 이 중 8번째가 사
자기(獅子伎)이다. 우륵의 사자기는 본래 남제(南齊)의 기악(伎樂)이 전래한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오색사자이다. 따라서 가야의 12곡 중 사자기의 사자 또한 오색사자였을 것이다.
삼국시대 사자 복식에 오방색이 사용되었단 기록은 일본의 고서

『교훈초(敎訓抄)』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악은 백제에서 전해진 것으로 이때 등장하는 사자는 한 마리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오색사자이다.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는 두 종류의 사자

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신라에서 전래한 것으로 보이는 신라박(新羅狛)의 그림에는
한 마리의 사자와 마부, 두 명의 무희로 이루어진 구조로 삽입문에 오색사자라 기록되어
있다<그림 5>. 이와 같이 가면극 속 사자의 등장은 삼국시대부터 살필 수 있으며, 당시 사
자 복식은 한 마리의 사자에 오방색이 사용되었다. 북청사자놀음도 한 마리의 사자가 오방
색 복식을 착용하고 등장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두 마리의 사자로 내용이 변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 사자의 오방색 복식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전승이라 할 수 있다.

2) 외국 가면극의 영향
사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가면극에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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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면극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북청사자놀음과 봉산 은율

강령탈춤의 사자 복식은 상징적 체계에 의한 복식 표현으로 이는 특정 요인에 의해 복식
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백거이의 <서량기(西凉伎)>와 최치원의 <산예(狻猊)>의 내
용을 보면 한국의 사자무는 인도나 서역을 거쳐 중국의 실크로드를 통해 삼국시대 유입되
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때 사자 복식도 함께 유입된 것인지는 상호 비교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티베트와 네팔, 중국에는 한국 사자무 복식과 유사한 오방색 사자 복식과 백색 사자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네팔의 가면극 마하깔리 퍄칸(Mahakali Pyakhan)에 등장하는 사자
싱가(Singha)는 극의 세 여신 중 마하락슈미(Mahalakshmi)가 타는 사자로 복식은 전체적으
로 변색된 백색이며, 등 부분에 오방색의 갈기가 있다<그림 6>. 이는 중국 사자무 복식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중국은 남북조(南北朝) 및 수(隋)대에 오방사자무가 들어와
당(唐)대에 태평악(太平樂)과 함께 연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방사자무는 다섯 마리가
모여 오방색을 이루는데 의미와 역할은 오색사자와 같다. 따라서 북청사자놀음 사자의 오
방색 복식은 네팔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티베트의 싱기 챰(Sin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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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은 사자가 등장하는 불교무용으로 축역(逐疫)의 힘을 지닌 깔리(Kali) 여신을 태우고
다니는 사자로 표현되거나 시낌(Sikkim) 지역에서는 칸첸중가(Kanchenjunga)산을 수호하는
신을 태우고 다니는 신성한 눈사자(snow lion)를 형상화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백색 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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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달린 사자 복식을 착용한다<그림 7>. 이는 봉산 은율 강령탈춤의 사자 복식과 매
우 유사한 형태로 황해도 지역 사자무의 불교적 연원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불교적 색채
가 강한 사자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자 복식도 영향을 받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3) 지역적 사상 반영
가면극에 등장하는 사자 복식은 사자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무엇의 영향

ㆍ

을 받은 것인지 가면극과 유사한 굿놀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황해도 지역과 부산 경
상도 지역에는 호랑이를 주제로 한 굿놀이가 있다. 두 지역의 굿놀이의 목적은 호환으로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굿놀이 과정과 이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황해도 지역의 호살량굿은

ㆍ

개를 제물로 바쳐 호랑이를 달래야 하는 신격으로 보았고, 부산 경상도 지역의 호탈굿은
<그림 8>과 같이 닭을 물고 등장한 호랑이를 포수가 사냥함으로써 호랑이를 제압해야 하
는 대상, 또는 퇴치해야 하는 악으로 보았다. 같은 목적을 가진 굿놀이지만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다른 이유는 지리적 특징이나 호환의 비율과는 관계없이 지역민의 기질과 성향 등
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면극에서도 가면극의 주체였던 지
역민의 사상적 영향에 의해 황해도 지역은 자연에 순응하며 화합하고자 했던 사상을 반영

ㆍ

하여 벽사와 정화를 표현하는 백색을 사자 복식으로 착용하였다. 반면 부산 경상남도 지
역은 재앙이자 퇴치의 대상인 사자를 극복하고자 했던 도시가면극으로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사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복식을 착용하였다.

<그림 5> 신라박

- 신서고악도

<그림 6> 네팔
마하깔리 퍄칸의
사자
www.google.co.kr

<그림 7> 티베트의
싱기 챰
www.google.co.kr

<그림 8> 강사리 범굿

- 김수남을 말하다,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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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가면극 속 동물은 주제집단의 생활상과 삶의 일부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극
중 대부분 대사가 없어 관객에게 복식을 통해 의미와 역할을 전달한다. 따라서 가면극에
등장하는 동물을 이해하고 극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을 살펴보고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외연적 요인을 알아보았다.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형태와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함경남도 지
역 북청사자놀음의 사자가 착용하는 오방색 복식으로 마을의 안녕을 빌고 풍요를 기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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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황해도 지역 봉산 은율 강령탈춤의 사자가 착용하는 백색 복식으로 나쁜 기운

ㆍ

을 쫓고 액운을 막아내는 벽사의 역할을 한다. 셋째, 부산 경상남도 지역 통영오광대와
수영야류의 사자가 착용하는 유색 복식으로 퇴치되어야 할 맹수로서 역할을 표현한다.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외연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
사적 전개로 가면극과 함께 복식의 전승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삼국시대부터 사자 복
식에 오방색 실을 꼬아 장식한 오색사자가 존재하였고 이는 현재의 북청사자놀음 사자 복
식과 같은 방식이므로 역사적 전승에 의한 오방색 복식의 착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외국
가면극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사자무가 유입되면서 복식도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사자무는 인도나 서역을 거쳐 중국의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되었다. 네팔 가면극 속
사자 복식은 중국을 거쳐 한국의 북청사자놀음 사자의 오방색 복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티베트 가면극은 불교무용으로 황해도 지역 사자 복식과 유사한 백색 복식을 착용
한 사자무가 존재하여 사자무의 유입되는 과정 중 복식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사상 반영으로 지역민의 사상과 기절에 따라 가면극을 통해 표현하고
자 하는 주제의식의 차이가 사자 복식의 차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황해도 지역은 자
연에 순응하며 화합하고자 했던 지역적 성향을 반영하여 벽사와 정화를 표현하는 백색 사

ㆍ

자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부산 경상남도 지역은 재앙이자 퇴치의 대상인 맹수를 극복하고
자 했던 도시가면극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사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색 사
자 복식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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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경숙
혜원한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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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1세기는 4차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대면하지 않아도 생활
이 가능한 언택트(Untact)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등장
은 이전의 삶을 뒤바꿔 버렸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으로 일상이 가능한 시대
를 빠르게 열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수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
하여 정상적인 대면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실습 교육의 비중이 큰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한 때이다. 한복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 교육은
그동안 대면수업이 우선적이었기에 코로나19 상황인 현 시점에서 수업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물관, 지자체 연계 기관 및 시설에서는 다양한 대
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복관련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양방향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통문화 교육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의 정서를 인식하고 느끼는 일은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조절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인성적 측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을 살펴
보고,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복관련 전통문화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성인, 가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장애인 등으로 분류하고, 교육대상의 특성을 파악
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한복관련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복착장, 바르게 입기, 예절,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 바느질 체험 등에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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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확대 및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
육 자료와 교육 방법 등을 고안해야 한다. 체험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교육은 전통복
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2.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전통문화 교육의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차등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핵심은 전통문화와의 연계 속에서 한복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함이다. 따
라서 각 계층별 관심도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탐문하여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대상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서 교육이 진행되어야함은 중요한 사항으로 교육의 지침에 우선시되어야 한다.
각 대상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치부
대상은 만 5세~7세 연령의 남, 녀로 구성되며, 교육생의 모집은 유치원 및 박물관을 비
롯한 기관 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교육방법은 한복의 인식이 미흡한 연령기이므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따라서 동 연령기에 관심의 대상인 에니메이션, 동화 등을 소재로 하여 등장인물들이 착용
하고 있는 한복을 소개하면서 한복의 종류와 착장의 예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2) 초⦁중⦁등부
대상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남, 녀로 구성되며, 교육생은 학교 및 박물관을 비롯한 지
자체 기관 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모집한다.
교육방법은 전통과 한복의 개념이 조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연령기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문화교육장의 선정도 한옥 및 박물관을 우선시한다. 즉 한옥
에서 전통 의⦁식⦁주에 관한 교육을 실행하여 한국인으로서 한복을 입고, 다례를 통한 예
절을 학습하고, 한옥의 전통미와 온돌문화체험으로 산교육을 진행한다. 대상별 교육진행의
차별을 위하여 초등부는 세시풍속과 전통 놀이문화와 융합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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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며, 더불어 한복 바르게 입기를 병행한다. 중⦁고등부는 한복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
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박물관 견학 및 지역문화유산과 연결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방법
은 박물관 유물을 통한 실물교육과 교과서의 이론적 교육으로 한복의 종류를 익히고 바르
게 입는 법을 학습한다. 또한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직물을
짜고,바느질을 하는 과정을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학습 한 후에는 교육대상의 계층에 맞게
단계별 체험을 한다. 이 때는 전통문양의 금박체험과 염색체험 등을 병행한다.

3) 성인부
대상은 남, 녀 성인으로 구성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문화도 변화하는 이 시점에
성인들의 전통에 대한 인식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면 혼례
문화에서 사주단자를 보내고, 함을 준비하는 이 행위 들을 전통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배제되어야하는 악습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복의 착
용 사례를 보면 혼례복의 경우 녹의홍상은 옛말이고, 지금의 복색은 개인 취향에 맞게 변
화하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할 수는 없겠지만, 신부가 검은색의 한복
을 착용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다수의 전통문화가 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의 전통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해야한다.
교육방법은 외국에서 전통문화, 복식과 연결 된 교육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화
발전의 양상으로 표출되는 사례들을 학습한다. 즉 일본의 기온마츠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통복식을 입고,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그 축
제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연결된다. 이러
한 전통문화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사례는 세계에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충분한
학습의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사회발전의 초석
이 될 수 있음을 학습한다. 교육내용은 전통혼례, 성인식, 한복 착장법, 침선 등으로 진행
하며, 생활과 근접한 영역에서 수월하고, 친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4) 외국인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유학생 및 관광객 등이다. 한복과 전통문화의 바
른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한옥을 거점으로 교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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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 한옥에서 느끼는 전통미와 한복의 어울림,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의 효과를 최대
한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한복의 종류를 알고 명칭을 익히며, 바르게 입는법을
학습한다. 또한 전통 의⦁식⦁주를 통한 우리 문화체험 및 전통놀이를 체험한다.

침선을

통하여 한복의 제작법을 공감할 수 있고, 직물로 구성된 규방문화를 체험한다.

5) 기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복 바르게 입기 및 다례 등의 예절을 교육한다. 더불어 세시
풍속과 전통놀이를 연계하여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종류에
따라 한복을 착장하고, 침선을 통하여 작은 소품을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3.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의 교육과 전통한복의 착장 및 시연의 학습은 오프라인 학습에서 진행되던 교
육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교육은 예절 및 다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교육에는 모두
한복을 착용하고 진행된다. 예절교육은 한복을 입고 공수법, 인사법 등을 학습하며, 인사법
에는 남, 녀의 절하는 방법과 큰절, 평절 등의 예법을 익힌다. 다례교육은 한복을 입고 차
를 마시면서 상대를 배려,존중하는 예법을 익힌다. 이와 같이 한복을 입고서 받는 교육은
한복을 입는 착장법 등도 함께 교육되어야 하기에 온라인 수업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오프라인 교육만을 우선시 한다면 과연 전통문화 교육은
방향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한 문제였다.
다양한 계층의 교육대상의 요구에 의해 진행 되어오던 교육은 오랜 시간 멈춰진 상황에서
무조건 호전되는 이 시국의 안정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언택트 시대의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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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한복교육
유치부

앞치마 만들기, 한복그림
색칠하기

초등부

풍속화 속 한복 그림 찾기
돌돌돌 누에고치

중⦁고등부

비단 스마트폰 파우치 만들기
한복 고름 묶는 법

성인부

전통 오너먼트 만들기
보자기 만들기
금박 등

다문화가족
외국인

다포 만들기

화면자료

다례, 예절

한복 착장법
및 종류

다례법 및
인사법

1) 유치부 : 한복과 관련된 교육으로는 앞치마 만들기와 한복 그림에 색칠하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치마 만들기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주머니 부분에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
② 바늘에 원하는 색상의 실을 끼운다.
③ 홈질로 그림을 따라 바느질한다.
④ 색동이나 색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하고 시접을 접어 앞치마에 고정시킨다.
⑤ 색이 있는 입구 부분을 제외한 시접이 접힌 부분을 앞치마와 함께 바느질한다.
⑥ 완성 된 앞치마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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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치부 앞치마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개 및 완성품

2) 초등부 : 한복과 관련된 교육으로는 풍속화 속 한복 그림 찾기, 돌돌돌 누에고치,
금박 체험 등이다. 돌돌돌 누에고치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준비된 키트의 내용은 누에고치, 소목, 얼레, 싸인펜 등이다.
② 용기에 누에고치와 소목을 넣고 끓는 물을 붓고, 매염제를 넣는다.
③ 염색된 누에고치를 다른 물에 옮긴다.
④ 얼레에 실을 감는다.
⑤ 누에고치에 인형의 모습을 만든다.
<표 3> 초등부 돌돌돌 누에고치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개 및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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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등부 : 한복과 관련된 교육으로는 비단 스마트폰 파우치 만드는 법을 침선을
통해 학습하며, 한복 고름 묶는 법은 고름을 만들어 배송하고 묶는 법을 교육한다.
비단 스마트폰파우치 만들기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준비된 키트의 내용은 반제품 주머니, 색동직물, 매듭끈, 나무고리 등이다.
② 배송된 반제품 주머니의 옆선을 박음질하여 주머니를 만든다.
③ 원하는 모양의 장식을 디자인하여 솜을 두어 만든다.
④ 뒤편에는 카드 주머니를 만들어 단다.
⑤ 매듭끈을 만든다.
<표 4> 중⦁고등부 비단 스마트폰 파우치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개 및 완성품

5) 성인부 : 한복과 관련된 교육으로는 전통 오너먼트 만들기와 보자기 만들기, 금박 문
양 만들기 등이다. 전통금박 체험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준비된 키트의 내용은 비단 컵받침, 문양도장, 금박지, 스펀지, 핀셋, 접착풀 등이
다.

② 문양도장에 접착 풀을 고루 바른다.
③ 비단 컵받침에 도장을 찍고 금박지를 올린다.
④ 금박지를 손으로 눌러준다.
⑤ 도장의 문양외의 금박지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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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인부 전통금박 체험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개 및 완성품

4. 결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가장 한국적이며 현재 우리 정서의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한복의 연계된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급한 현재의 사회적 단절에 의해 요구되는 전통
문화교육에 대하여 다년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근거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학
습이 가능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계층을 세분화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구상하였으며, 남, 녀, 노, 소를 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자가 보다 쉽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재료의 준비와 영상
의 교육자료는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위의 연구를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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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권유미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박사

+

1. 서론
교육 및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
팅 등의 기술 융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 중 3D 프린팅은 소비자 맞춤형·다품종 소
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전공에서도 3D
프린팅을 어떻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전공자를 위한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해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3D 프린팅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패션 전공자를 위한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2.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개발
한글의 형태는 판독성과 가독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디자
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전통 공예와 디자인 문화 상품 등에서 디자인 요소로서 종종 활
용되어 왔다. 한글의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형태의 조형적 특징은 3D 모델링과 프린팅에도
적합한 형태이다.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개발은 3D 모델링 소프트
웨어 라이노(Rhino)를 사용하여 펜던트, 귀걸이, 브로치 팔찌 등 다양한 액세서리 형태로
디자인 할 수 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패션 소품은 필요에 따라 디자인 변형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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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독창적인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에도 용이하다.

2) 3D 프린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개발은 (1)기획, (2)제작, (3)확인 및 수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제작 단계에 있어서 3D 모델링 과정은 라이노를 활용하여 라
인과 서피스, 솔리드를 이루는 단계별 제작 과정을 체계화 한다. 한글의 형태를 독창적인
다양한 글씨체로 다양한 액세서리에 적용함으로써 3D 모델링에 필요한 툴을 익히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3D 모델링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체계화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시도한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시대 요구에 따른 패션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글 문양이 들어간 3D 프린팅 액세서리는 3D 모델링에서 필요한 개념과 툴을 이해
하고 활용하는데 적합하여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산업 제품
개발을 위한 3D 모델링이 아닌 패션 전공에 필요한 툴을 교육하기 위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을 개발함으로써, 패션 전공에서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최성권(2021), 산업디자이너를 위한 Rhino 3D 7.0 바이블, 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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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 연구

금종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

1. 서론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에 대한 연구는 2002년 해평윤씨 남아 미라의 복식 유물 연구를
시발점으로 차츰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아 연구의 제한
점으로 되어 왔다. 현시점에서 추가 발굴된 어린이 출토복식은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을 연
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2017년 8월 1일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발
굴조사 중 무연고에서 3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연대는 17세기 전반기로 추정되
는 것으로, 이 중에서 어린이 복식인 액주름형 직령 1점

․ 장의 1점 ․ 중치막 2점이 발

굴되었다. 지금까지 장의 출토유물은 의령남씨(16세기 후반) 묘 출토 솜장의와 권함과 순
천박씨(1600년대 추정) 묘의 누비장의가 유일하였나, 이번에 홑 장의가 발굴되어 연구자료
에 대한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유물 4점은 모두 소렴의에 있었으며 이는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관에 넣어주는 관습인 수례지의(襚禮之衣)로 넣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어린이 복식 유물 4점의 직물 및 형태를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형태의 다른 묘주에서 나온 유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조선시대 어
린이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의 종류 및 특징
1) 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의 종류
발굴된 어린이 복식의 종류는 4점으로 액주름형 직령 1점, 장의 1점, 중치막 2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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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액주름형 직령은 누비이며, 직물은 겉감과 안감 모두 면이며, 부분적으로 덧붙어
있는 옷감은 견과 면으로 짜여진 교직으로 면만 남아 있다. 장의는 홑이며, 직물은 삼베이
다. 중치막 2점은 모두 솜이며, 겉감과 안감 모두 면이다.

<표 1> 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 종류 및 특징
번호

유물명

1

2

유물사진

구성

직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수구

액주름형
직령

누비

면(면)
교직

86

52.5

48

20

18.5

장의

홑

삼베

51.5

33.5

37

13

12

출처

연구자
촬영
(2019)
3

중치막1

솜

면(면)

66

39

35

15

14

4

중치막2

솜

면(면)

87

54

36

19

18

2) 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의 특징

～

지금까지 출토된 어린이 액주름은 총 5점으로 송효상(15세기 중반 16세기 초반추정),

～

별내면 출토 무연고 묘(16세기 중반), 완산이씨 여분묘(1500년대 후반), 정휴복(1529 1604),
장성 출토 무연고 묘(17세기 전반 추정) 출토 유물이 있다. 장성 출토 액주름형 직령은 기
존의 액주름 형태와는 다르다. 액주름의 일반적인 형태는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 작은 사다
리꼴무가 있고, 그 아래에 3개의 무가 있어 가운데 무를 주름잡아 작은 사다리꼴무에 연결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유물은 아래에 위치한 무가 3개가 아니라 가운데 직사각형의 무가
없이 사다리꼴 무 2개만 있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무가 없어 주름이 잡히지 않고 작은 사
다리꼴무에 연결되어 있다. 누비로 되어 있으며 누비 간격은 3cm이다. 겉감과 안감의 직물
은 모두 무명이다. 깃은 칼깃으로 너비는 6cm이며, 안깃은 안섶에 걸친 목판깃이다. 동정
의 직물은 교직이며 너비는 3cm이다. 소매는 착수형 소매이이며, 겨드랑이에는 1.5×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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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삼각무가 있다. 고름의 크기는 38×2cm, 19.5×2cm이다.
어린이 장의는 총 3점으로 의령남씨(16세기 후반) 묘 출토 솜장의와 권함과 순천박씨
(1600년대 추정) 묘의 누비장의, 장성 출토 무연고 묘 홑장의가 있다. 장성 출토 장의는 홑
옷이며 직물은 삼베이다. 겉깃은 목판깃으로 너비는 4.5cm이며, 안깃은 들여달린 목판깃이
다. 어깨바대는 일자형으로 길이는 34.5cm, 너비는 4.5cm이다. 소매는 직선 형태로 배래는
통솔로 되어 있다. 겊섶과 안섶은 단일섶으로 엇선이 길에 달려있으며 통솔로 연결되어 있
다. 고름은 겉깃 머리 부분에 파손되어 달려있으며 너비는 1.3cm로 추정된다. 바느질은 대
부분 홈질과 통솔이며, 도련은 말아감침하였다.
출토된 어린이 중치막은 총 8점으로 해평윤씨(17세기 전반) 3점, 평양조씨(17세기 전반)
1점, 홍우협(1655~1691) 1점, 탐릉군(1663~1731) 1점, 장성 출토 무연고 묘에 2점이 있다.
장성 출토 중치막1은 솜옷이며, 직물은 겉감과 안감 모두 무명이다. 겉깃은 칼깃 형태로
너비는 5.5cm이며, 안깃은 들여달린 목판깃이다. 겉고름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남아
있는 크기는 8×1.5cm와 6.8×1.5cm이다. 소매는 수구로 가면서 완만히 좁아지며, 옆트임은
28.5cm이다. 바느질은 대부분 홈질이며, 고름은 온박음으로 고정시켰다. 중치막2는 솜옷이
며, 직물은 겉감과 안감 모두 무명이다. 겉깃은 칼깃 형태이며, 너비는 6cm이며, 안깃은 안
섶에 걸친 목판깃이다. 겉고름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남아 있는 길이는 19cm이다. 소
매는 수구로 가면서 완만히 좁아지며, 옆트임은 43.5cm이다. 바느질은 대부분 홈질이며, 고
름은 온박음으로 고정시켰다.

3. 결론
장성 출토 어린이 복식인 액주름형 직령 1점, 장의 1점, 중치막 2점을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다른 어린이 복식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액주름형 직령으로 기존의
액주름의 형태와는 달리 겨드랑이 아래 작은 사다리꼴무 밑에 2개의 큰 사라리꼴무만 있
고 직사각형의 무가 없어 주름을 잡지 않고 고정이 되어있었다. 장의는 홑으로 된 것으로
기존의 솜과 누비 장의에 비해 상당히 작은 옷으로 바느질 또한 통솔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치막은 다른 유물과 비교 했을때 형태적으로 특이한 것은 없었다. 또한 전체
적으로 어린이 복식의 형태를 살펴 봤을 때 성인의 형태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크기만
작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어린이 출토 유물은 많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
나, 본 출토유물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많은 어린이 복식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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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의형(半袖衣型) 의복에 관한 연구

김용문
강릉원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1. 서론
반수의형 의복은 소매가 짧은 옷으로 겉옷이나 받침옷으로 입었으며, 활동에 편리한 기
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시아에서 널리 입어왔다. 본 연구는 반수의형 의복의 기원 및
변천을 살펴보고, 출토유물 및 회화 자료를 중심으로 반수의형 의복을 소매가 짧은 반소매
형 반수의와 착장 시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소매분리형 반수의로 나누어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한다. 특히 누란(樓蘭)에서 출토된 반비(半臂), 중국 화상석각(畫像石刻)의 소그드(Sogd)

『

인과 호인용(胡人俑)의 반비, 일본 정창원(正倉院)의 오녀배자를 비롯한 반비유물, 집사(集

』

史) 그림본에 나타난 몽골의 답호와 비교하여 반수의형 의복에 나타난 문화교류를 밝히
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연구내용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문헌에 나타난 반수의형 의복, 유물
자료에 나타난 반수의형 의복의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반수의형 의복에 관
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문헌과 벽화고분, 회화자료 및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
며, 연구범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반수의형 의복이 나타나는 2세기부터 17세기까지이다.

2. 반수의형 의복의 기원 및 변천

『사물기원(事物紀原)』에 “수(隋)나라 대업(大業, 605∼617) 연간 중에 내관(內官)이 장수
의(長袖衣)를 입었는데, 당(唐) 고조(高祖)가 그 소매를 감하고 이르기를 반비라 하였으며,
이는 지금의 배자(背子)이다. 강회지간(江淮之間)에는 혹 작자(綽子)라 하여 사인(士人)들이
다투어 입었는데 그것은 수나라 때 처음 만든 것이다.”고 하여 반수의형 의복의 기원을 반
비 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쿠차나 호탄 출토 유물자료에서 반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비는 수대에 처음 입은 것이 아니라 서역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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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수의형 의복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 제

42대 흥덕왕(興德王:재위 826 836) 9년 복식금제의 반비이다. 반비는 상층계급의 남녀가
평인을 제외하고 모두 착용했으며, 포와 같은 고급 직물로 지어 입었다. 남자용 반비는 후
세에 와서는 소매가 없어지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여자용 반비 곧 배자는

』

『사례편람(四禮

便覽) 에“길이가 치마와 가지런하며 깃은 마주 대하고 옆이 트이고 둥근 소매이거나 반소
매 또는 소매가 없다. 우리나라 몽두의(蒙頭衣)가 그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사대부 계급의 상복(常服), 관복(官服) 받침옷으로 널리 입던 답호
(褡護), 군복의 겉옷인 전복(戰服)·전포(戰袍)·쾌자(快子) 등에서 그 유제(遺制)를 볼 수 있
다. 후대의 나장(羅將) 등 조례(皁隷)와 군졸들이 입던 더그레도 반수의형 의복이다. 유물
은 고려시대의 불복장 유물로 남아 있는 답호가 전해지고 있다. 답호는 소매가 짧고, 곧은
깃에 무가 달린 포(袍)이며,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널리 착용된 대표적인 반수의형 의복
이다. 답호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고려시대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에 대답

호(大褡胡)·답호(褡胡)·답홀(褡忽)이 있으며, 더그레로 언해되어 있다. 더그레란 덧입는 옷의
총칭으로 호의(號衣)·전복·답호가 포함된다. 남송(南宋) 정사초(鄭思肖, 1241~1318)의 시(詩)
에‘종립(騣笠), 전화(毡靴)’와 함께‘답호의(搭护衣)’라는 기록이 있으며, 그 주(註)에 “답호(搭
护)는 원(元)의 복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기문은‘더그레’를 몽골어 ‘degelei’와
그 음상(音相)과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몽골어 차용어(借用語)로 보고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답호 밑에‘더그레’라 주를 달고 있으며, 이를 『몽어류
해(譯語類解)』에서 보면 답호(搭護)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화기에 의제개혁이 시행됨에
있다.

따라 답호는 통상복의 겉옷으로 서민의 두루마기[周衣]와 구별되는 관원의 제복이 되었고,
조선 후기 문무관복의 특징적인 옷이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반수의형 의복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조선 후기에 전복, 호의, 쾌자, 배자, 더그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며 답호와 전복, 더그레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반수의형 의복의 종류 및 특징
반수의형 의복을 짧은 소매가 달린 반소매형 반수의와 착장 시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
로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된 소매분리형 반수의로 나누어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본다.

1) 반소매형 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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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비

반비란 소매가 짧은 데서 나온 이름으로 소매 길이가 팔길이의 반 정도라는 뜻에서 유
래된 것이다. 반비는 834년 신라 제42대 흥덕왕(興德王) 복식금제 기록에 표의(表衣)와 같
은 고급직물로 만들어 입었다. 왕과 왕비는 반비에 계수금라(罽繡錦羅)를 사용하고 진골대

∼

등과 진골녀, 5, 4두품의 남자, 6 4두품녀에게만 규제가 있고 평인은 남녀 모두 반비에 대
한 금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서민 남녀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반비로 추정되는 반수

〜

의형 의복은 4 5세기 고구려 안악3호분 묘주부인과 삼실총벽화의 귀족 남자가 입고 있으
며, 누란유적에서 출토된 반비, 중국의 화상석각과 호인용, 그리고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반비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반비는 대금식(對衿式) 반비, 반수의 수구에 주름장
식이 덧대진 한대(漢代) 수굴식(繡镼式) 반비, 직령우임형 반비, 번령 반비 등 다양하다.
태원(太原)의 우홍묘(虞弘墓, 592년) 출토 화상석각의 수렵도에서 활을 쏘고 있는 기마인
물은 단발머리에 홍색 단령포를 입었으며, 반소매 끝에 러플이 달린 반비와 바지를 입고

〜

혁대를 두르고 있다. 2003년 2 5세기 누란 유적에서 러플이 달린 수굴식 반비가 출토되어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향연도의 주인과 악인들은 반비를 입고 있으며, 당대
호인용은 무릎까지 오는 한쪽 깃 또는 양쪽 깃을 젖힌 번령 반비나 반수포를 입고 허리에
혁대를 두르고 장화를 신었다. 반비는 대부분 겉에 입었으나 포 아래 입기도 하였다.
정창원의 반비는 직령교임형에 짧은 소매가 붙은 것과 소매가 붙지 않은 것이 있다. 란
(襴)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길이는 다양하다. 호인용 반비와 정창원의 반비를 참조하여 통
일신라시대 반비의 형태를 추정하면 반소매이며, 길이는 가슴 바로 밑까지 오거나 무릎까
지 오는 등 다양하고, 고름이나 매듭장식으로 여며 겉옷으로 착용되었을 것이다.
반비의 착용법은

『고사원류(古事源流)』에 반소매로 하습 위에 포 아래에 입었으며, 반

비는 남자가 포 아래에 입었던 짧은 단의, 정창원 목록에도 포 아래에 입는 소매가 짧은
단의라는 문구가 있어 반비는 모두 포 아래에 착용한다는 기록이었다. 그런데 1951년 이후
정창원전 목록에는 반비를 가장 겉에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금직물로 만들
거나 란을 금으로 한 반비, 화려한 채회반비는 겉옷으로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창원
의 반비는 악인들이 입었으며, 남자가 사계절을 통해 겉에 입었던 장식용 옷으로 추정된
다.

(2) 답호

답호는 원(元)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 왕과 문무관리들의 철릭 위에

84

상복(常服) 안에 입거나, 사대부의 겉옷 위에 덧입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전복이나 하
급 군속 및 조례들이 겉옷으로 착용하였다. 답호는 문헌에‘搭胡, 搭護, 褡胡, 褡護, 搭忽’등
의 한자로 표기되며, 송미경은 답호가 일상복이자 단령의 받침옷이어서 조선 전기 출토복
식은 철릭, 답호, 단령의 순서로 수습되기도 했으며, 광해군 재위기인 17세기 전반기 이후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의 기능이 직령으로 대체되면서 답호의 존재가 점차 사라졌음을 밝
히고 있다.
원대(元代)의 이유암(李裕庵) 묘 출토 향황색(香黃色) 답호, 고려시대의 답호 실물은 문
수사(文殊寺)의 금동여래좌상(金銅如來坐像, 1346년 조성)의 답호와 해인사 출토 답호가 남
아 있는데 옆트임 안쪽에 주름잡은 별포가 달린 점이 특징적이다.
몽골은 서아시아 진출 시 반수포인 답호와 반수의형 상의를 왕부터 신하까지 입고 있음

『집사(集史, 1300∼1304년 완성)』그림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소매가 팔꿈

을

치에 이르며, 넓은 섶이 우임으로 깊게 겨드랑이 밑에서 여며지며, 안에는 다른 색의 좁고
긴 소매가 달린 의복을 입고 있으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포는 허리에 대를 두르고 검은
색 또는 붉은색 화를 신고 있다. 왕은 관을 쓰고 신하는 모자에 깃털장식을 꽂았으며, 반
수포의 색상은 황색, 홍색, 옥색, 보라색, 청색 등 다양하다. 지배계급의 답호는 금사로 화
려하게 큰 문양을 직조하였으며, 옆트임이 허리까지 트여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다.
조선시대 초기 답호의 무는 단령, 직령(直領)의 무의 제도와 같다가 임진왜란 후에 전복
무와 같아졌고, 섶이 좁아지고 소매 없는 답호도 생겼다. 답호의 소매는 반소매이지만 진
동의 길이와 수구의 길이에 차이가 있다. 진동에서 수구까지 직선배래가 그 기울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려시대는 좁아지다가 15세기에는 수평을, 16세기 전반에는 다시 좁아지다
가 16세기 후반에는 수구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인 심수륜 답호를 제외하고는 17세기
까지 다시 수평을 이루는 조형성의 변화를 보인다. 깃은 시기별로 형태 변화가 뚜렷하다.
고려의 답호는 목판형 이중깃이며, 15세기와 16세기 전반에는 목판형 이중깃과 칼깃형 이
중깃, 칼깃이 공존하였다. 16세기 후반에는 칼깃형 이중깃과 칼깃이 나타나며, 17세기에는
칼깃형 이중깃과 칼깃이 계속 나타났으며 목판깃도 보인다. 답호의 칼깃형 이중깃이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

(3) 방령상의와 방령더그레

방령은 모난 맞깃(對衿)이 달린 상의를 지칭하며, 방령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중국의

『예기(禮記)』에서 심의(深衣)의 깃의 형태로 등장한다.

㎝ 이내

방령상의 중 반수의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나타나며, 옷길이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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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말을 탈 때 편리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전장후단형이다. 여밈의 형태는 대금형, 대
금합임형, 교임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송효상, 정온, 정응두, 신여관, 이옥형, 강대호,
함양박씨 등의 방령상의와 정충신의 방령갑의도 반수형이다.
방령더그레는 17세기 초반이후 18세기 중반까지 나타나며, 방령상의가 자취를 감추고

㎝ 이상이고 소매가 반수이거나 없으며, 섶과 무가 있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옷길이가 100

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바대가 없고, 여밈은 대금형 혹은 대금 합임형으로 겉
옷 위에 덧입는 옷이다. 조선전기에 넓고 풍성한 차림새가 유행하다가 중후기가 되면서 품
이 좁고 길이가 길어지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일반 복식의 유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짧은 소매가 달린 방령더그레는 김덕원, 이직, 이진숭의 방령더그레
유물이 있다.

2) 소매 분리형 반수의
소매 분리형 반수의는 착장 시 양쪽 소매 또는 한쪽 소매를 분리해서 입는 두 가지 형
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양쪽 소매 분리형 반수의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착장할 수 있는 유물은 철릭, 액주음, 방령포, 중치막,
대창의 등의 포가 있다.
16세기 전반의 변수묘 출토 요선철릭, 장흥 마씨 출토 철릭과 벽진 이씨의 액주음은 양
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형 포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후반에는 이응해 철릭과 방
령포, 문화유씨의 대창의 등 다양한 포에서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형 의복으로 입었

㎝ 이상이고 소매가 긴 유형이나 16

다. 방령포는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며, 옷길이가 110

세기 후반에는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입었다. 17세기 전반에는 윤선언의 철릭 8
점과 신경유 철릭 6점, 신경유 방령포에서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쪽 소매 분리형 반수의

한쪽 소매 특히 왼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착장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경우가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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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전반 변수의 요선철릭 5점과 조경의 철릭 3점, 장흥 마씨의 중치막 3점이 대표
적이다. 16세기 후반에는 장흥임씨 무명홑철릭 1점이다. 17세기 전반에는 이응해, 윤선언의
철릭, 신경유의 방령포와 중치막 17점, 김여온 중치막, 최경선 대창의 소매가 한쪽 소매분
리형이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김여온, 최원립, 최숙과 홍우협의 철릭에서만 한쪽 소매를
분리하여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최숙과 홍우협 철릭의 소매는 두리소매로 소매너비가 커지
고 있다.

4. 결론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입혀진 반수의형 의복에 나타난 종류 및 특징, 문화교류를 밝히
고자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비는 7세기초 당 고조가 소매를 짧게 하여 입은 것이 시초라는 기록이 있으나 호탄과

〜

쿠차의 회화자료를 보면 서역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5세기 경 안악3호분 여주

〜

인, 삼실총의 귀족이 반비를 입고 있으며, 누란 유적에서 2 5세기 반비유물이 출토되어
이른 시기부터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악인용 반비유물로 구체적인
반비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화상석각에는 소그드 주인과 소그드 악인, 호인용
의 소그드인, 낙타를 탄 소그드 상인들이 반비를 입고 있다. 반비는 길이가 다양하며, 대부
분 겉에 입지만 포를 입을 때는 포안에 입기도 하였다.
답호는 원에서 유래된 의복으로 고려시대 문수사 답호와 해인사 답호가 전해지며,

『집

』 그림본에 왕부터 신하까지 화려한 착수장포의 답호를 우임으로 입고 있다. 대를 두르

사

고 화를 신었으며, 허리까지 트인 옆트임으로 매우 활동적인 의복임을 알 수 있다. 답호의
소매형태는 직령이나 철릭의 소매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포의 소매가 두리소매로 정
착되면서 답호의 반소매가 무수의로 변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착장할 수 있는 포는 16세기 전반의 철릭과 액주음, 16
세기 후반에는 철릭, 방령포, 대창의 등에서 나타났다. 17세기 전반에는 철릭과 중치막에서
나타났다. 한쪽 소매를 분리하여 착장할 수 있는 포는 주로 왼쪽 소매를 분리하였다. 활
쏘는데 편리하도록 왼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소매로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 전반의
철릭과 중치막, 16세기 후반에는 철릭 1점이다. 17세기 전반에는 철릭, 방령포, 대창의에서,
17세기 후반에는 융복으로 입는 철릭에서만 나타난다. 반수의형 의복은 활동적 편리함을
위하여 긴소매를 짧게 한 의복이며, 긴 소매도 필요에 따라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로 입
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포는 16세기부터 소매를 분리해서 입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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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양쪽 소매를 분리하여 입었으며, 17세기 후반에는 철릭의 한쪽
소매를 분리하여 반수의형 의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긴소매를 분리하여 소매를 짧게 착장하거나 전장후단형, 바대 등 반수의형 의복에 나타
난특징은 말을 타거나 활을 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된 기능적 의복임을 알 수 있다.
반비는 소그드의 영향으로 중국에 전해졌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소그드와의 교류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답호는 원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에 전해졌으며, 칭기스칸에 의해 서아
시아까지 입혀진 대표적인 반수의형 의복이다. 반수의형 의복은 서역과 원에서 시작되어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진 옷으로 반수의형 의복을 통해 당시의 문화교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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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신한복 디자인 개발:
폐한복의 리디자인을 중심으로

마유리ㆍ김은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1. 서론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지속가능이라는 화두는 환경보호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 환경문제의 위기의식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내 패션계 역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사
용과 재활용 등 패션성과 제품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기존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디자인 실천 기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사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한복(新韓服)은 한복이 패션이자 놀이 수단으로 재조명되면서 한복에 대한 의식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복식문화현상으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복식 용어이다. 신한복
브랜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올리는 문화가 확산되
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통한복은 빠른 유행의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고
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몇 번 입고 옷장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더 이상 착용하지 않는 폐한복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을 통해 리디자인
(redesign)하여, 전통한복의 조형미를 활용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신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 개발 결과를 통해 경제적, 환경문화적으로 한국 전
통복식의 가치를 담은 신한복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규명하고, 해체를 통한 한복구성법의
특징 파악과 새로운 신한복 디자인간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
를 찾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1778)
+ Corresponding author: Kim Eun-Jung
E-mail: kimej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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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폐한복의 선정과 해체 과정
신한복의 원재료가 될 폐한복은 폐한복 수거업체에서 10kg을 확보하였고, 폐한복의 종
류가 랜덤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아동한복이나 원단의 대부분이 손상되
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한복은 1차 선별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원단의 색상이나 문양
이 전통적이지 않은 폐한복을 2차 분류하여 제외한 후 남은 한복의 종류는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 등이었다. 최종 선별된 폐한복 10벌의 시접 솔기처리와 구성요소의 조합단
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였고, 해체의 순서는 봉제
할 때와 반대의 순서로 해체하였다.
겹으로 제작된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경우, 깃에서 동정을 해체하고 고름을 뜯어낸 후,
앞겉길 쪽의 겉깃부터 안깃 순으로 분리한다. 다음으로 옆선과 배래선의 시접을 가르고 앞
길과 뒷길을 4겹 박기 전의 상태로 정리한 다음, 도련선과 수구선 솔기를 뜯어 겉감과 안
감을 완전히 해체한다. 겉감의 진동솔과 어깨솔, 등솔 역시 순서대로 분리한 후, 마지막으
로 겉섶과 안섶을 떼어낸다. 깨끼바느질로 제작된 저고리는 솔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가위
로 솔기선을 최대한 가까이 잘라내 가면서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치마는 조끼허리가 부착된 허리선을 해체하고, 옥양목 소재의 조끼와 허리말, 치마끈을
모두 분리하였다. 다음 치마 허리에 잡힌 주름을 모두 풀어준 뒤 치마 선단과 밑단을 분리
하여 겉감과 안감을 각각 해체한다. 깨끼바느질로 제작된 치마의 경우, 밑단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선단 솔기를 잘라내서 분리하였고, 치마 원단의 큰 면적을 활용하기 위하여 치마
폭과 폭을 연결한 솔기는 유지하였다.
바지는 마루폭 쪽에 창구멍을 찾아 뒤집어 바짓부리와 허리선을 해체하여 겉감과 안감
을 분리한다. 분리한 바지 겉감의 허리선을 해체하고, 배래선을 가른 다음 마루폭 2장을
떼어낸다. 바지 앞뒷면의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분리한 후, 바지 안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체한다.

2) 폐한복의 리디자인을 통한 신한복 디자인 개발
한복구성법은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을 위해 시접과 솔기를 규격화하여
자르지 않고 넉넉하게 두어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 해체한 폐한복을 신한복으로
재구성하여 리디자인하기 위해, 한복구성법의 특징으로부터 겹침, 주름, 결합, 꼬임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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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 4가지를 도출하였다. 겹침은 단위 모듈끼리 겹치거나 이어 붙이는 기법을 뜻한다.
이는 면과 면을 연결하여 평면적인 면을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저고리에 깃 달리는 선
이 늘어나지 않도록 앞길의 안감과 겉감 사이로 여유분 시접을 겹쳐 넣는 방법, 2겹 박기
후 앞길을 뒷길 사이로 겹쳐 넣어 봉제하는 4겹 박기 구성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름은
원단을 동일한 간격으로 접어 입체감을 주는 방법이다. 서양의 입체재단은 치수가 정해져
있어 옷에 몸을 맞추는 구조이지만, 한복의 평면재단으로 만든 옷은 옷이 사람에게 맞춰지
는 구조이며 이는 주름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치마 허리선의 주름, 바지의 허리와 부리 등
을 허리띠와 대님으로 묶어 고정할 때 생기는 주름 등이 해당된다. 결합은 면 위에 면을
부착함으로써 입체적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이다. 결합은 저고리에 부착하는 고름이나 치마
의 말기끈 부착 방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겹침과는 차이가 있다. 꼬임은 단위 모듈의 겉과
안을 비틀어 형태를 왜곡하는 기법이다. 바지의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연결할 때 생기는 뫼
비우스의 띠와 속바지가 겉바지를 뚫고 들어가는 클라인 병의 원리가 꼬임에 해당된다. 이
는 4차원의 초공간을 현실 생활문화 공간인 3차원 세계에 실현시킨 과학적인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복구성법의 특징에서 찾아낸 겹침, 주름, 결합, 꼬임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신한복 자켓, 원피스, 상의, 치마, 바지의 5가지 리디자인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폐한복을 해체하여 제작함으로써 재구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신한복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리디자인함으로써 다양한 착장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후에 이
를 또 다시 리유즈할 수 있도록 구조적 디테일이 변형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1은 로브 형태의 신한복 자켓으로 겹침과 꼬임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길과 소매
는 폐한복의 치마 원단을 사용하였고 뒷길 중심선은 치마 폭의 연결선을 그대로 유지하여
마름질했다. 자켓의 네크라인에는 폐한복의 마루폭 원단을 깃형태로 제작하여 스냅단추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매는 거들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수구에 다른 원단을 넓게
겹쳐서 부착함으로써 덧댄 분량만큼 접어 올리면 소매 길이와 전체적인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켓은 여밈이 없는 로브 형식이지만 옆선에 자수가 놓인 고름을 부
착하여 꼬임을 주면서 반대쪽 옆선에 고정이 가능하게 해서 포에 대를 맨 듯한 효과를 주
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착장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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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2는 신한복 원피스로 주름과 결합 요소를 적용하였고, 요선철릭을 모티브로 하여
허리선에 좁고 긴 주름을 세로 방향으로 잡은 후 가로방향으로 상침하여 고정함으로써 요
선을 표현하였다. 원피스는 저고리와 치마 폐한복 원단으로 제작하였고, 여밈은 길고 가는
끈을 네 군데에 부착하여 고름으로 묶어 개폐할 수 있다. 고름을 묶지 않고 오픈하여 착장
하면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3은 신한복 상의로 겹침과 주름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두루마기 폐한복 원단을
활용하여 크롭탑으로 디자인하였다. 둥근 네크라인 앞중심 부분에 잔주름을 잡았고, 단령
깃 형태의 칼라를 별도 제작하여 목걸이처럼 겹쳐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폭바지에
대님을 묶는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소매 끝에 주름을 잡고 끈으로 묶어서 착용할 수 있
도록 했으며, 끈은 소매선에 부착하여 손목을 묶어서 주름을 잡거나 고름처럼 그대로 풀어
놓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4는 거들치마를 모티브로 한 신한복 치마로 주름과 결합 요소를 적용하였고, 치
마는 치마 폐한복 원단을, 허리말기와 허리끈은 저고리 폐한복 원단을 사용하였다. 치마는
랩스타일로 치마 안쪽에 5개의 단추와 단추 고리를 부착하여 치맛단이 들어올려져 자연스
러운 주름이 지면서 거들치마 형태가 되고, 단추를 풀어 일반 치마로도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리말기의 한쪽에는 끈 1개, 반대편쪽에는 끈 2개를 결합하여, 착용 시 끈이 1개
인 쪽으로 허리를 지나 허리말기의 트임 부분을 통과하여 허리둘레에 맞게 조절한 후 고
름을 묶어 고정한다. 또한 치마를 상의에 매치하여 착용하거나 원피스 위에 둘러 입는 등
다양한 착장법이 가능하다.
디자인5는 신한복 바지로 결합과 꼬임 요소를 적용하여 사폭바지 형태로 디자인하였고,
폐한복 바지 원단으로 제작하였다. 바지에 허리를 넓게 대서 하이웨이스트로 스타일링 할
수 있으며, 허리 뒷부분에 밴딩 처리를 하여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허리선 연결 시 장식
고름을 결합하여 봉제하였고, 바지 옆선에 단추 구멍 트임을 내서 장식고름 끝에 달린 단
추를 잠궈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이 때 장식고름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임을 주면
바지 위에 직사각형 모듈의 변형으로 디자인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패스트 패션의 지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패션시장의 문제점에 새로운 해
결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통의 재창조라는 점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현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람과 자연이 과거와 현대로 공존하면서 기존의 것에 새로
움을 표현하고자 한 시도이며, 환경과 인간 모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새로
운 접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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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영(親軍營)과 청나라 양식의 군복

박가영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

1. 서론
조선은 1876년(고종 13)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후 다른
나라와도 잇달아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외국의 문물을 경험하게 되었다. 군사 분야의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훈련방식을 도입하고 군제를 개편하면서 국
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 외
교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군사들의 복식 또한 군사제도와 교관의 국적에 맞
추어 급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복식이 서양식 군복으
로 근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 청(淸)나라의 영향을 받은 신식군대 복식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종실록, 일성록과 함께 친군영절목(親軍營節目), 친군영상
하책(親軍營上下冊), 친군별영등록(親軍別營謄錄) 등의 문헌자료와 친군좌영의 군복 실
물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군사복식을 확인하였다.

2. 친군영 체제와 병력의 특성
친군영(親軍營)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편제된 조선 말기의 군영이다. 1882년(고종 19) 6월
구식군대인 훈련도감 군사들이 일으킨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청나라의 군대가 파견되
었고, 청나라의 군제를 모방해 친군영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친군(親軍)이라는 이름이
붙은 군영은 모두 청나라 방식과 제도였으리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1884년 갑신정
변까지 약 2년 동안 청나라식, 일본식, 조선식 군사제도가 공존하는 3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Park Ga-Young
E-mail: gayoung21@sew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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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 5영제는 친군좌영, 친군우영, 친군전영, 친군후영, 친군별영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훈련원(訓鍊院)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군사훈련을 받는 신건친군좌영(新建親軍左營),
동별영(東別營)에서 주씨엔먼(朱先民)에게 훈련받는 신건친군우영(新建親軍右營)은 청나라
식 부대였다. 한편 별기군이라고도 불리는 교련병대 해산 이후 일본식 군사교육을 지속적
으로 받은 병력이 합쳐져서 친군전영으로 확대되었고, 일본식 부대가 모태가 된 친군후영
도 창설되었다. 따라서 친군전·후영은 일본식 부대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남아있던 조선
의 전통 군영의 병력 일부를 차출하여 친군별영을 창설하였다.

3. 친군좌영의 군복 유물
2021년 7월 개관한 서울공예박물관의 허동화·박영숙 컬렉션 중에는 친군 병정 군복 상
의 1점을 포함하고 있다.

1) 의복
둥근 깃이 밭게 달려 있는 긴 소매의 저고리이다. 화장 80cm, 전체길이 80cm이며 진동
43cm, 수구 23cm로서 소매너비는 부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배래이다. 여밈은 목둘레선
앞중심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사선으로 트여 있고 겨드랑이에서 매듭단추와 고리로 잠
가서 착용하였다. 앞중심, 뒷중심, 양 옆의 아래쪽으로 트임이 있고, 깃, 여밈, 트임, 도련과
소매 끝동에는 10cm 너비의 선(襈)을 둘렀다. 전후좌우의 트임에 두른 선은 위쪽에 여의두
(如意頭)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청색 모직물 바탕에 홍색 선을 둘렀으며, 둥근 황색 장표가
달려있다. 사선 방향으로 여미는 둥근 깃과 여의두 분양은 청나라 복식에서 전형적으로 보
여지는 특징이다.

2) 장표(章標)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흉배처럼 가슴과 등에 달린 지름 24cm의 원형 장표로서, 황색 바
탕에 붉은색과 검정색의 글씨가 있다. 중앙에는 붉은색 “親軍”이 세로로 크게 배치되었고,
위쪽에는 붉은색 “新建左營”이 가로로 배열되었다. 오른쪽에는 “右哨玖隊”가 세로로 배치
되었는데 네 글자 중에서 右와 玖는 검정색, 哨와 隊는 붉은색이다. 왼쪽에는 “兵丁 金基
元”이라는 묵서(墨書)가 쓰여 있다. 장표의 내용은 친군 신군좌영의 우초 9대에 소속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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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김기원이라는 의미로, 착용자의 소속부대와 신분, 성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글씨가 붉은색과 검정색의 2가지 색상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공통되는 내용은
붉은색 도장을 찍어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두고 右, 玖, 兵丁, 金基元과 같이 소속 초(哨),
소속 대(隊), 신분, 성명은 먹으로 써서 사용하였다. 군사복식의 장표는 고려시대부터 문헌
기록에서 발견되지만, 조선시대 장표제도는 명주[紬]나 베[布]를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소속
과 신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과 위치를 달리 하였다. 즉 조선에서는 직사각형 장
표를 가슴이나 등이나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로 구분하여 부착했던 반면에 청나라에서
는 원형의 장표를 가슴과 등에 부착했다.

4. 결론
조선의 전통식 군복이 서양식 군복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청나라의 군사기구와 제도를
받아들이고 중국인 교관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군복 또한 청나라의 복식을 착용하
였다. 마침 이에 해당되는 유물이 남아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위안스카이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친군좌영 소속의 병정의 군복이었고 청나라 복식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청나라식 군복의 도입과 실제 착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이 한 점 밖에 남아 있지 않
아서 당시의 군복에 대해 단정짓기 어려우나, 향후 청나라 군복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정리가 이루어지면 유물의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고 군복 근대화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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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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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주의 사상이 반영된 동양에서의 색은 인간의 생활에 밀접하며, 색동은 한국의 가장
호화로운 색채 표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선명한 원색배열의 형식을 취하며
한국적 색채조화를 보여주는 직물로써 한․중․일의 삼국에 공통으로 존재하였으나 색동형식
의 색채 대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시대에서 패션디자인은 다양성이 존중을 받되, 각 민족 고유의 독특한 이미지와 양식
을 반영하는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수단, 또한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치는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색동의 표현적 특징을 적용하여 현대 패션에 적합한 디자인 연구에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의 미적 표현으로 색동의 이
미지를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여 다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현대 패션디자
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색동을 적용하고 응용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색동을 현대 패션에 응용하여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
다.

2. 이론적 배경
1) 색동의 정의 및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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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녀들
이 다니는 통로로 신성스럽게 여겨졌다. 색동의 뜻은 ‘색을 동 달았다.’로 동이란 한 칸을
말하며 한가지 색이든 오방색이든 모두 색동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색색으로
동을 이어서 만들어 색동이라 하며, 색동의 사전적 의미는 ‘오색으로 염색하거나 오색비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어린이 저고리의 소맷 길 또는 잇대어서 쓰이는 좁은 헝겊오리’, 색동
천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로 층이 진 천을 말한다. 또한, 색동에는 길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오행을 두루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뜻도 있다.

2) 색동의 특징
색동의 특징으로는 색채 배열, 색너비, 리듬감으로 들 수 있다. 색동의 색채 배열에서
사용된 색채는 흑색이 빠진 오방색과 오간색의 반복으로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특징을 갖
는다. 명도와 채동의 경우 모든 색동의상에서 인접한 색들간에 큰 폭의 변화가 반복되는
색 조화를 이루었으며, 배색에서 대조, 강조, 반복효과에 의한 표현적 특징이 나타난다.
색동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색의 수나 너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의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색동의 구성 변형에 따라 다르게 의복에 적용함으로
써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다채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리듬감은 색채 배열과 색 너비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생기는 특징이다. 오방색과
오간색의 반복과 색너비의 일정하고 변형된 간격의 조화가 리듬감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배열과 면 구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색동 모티프에 대한 디자인 창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3. 색동의 활용
색동을 전통적인 형식과 색상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응용한 디자이너들로는 이영희,
박윤수, 설윤형, 임현희, 오은환, 성승연, 이상봉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기
하학적 표현의 면 분할과 무채색과 원색의 색채배열 디자인적 시점이 표현된 설윤형, 임현
희, 이상봉의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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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윤형
설윤형은 2001 F/W에서 색동을 코트의 소매 부분에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2002
년 F/W에서도 색동이 나타나는 소매 부분에 다양한 색상의 천을 이어 색동의 현대적인 느
낌을 내었다. 저고리처럼 소매의 색동과는 다르게 바둑판 무늬와 사선의 중첩과 반복 형태
로 표현한 색동의 의복도 디자인하면서 색동의 변화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2) 임현희
2007 S/S에서 원피스 치마 끝단에 색색의 천을 이어 색동으로 표현하고 이어 다른 부분
에 전통문양을 사용하고 다른 소재들로 결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전통적으로는
소매에 표현되었던 색동을 치마 끝단에 연결함으로써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이
며 아트웨어적 느낌을 가질 수 있다.

3) 이상봉
이상봉은 2017 F/W에서 색동에서 나타나는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된 디자인들
을 선보였으며, 색상이나 소재로 면 분할의 느낌을 주어 기하학적인 표현을 내기도 하였
다. 또한, 조각보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색상의 패턴을 활용한 것도 전통에 현대미를 가미
한 리듬감이 표현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4. 색동 디자인 적용 방안
1) 색채 배열
색동에 사용된 색채는 흑색을 제외한 오방색과 오간색이며, 일부 색동이나 현대에 와서
는 전통 색동과는 다른 파스텔톤이나 중간색조를 사용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색동에서 색
채의 변화를 사용하고 적용된 부위는 저고리나 두루마기처럼 소매에 적용하여, 소매에 파
스텔톤의 색들을 배열하고 한복을 연상시키도록 부위가 큰 벌룬스타일의 소매가 달린 원
피스를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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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 너비
너비나 형태의 변화, 즉 구성방법의 변화에 따라 색동은 전통성과 동시에 현대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색 간격의 조절을 통해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
하학적 이미지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전체 패턴을 조각내어 마치 조각보처럼
패턴들이 조화로운 간격으로 폭을 나누어 가지며 색동처럼 다채로운 색을 가진 트레이닝
복을 디자인하였다. 상의는 강렬하고 화려한 색으로 색동의 이미지를 가지며, 반대로 하의
는 상의와 대조를 두기 위해 무채색으로 디자인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다.

3) 리듬감
리듬감은 색채 배열과 너비의 조화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특징으로 전통적인 색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직선의 배열과는 차별을 두어 곡선으로 패턴을 조각낸 티셔츠로, 앞길과 뒷
길에 큰 곡선으로 패턴을 나누고 전통 색동과는 다른 흑색과 백색을 같이 사용하여 기하
학적인 표현을 강화한 디자인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색동에서 나타난 색상이나 배열, 색동의 너비, 리듬감을 응용한 패션 디자너
들의 작품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전통적인
색동에서는 오방색이나 오간색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흑색을 제외한 색들이 주를 이
루었다면 현대에 와서 흑색이나 파스텔톤으로 스펙트럼이 더 커졌다. 색동의 너비는 일반
적으로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직선이나 사선으로 너비가 나누어졌으나 현대에 와서
기하학적인 문양과의 조합, 서로 다른 소재와의 결합으로 더 많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앞
선 두 가지의 색동의 특징에서 나타난 색상의 배열이나 너비 등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
는 리듬감도 달리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색채 특성 및 미의식을 담고 있는 색동이 민족적 특성을 상징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풍부한 영감원으로서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되어 문화
를 담아낼 수 있는 고부가가 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색동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모
티프로 응용하여 현대 패션디자인 방안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대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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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현대 패션디자인이 우리 고유의 독자적 특성을 가진 패션디자인으로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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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한국 전통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 패밀리 룩 디자인

배리듬ㆍ김은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1. 서론
‘언택트’란 김난도 교수의 저서 인 ‘2018 트랜드 코리아’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접촉하
다’라는 의미의 ‘콘택트’에 부정의 의미인 ‘언’을 합성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택트는 2018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지만 2019년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도래하였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
서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의생활에 해당되는 패션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샤넬, 구찌, 디올 등과 같은 해외 명품브랜드들은 디지털 패션쇼를 개최
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품 제작 및 홍보, 구입 방식을 이전과 다르게 변경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고 있으며, 해외 컬렉션에서도 상당수의 브랜
드에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마스크의 착용이 패션과 연결되면서 터들넥, 모자,
베일 등과 마스크가 연결된 형태의 의복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복 분
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
터, 한국 국제 문호교류 진흥원에 의해 진행된 디지털 패션쇼‘Hanbok Wave’는 기로에, 다
시곰, 단하, 리슬, 백옥수, 시지엔이, 여미다, 차이킴, 한복린 9개의 브랜드의 작품들을 영상
으로 촬영하여 패션쇼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 말기의 복온 공주와 덕온 공주가 입은 한
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대면 패션쇼 ‘Korea in fashion’을 진행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끌며 온라인 조회 수 70만회를 넘어서는 등 현대 한복 분야에서도 현재 상황에 맞춘 새로
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에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의상에 한국 전통 복식이 가진 특성을 적용하여 현세대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전통 복식의 다양한 특성 중 평면재단 구성법으로
표현되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편안함을 언택트 시대 홈 웨어, 원 마일 웨어에 적용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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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일한 형태일지라도 의복의 사이즈에 차이를 두고 다양한 착용 위치와 방법으로 연
령, 성별에 있어서 다양한 착장자를 위한 옷으로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과장되지 않으면
서도 세련된 멋이 있는 점, 한 가지 형태를 여러 방법으로 착용 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전
통한복을 응용한 패밀리 룩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의복 착용대상과 스타일 중
에서도 패밀리 룩을 디자인 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집
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시기에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의복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전통복식
의 아이템 중 남녀공용으로 착용하였던 배자, 바지, 저고리 등의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디
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예복으
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왔던 한복이 일상복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한국 전통 복식
의 형태를 응용한 언택트 시대 의복 디자인 개발은 한복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시
대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카카오 쇼핑을 통한 샤넬의
판매 접근 방식

<그림 3> 2021 S/S
Rick Owens

<그림 4> 2021 S/S
Marine Serre

https://store.kakao.com

https://vogue.co.kr

https://vogue.co.kr

2. 패밀리 룩의 개념
패밀리 룩이란 부모와 자녀의 구분 없이 가족 모두가 동일한 디자인이나 색 등으로 통
일감을 주어 입는 가족 컨셉의 옷을 말한다. 패밀리 룩은 일반적인 패션과 달리 한 가족
구성원이 조형적 요소에 의해 조화를 이룬 의상을 착용하여 가족 간에 친밀감과 일치감을
교감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패밀리 룩은 두 파트너의 연대감을 표현하려는 연인이
나 신혼부부의 커플룩이 확장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패밀리 룩이 가족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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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디자인을 동일하게 착용하는 스타일이었던 반면 근래에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개성이 강해지면서 패밀리 룩 이지만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옷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맞춰 입기보다 소품 등을 통일시켜
패밀리 룩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패밀리 룩의 특징은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
고 많은 시간을 가족과 집에서 보내야 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이
라 생각된다.
패밀리 룩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는 첫째, 기능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활동
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단순성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단순한
라인의 사용과 간결한 무늬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셋째, 통일성으로 패밀
리 룩을 입었을 때 구성원들 간에 일치감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장식성으로 외형
적으로 간편하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3. 디자인 개발
1)한국 전통 복식의 다양한 아이템
한국 전통 복식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구성 원리와 특성에서 공통적
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패밀리 룩의 특성 상 착용대상이 남, 녀, 아동을 모두 포함해야 하
기 때문에 한국 전통 복식 아이템 중 남녀의 기본 복식이자 공용으로 착용했던 저고리, 바
지, 배자의 형태적 특성을 응용하여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녀의 기본복식인 저고리는 삼국시대부터 착용된 것으로 고구려 시대의 저고리는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상의로 착용되었다. 바지는 삼국시대 기본 의복 중 하나로 남녀 모
두 실용적이고 무풍적인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초기에는 바지통이 좁은(細故) 형태
로 시작되었다. 고구려시대에 바지가 남성에게 착용된 것은 문헌이나 고분벽화 등에서 많
은 부분 찾아볼 수 있으며, 고구려 여인들이 바지를 착용한 것은 문헌 기록으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시녀와 춤추는 무용수의 모습에서 여성이 바지를 착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배자는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착용되어온 남녀공용 복식 중
하나로 삼국시대 배자 형태의 복식을 착용한 모습은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가장 오래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삼실총 벽화를 통해 본 남자의 배자는 소매가 없고 길이가 둔
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깃과 밑단에 선장식이 되어있는 형태이다. 안악 3호분 벽화에 나
타난 여자의 배자는 직령에 소매가 없고 진동선 둘레에 선장식이 되어있는 형태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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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모두 긴 길이의 외의 위에 겹쳐 입는 방식으로 착용하였다.
한국 전통 한복의 저고리, 바지, 배자에 사용된 선은 전체적인 의복 구성 선으로 단순하
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직선이 사용되고 의복 세부 구성 선에는 착용 시 움직임에 따라
흐르는 듯 한 유동적인 이미지의 사선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전통 한복에 사용된 직선과
곡선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국적인 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다. 다음으로 한국 전통 한
복의 실루엣은 인체의 실제 실루엣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저고리와 바지의 경우 시대에 따라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변화가 계속되
지만 이를 남녀가 공용으로 착용한 시기의 저고리와 바지는 폭이 넓어 여유로운 실루엣으
로 나타난다. 한국 전통 한복에 나타나는 디테일의 형태는 깃, 세로 주름, 가선 등이 있다.
한복의 디테일은 전통 한복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가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전통 한복을 응용한 패밀리 룩은 집 안에서 착용하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한 활동성과 집
근처로 짧은 시간 외출하기에도 무리 없는 패션성을 모두 갖춘 스타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홈웨어로 착용하기에도 무리 없는 활동성, 한국 전통 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응
용함에 따라 전통성, 가족 구성원 간 의복 디자인의 통일성을 디자인 기준으로 하여 디자
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복의 상하의가 부착된 형태의 의복
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의 여밈은 앞 중심에서 할 수 있게 하였고, 남성과 아동의 의복에는
가시도트 단추를 사용하였다. 여성의 의복에는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끈을 부착하여 여밈
을 하도록 디자인 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해주었다. 또한 의복 전체에 한국 전통복식의
평면재단 방식을 중심으로 소매, 바지허리 등 일부에 변화를 주어 의복의 실루엣이 여유로
우면서도 편안하도록 하였다. 전통성의 표현은 한국 전통 복식 중 남녀가 함께 착용한 저
고리, 바지, 배자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통일성은 단추, 가
선, 의복의 착용 방식, 깃, 주머니 등 의복 디테일과 선의 사용 방향 등 디자인적인 측면에
서 동일한 요소를 혼합하여 디자인 하여 통일성을 표현하면서도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아
동의 신체적 특징과 미적 취향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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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이나 소통이 줄어든 현대인
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로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일체감, 친
밀감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변
화를 야기하였고 대중적인 브랜드부터 럭셔리 브랜드 까지 의생활에 해당되는 패션 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라 일상복으로 입지를 다지며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현대 한복 분야에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한국 전통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 패밀리 룩을 디자인을 제시하여 현대인들의 필요를 충족
시켜 보고자 하였다.
한국 전통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 패밀리 룩은 활동성, 전통성, 통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했으며, 활동성은 한국 전통 복식의 여유로운 실루엣과 탈착이 용이한 여밈 방
식으로 표현하였다. 전통성은 한국 전통 복식 중 남녀가 공통으로 착용했던 저고리, 바지,
배자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통일성은 저고리, 바지, 배자에 나타난 디테일
요소를 패밀리 룩에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통
일감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스타일1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의복에 네크라인을 따라
사선으로 가선을 두르고 성인 남성과 아동의 의복에는 가시도트 단추와 동일한 형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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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크기에 변화를 주어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성인 여성 의복은 원피스 형으로 가
시도트 단추 대신 고름으로 여밈을 하고 스커트 부분에 조각을 분할하여 전체적으로 심플
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스타일 2는 가족 구성원 모두 소매를 부착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네크라인에는 한복의 깃 형태에 변화를 주어 칼라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고 성인 남성과
아동의 의복에는 가시도트 단추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의복의 구성은 직선 패턴을 이용
한 평면구성 방법이나 세로선의 주름을 넣어 활동하기 편안하도록 하였다. 성인 남성과 성
인 여성의 하의는 허리에 조끼 형태가 부착된 디자인으로 사이즈만 변화를 주어 동일한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장기화되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전통 복식이 가진 장점들을 응
용하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통복식의 현대화에 좀 더 다가
갈 수 있음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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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 디자인개발

안명숙ㆍ허승연 ㆍ차수정
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
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수⁺⁺
+

++

1. 서론
최근 들어 신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수요 급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한복 디
자인 개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인스타그램 등 SNS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주문도 많
아져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한복은 아직 시장이 충분히 활성
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한복 브랜
드 현황 분석과 신한복 치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한복
온라인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개발에 적합한 추천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신한복 치마 디자
인 개발에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범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한복 브랜드 중 공식 웹사이트를
최근 5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9개 업체의 치마 제품 현황과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
째, 치마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위해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
다. 본 설문은 국내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는 총 355명으로 20
대가 159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3명(14.9%), 40대 78명(22%), 50대 이상 65명
(18.3%)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
다. 셋째,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가장 선호된 항목들을 선정하여 1,2,3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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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넷째, 추천 디자인 개발을 위해 2D로 치마 패턴을 style
cad 11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디자인 개발은 3d clo 6.1 버전을 사용해 작업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신한복 치마 디자인에서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치마길이, 허리폭, 주름너비, 허리띠 길
이, 치마 색상과 문양 등 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신한복 치마의 길이는 종아리 정도의 긴길이(38.3%)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무릎
정도의 보통 길이(33.5%), 무릎 위의 짧은 길이(15.2%), 발목까지 내려온 매우 긴 길이
(13.0%)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연령층별로는 20대(37.7%)와 30대(49.1%)는 종아리 정도의
긴 길이를 선호하였으나, 40대(51.3%)와 50대(40.0%)는 무릎 정도의 보통 길이를 선호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치마 허릿단 폭 선호도를 살펴보면, 연령대 및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5cm 내외의 보통 폭(59.2%)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1> 커스터마이징 추천시스템에 사용될 치마 디자인 개발
개발디자인1

개발디자인2

개발디자인3

긴길이(80cm)
-허리폭 보통
(5cm 내외) 주름너비 넓음
(5cm)보통길이
허리띠(60cm)
-빨간 단색

짧은길이
(45cm)허리폭 넓음
(8-10cm)주름너비
좁음(2-3cm)
-긴길이
허리띠
(100cm)밝은 회색약간 큰문양

보통길이
(60cm)허리폭
보통(5cm)주름 너비
넓음(5cm)보통길이
허리띠(60cm)
-빨간색 단색

긴길이허리폭 보통
(5cm 내외)주름너비
30대
넓음(5cm)보통길이
허리띠-보통밝은 회색 단색

보통 길이허리폭 넓음주름 너비
좁음긴길이허리띠
-빨간색현대적인
전통체크 약간
큰 문양

짧은길이허리폭 보통주름너비
넓음보통길이
허리띠
-밝은회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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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보통 길이허리폭 보통
(5cm 내외)주름너비
넓음(5cm)보통길이
허리띠회색 단색

긴길이허리폭 넓음주름 너비
좁음긴길이
허리띠검붉은색현대적인
전통문양 큰
문양

짧은길이허리폭 보통주름너비
넓음보통길이
허리띠회색

50대

보통 길이허리폭 보통
(5cm 내외)주름너비
넓음(5cm)보통길이
허리띠짙은회색
-전통꽃문양

긴길이허리폭 넓음주름너비
좁음긴길이
허리띠파란색현대적 조각보
큰문양

짧은길이허리폭 보통주름너비
넓음보통길이
허리띠짙은회색전통 꽃
작은문양

109

참고문헌
안명숙(2020), 기성복 브랜드에 나타난 신한복 치마의 현황 및 제품 유형 분석, 남도민속연

구 40집.
차수정 외 4인(2020),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 패턴 비교, 한국컴퓨

터정보학회논문지 25(6).
허승연 외 2인(2020), 신한복 치마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

자인학회지 22(2).

110

한옥호텔 객실의 전통적 요소를 활용한 소품 분석
-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을 중심으로 -

윤은영ㆍ김은정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1. 서론
한옥호텔은 한옥형 호텔이라고 명명된 고급 숙박시설로 한류 열풍과 한옥의 브랜드화가
주목받은 2007년부터 생겨났다. 국내 최대 호텔업체인 호텔신라는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전통한옥호텔을 2025년 건립예정이며, 2021년 1월 tvN에서 방영된
‘윤스테이’의 영향으로 한옥호텔에 대한 예약문의도 다시 높아졌다. 특히 ‘윤스테이’는 한
국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어메니티(amenity)로 화제가 되었는데 한국 전통 고무신에서
영감을 얻어 구례를 상징하는 동백 산수유 패치가 부착된 고무 슬리퍼를 준비했고, 친환경
소재의 어메니티는 색동한지로 포장했다. 그리고 웰컴기프트(welcome gift)는 작은 보자기
로 싸서 준비했고, 청사초롱 무드등, 비단 방석, 비단 이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기울여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윤스테이’의 촬영배경이 된 쌍산재라
는 한옥호텔에 우리문화의 전통성을 구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한옥호텔은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체험하길 원하는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 고
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관광객의 한옥숙박체험 수요도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문화를 바르게 알리고, 내국인들에게는 익숙하
면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한옥호텔이 되어야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옥호텔에 투
숙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경험을 바라며 찾아온 관광객이다. 이에 한옥호텔 객실에
비치된 소품에도 한국적 전통성을 부여한다면 서양식호텔과 차별화되고 한옥호텔이 추구
하는 의미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호텔 객실의 소품에 전통적 요소
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적 요소를 담아낼 수 있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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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2020년 관광숙박업 현황’에 등록되어 있고, 분
류 유형에 따라 한국전통호텔업 혹은 한국전통관광호텔에 해당하는 호텔 중 5성급에 해당
하는‘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와 호텔 홈페이지, 호텔 방
문후기를 담은 블로그 등 웹사이트를 통해 객실 소품의 종류와 형태, 소재, 색상 등을 면
밀하게 분석하였다. 여기서 소품은 호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용품으로 무료로 제공
하는 어메니티부터 객실을 꾸미고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말하며, 전통적 요소가 담긴 것과
담기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시켰다.

2. 한옥호텔 객실의 소품 분석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은 2015년 송도 국제도시에 문을 연 국내 최초 5성급 한옥호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2016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호텔 홈페이지와
방문후기를 담은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객실의 소품을 분석하였다.

1) 이부자리, 한지조명, 보료
이부자리는 잠자리에 사용하는 이불과 요 등을 말한다. 이부자리는 금구(衾具)・침구(寢
具)라고도 하며 이를 함께 일반적으로 금침(衾枕)이하고 부른다. 경원재의 온돌 객실에는
전통 침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안에 솜을 두고 이불보로 싸여진 형태로 빨간색
과 노란색의 화려한 색채와 천을 사용하였다. 천의 소재는 실크이며 식물문양 자수가 놓여
있었다. 객실조명은 전통 창호지인 한지를 사용하여 은은한 멋을 연출하였는데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는 고전적 이미지와 단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객실 한쪽
에는 우리가 흔히 보료라고 알고 있는 것이 깔려있는데 보료는 엄밀히 말해 깔아놓은 요
를 칭하는 것이며 등 중앙에 세워진 것은 안석, 양쪽 팔에 놓인 것은 장침과 사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문양으로 장식된 절방석 4개가 있었다. 형태는 솜으로 두껍게 속을 넣
고 바깥을 비단으로 싸는데 가운데 면과 둘레의 색을 다르게 배색하고 그 연결된 선 위에
상침을 하여 장식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재래의 응접용구라고 할 수 있는 보료・안
석・장침・사방침・절방석은 진사 이상의 가문에만 사용한 고급 소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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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실 용품
욕실 어메니티와 샤워가운, 슬리퍼, 수건은 서양식호텔에 있는 비품의 종류와 형태, 소
재가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나 샤워가운과 슬리퍼, 수건은 소재를 달리하고 전통복식을
응용하여 우리의 복식문화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존의 샤워가운은 타올
지 같은 두꺼운 면으로 무겁고 부피감 때문에 둔탁한 느낌을 주며, 그로 인해 세탁과 건조
시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복 샤워가운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으며,
전통 타래버선의 외형을 접목시켜 한옥호텔과 잘 어울리는 슬리퍼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객실 카드키, 고무신, 인테리어 소품, 전통놀이세트
객실 카드키는 복주머니를 닮은 케이스에 담겨있는데 경원재를 방문하는 분들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쓰여 있다. 복주머니는 조선시대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
을 지니고 다니면 좋지 않은 기운을 쫓고 만복이 온다고 하여 복(福) 글자를 써서 특별한
날 선물한다는 기원도 함께 써 놓았다. 또한 꽃이 그려져 있는 야외용 고무신, 조선시대의
공예미를 대표하는 사방탁자, 전통놀이 세트가 객실에 비치되어 있었다. 이밖에 경원재 로
비에는 왕복부터 아동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야외마당에서는 윷놀이, 투호놀이, 양궁 등 다양한 종류의 전통 놀이를 경
험해 볼 수 있게 했다.

3.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옥호텔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인천의‘경원재 앰버서더’를 선정하여
객실의 소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옥호텔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이부자리,
은은한 한지조명, 보료라는 고급소품을 사용하거나 복주머니 룸키, 전통놀이세트, 전통복식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외의 소품은 서양식호텔에 있는 것들과 다르지 않았
다. 일회용품의 어메니티와 샤워가운, 슬리퍼, 커튼, 인테리어 액자 등은 한국적 전통 요소
를 활용하여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2019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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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서 일회용 어메니티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에서도 일회용품을 대신할 새로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한옥호텔과 어울리며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린 어메니티를 모색
해야 하는데 고체형 샴푸나 치약이 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한옥호텔이 겉모습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옷인 한복과 우리의
음식인 한식을 함께 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한옥호텔 객실의 소품도
의미를 같이 해야 한다. 나아가 내적으로도 전통성을 구현한 한옥호텔이 지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상용ᆞ곽동엽(2012), 우리나라 한옥형 호텔에 구현된 전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송규만ᆞ이지영(2012), 호텔 객실에서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 국내외 특급호텔 사례분
석을 중심으로 -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2).
박승규(2012), 한옥형 호텔의 공간구성요소와 체류만족에 관한 실증분석 - 경주 보문단지 내
‘라궁’의 방문객 중심으로 -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준(2017), 한옥형 호텔 객실의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
국전통호텔업 중심으로 -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4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천연염색 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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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국가로 이 중
발리는 자바섬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제주도 약 3배의 크기의 섬이다. 이슬
람교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발리인의 대다수는 지역화된 발리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 이외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과 공예가 발전한 지역이다. 발
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에서 사랑받는 휴양지 중의 하나로 주 수입원이
관광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바틱(Batik)이 등재된 이후 친환
경적인 바틱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클린 바틱 계획(Clean Batik Initiative, 2010~2013)이 실
시되었다. 이를 통해 바틱 생산 환경 개선 및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천연염료 사용
을 권장하였으나 발리의 경우 이보다 앞서 외국인 관광객과 수출용으로 천연염료를 사용
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천연염색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발리에서 천연염색 제품
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지역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천연염료의 종류, 염색방법 및 환경,
천연염색 제품 현황을 고찰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
도네시아 천연염색 방법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국내의 천연염색 산업과 협
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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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리의 천연염색 기술현황
1) IKAT BATIK
2003년 발리의 수공예 마을인 수카와티(Sukawati)에서 시작하여 2008년 발리의 문화예술
지역인 우붓(Ubud)에 전시장을 오픈하여 의류 및 생활소품, 패션 소품 등의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 고객층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
틱 문양 상품들의 인기가 높으며, 이외에 발리섬의 전통직물 등도 판매하고 있다. IKAT
BATIK은 전시장 외에 바틱 작업장과 염색 작업장을 따로 두고 있다. 바틱 작업장으로 사
용하는 2층은 창문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10여 명의 여성들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바
틱을 제작하고 있었다. 바틱 소재는 주로 면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작방법은 먼저
목탄 및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후 붓을 사용하여 2회에 걸친 양면 방염을 실시한다. 방염
된 면직물은 다시 염색 작업장으로 옮겨 내구성과 항균성이 좋은 인디고로 염색하고, 진한
청색으로 염색하기 위해 16회에 이르는 반복 염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견직물은 찬팅이라
는 금속 도구에 방염제를 넣고 스케치한 패턴에 따라 그리거나 도안 없이 천에 직접 문양
을 그리는 바틱 툴리스 방법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원하는 색상의 수만큼 양면 방염과 염
색을 반복하여 면직물에 비해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의 다색 바틱 직물을 제작하고 있다.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인디고(indigo), 노니 뿌리(Morinda root), 석류껍질(Pomegranate
peel)등의 천연염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바틱 작업장과 염색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 방염과
염색을 수차례 반복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거리를 최소화
하여 효율성을 향상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TARUM
1998년부터 천연염료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에 창업한 천연염색 제품 생산기
업이다. 염색을 담당하는 25명의 직원 이외에 Seraya Village 및 Java, Lombok에 65명의 직
조 직공을 두고 있다. 염색에 사용하는 천연염료는 인디고 페라(Indigofera), 마호가니
(Mahogani), 망고(Mango), 케타팡(Ketapang) 등의 식물잎을 사용하여 청색, 갈색, 황색, 흑색
계열의 색상을 염색한다. 이외에 소목의 껍질을 사용하여 적색 계열을 염색한다. 천연염료
로 주로 식물 잎을 사용하는 이유는 잎의 경우 나무를 자르지 않고 여러 번 수확이 가능
하고, 열수 추출에 의해 비교적 간단하게 색소를 얻을 수 있으며 폐기물은 퇴비로도 활용
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제품으로 천연염색 원단 및 실, 천연염색 의

116

류 및 패션 장신구, 생활소품 등이 있으며, 자카르타, 수라바야와 같은 내수용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케타팡의 염색방법을 사례로 들어보면 먼저 잎을 재취한 후 절단기를 돌려 입을 분쇄한
다. 이후 90분 동안 로스팅하여 잎을 말린 후 잎과 물의 비율을 1:2.5로 하여 6시간 동안

∼ ℃

열수 추출한다.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원단을 60 70 의 온도에서 30분간 수조에서 2
인 1조로 염색을 실시한다. 이후 철, 알칼리 등의 매염제를 사용하여 30분간 매염을 실시
한다.
작업장은 현대시설을 비교적 잘 구비해 놓았으나, 견뢰도, 색의 재현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염료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후 필요시 염색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어 염료 보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Seraya Village
2003년 결성된 지역 협동조합으로 고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이 부족하여 정기적으
로 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5명의 천연염색 담당자와 40~50명의 마을직공에 의해
발리의 Nusa Penida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이아몬드 문양의 랑랑(Rangrang) 직물을
제직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된 천연염료는 마을에서 생산된 식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황색
염료는 석류껍질, 적색 염료는 노니껍질 및 뿌리, 청색 염료는 인디고페라 혹은 Assam
Indigo, 갈색 염료는 Sidawayah flower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가루다 국제항공에서 세라야 마을을 홍보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었고, 반
둥공과대학의 학생들에게 랑랑 직물의 제직 기술을 전수하는 등 지역 전통공예산업의 계
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염색 환경은 인디고 추출을 위해 수조 시설을 구비한 것 이외에는 열악한 염색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염색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결론
발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천연염료는 인디고페라, 노니, 석류, 소목, 망고, 케타팡
등 실생활에서 구하기 쉬우며 열대우림의 특성상 4계절 수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염색 환경의 영세성으로 인해 천연염색의 품질이 좋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
어 품질향상 및 염색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천연염색 산업은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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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 천연염색 업
체 및 협동조합을 상대로 발달된 염색기술을 전수하고 현지에서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방
법 및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천연염재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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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 Journal of Traditional Art & Craft 1(2).

118

현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한국 복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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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화의 다양성은 타문화에 관한 관심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패션에서의 문화 다양성은 오랜 시간 패션산업의 중심에 있는 서양 국가들
이 아프리카나 인도, 터키, 중국, 일본 등 비서양 국가의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발표하며 큰 찬사를 받아왔다.
한편,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의 한복은 오
랜 시간 전통적인 구성과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을 선두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복에도 변화가 시
작되었다. 국내의 많은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기존의 개량 한복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
롭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의 신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2015년에는 세계
적인 패션 브랜드 샤넬(Chanel)에서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한복과 한국적인 요소를 적극 차용함으로서 한국 문화와 한복이 주류 문화
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도 ‘수 세기가 넘은 한국 스타일이 업데이트
되다(A centuries-old Korean style gets an update)’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를 인정하였다.
한복 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
으나, 저고리나 철릭 등의 특정 아이템의 응용, 혹은 유아복이나 임부복 등의 특정 집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 복식의 한복이 전례 없는 관심을 받으
며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때의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독창성을 기대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떠오르는 패션 트렌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복 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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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반영할 현대 패
션의 범위로는 패션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4대 컬렉션으로 한정하였으며, 가장 최근
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는 현시대 대표적인 정보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용하고자 한다. 유튜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전문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정보 보다 대중의
의견이 함께 공유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중의 요구에 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적합
한 수단으로 유튜브가 적절하다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다음 현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한국 복식 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정보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 ‘패션 트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
한다.
둘째. 수집한 자료들을 높은 조회순으로 나열하여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최종 선정된 자료들로 패션 트렌드의 키워드를 분석한다.
넷째. 분석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복 디자인을 제시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한국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여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였다. 특정 브랜드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콘
텐츠들은 제외하고 패션에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는 유튜버나 채널들을 중심으로
2021년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들은 조회순으로 나열하여 상위 20개의
영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영상들을 분석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총 57개의 키
워드가 도출되었다. 그중 화려한 패턴이나 꽃무늬의 프린팅(Printing)이 16번, 크롭탑
(Crop-Top)이 15번, 퀼팅(Quilting)과 오버사이즈(Oversize)가 13번, 인조 모피(Faux fur)와 시
스루(See-through)가 12번, 니트(Knit)와 네팅(netting) 소재가 10번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
었다.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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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두루마기를 응용한 점퍼이다. 전통 복식과 같은 넉넉한 크기의 오버사이즈 핏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장에 한참 떨어진 어깨선과 손끝이 가려질 정도의 소매길이이다. 하
얀 바탕에 전통 민화인 화려한 색상의 민화도를 응용한 패턴이 전체적으로 프린팅되어있
으며, 퀼팅 기법으로 안에는 솜을 누비었다.
둘째. 상의로는 일반적인 U자 네크라인의 민소매 크롭탑 위에 실크노방을 사용한 시스
루 스타일의 저고리로, 저고리 앞은 여밈 대신 배자와 같이 맞여밈으로 하여 연봉매듭(매
듭단추)으로 하였다. 저고리의 총장은 내의의 크롭탑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짧은 기장
으로 하였으며, 하의로는 배기바지를 연상시키는 한복 바지를 매치하였다.
셋째. 한복 치마에 조끼 허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빨간 원피스로 허리선은 가슴 밑, 높은
허리선으로 하였다. 총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기장으로 밑단에는 띠로 이어진 사군자
금박을 박아놓았다. 그 위에는 네팅소재를 사용하여 좁은 어깨에 깃과 섶이 없고, 뒤트임
과 옆트임이 있는 쾌자를 함께 매치하였다.
넷째. 니트소재를 사용한 털배자이다. 전통 배자와 비슷하게 안은 양털로 하였으며 테두
리는 부드러운 밍크털로 둘렀으나, 겉은 전통 문양인 기화문을 응용한 패턴이 새겨진 니트
소재로 되어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 배자와 같으며 총기장도 짧게 제작되었다.
이상 최근 현대 패션에서 트렌드로 떠오르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복식을 새롭게 디
자인 및 제시하였다. 디자인 시 가장 주의하였던 점은 현대 패션으로서의 한복을 디자인하
는 것으로 일반 면 티셔츠나 면바지, 청바지 등과 함께 매치하였을 때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시에 전통과 현대 사이의 모호한 기준으로 가지는 한계점 또
한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단순히 디자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한복의 지속발전 가능
성을 물색하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하나의 패션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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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 여자 머리장신구의 유형

이주영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1. 서론
금관가야 유적인 양동리고분군, 대성동고분군, 유하리유적, 동래낙민동패총, 관동리유적,
화정유적, 합천저포E지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자 머리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금관가야
의 여자들이 여러 종류의 머리장신구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주변 국가와 유사
한 형태도 있으나 주변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도 있어 주목된다.

ㆍ

김문자(2001)는 삼국시대 여자 머리장신구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였고, 임린 김은정
(2018)은 머리장신구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상징성을 도출하였다. 삼국시대 여자 머리장
신구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대사회 여자 머리장신구에 관한 총체적 연구의 일환으
로 금관가야의 여자 머리장신구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금관가야 관련 문헌기록과 각 유물에 관한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금관가야 여자 머리장신구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여자 머리장신구의 유형
1) 빗
빗은 신부와 빗발을 갖춘 형태이다. 고대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을 손질할 때 사용하던 빗
을 손질을 마친 뒤에 머리에 꽂아 장식하기도 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품용 빗과
장신구용 빗을 모두 머리장신구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금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빗 유물은 2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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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리 235호묘의 빗은 목제(木製)이고 신부(身部), 즉 손잡이 부분의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신부가 가늘고 옆으로 긴 반월형으로 추정된다. 유하리유적의 빗은

ㆍ

골제이고 신부가 넓고 위로 볼록한 형태인데, 3세기 중 후엽의 것으로 추정된다. 유하리
유적은 금관가야의 대표 유적인 양동리고분군과 관련된 생활유적지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 빗은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동리 235호묘와 유하리유적의 빗과 유사한 형태의 빗은 낙랑군이 설치되었던 한반도
서북지역에서도 출토되었고, 광주 신창동의 백제유적과 경주 호우총의 고신라 유적인 한반

ㆍ

도 중 남부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신부가 가늘고 옆으로 긴 형태의 빗은 한반

ㆍ

도 서북지역과 중 남부지역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나, 신부가 넓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빗
은 서북지역에서만 출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관가야 유적의 빗 유물 2점은 한반도 중

ㆍ남부지역에서도 두 유형의 빗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2) 빗 모양 장신구
‘빗 모양 장신구’는 신부와 빗발을 갖춘 전형적인 빗 모양은 아니지만 빗발이 있다는 점
에서 편의상 명명한 명칭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금관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빗 모양 장
신구는 5점인데, 주변국가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가진다.
동래낙민동패총에서 출토된 빗 모양 장신구 2점은 모두 녹각(鹿角)의 분지부(分枝部)로

ㆍ

만들었는데, 1점은 미완성품이고 1점은 빗발 흔적이 5개 남아 있다. 대성동 88 91호에서
출토된 빗 모양 장신구 3점은 모두 골제인데, 빗 모양 장신구 근처에서 유리제와 마노제의
구슬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빗에 구슬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빗 모양 장신구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2개의 큰 뼈는 마치 새의 깃 또는 날개를 연상케
하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쪽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새의 형상과 비슷하다. 빗 모양 장신구가
새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이는 새를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로 믿었던 고대인의 조류관(鳥類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지역
의 출토품 중 새 깃털이 달린 부채, 오리 모양 토기, 새 형상이 부착된 유자이기(有刺利器)
등은 새의 상징적 의미가 반영된 유물로 설명되고 있는데, 금관가야의 빗 모양 장신구 역
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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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녀
비녀는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었는데, 주로 남자는 관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여자는 머리
를 묶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 갈래 비녀를 계(笄), 두 갈래 비녀를 채(釵)라
고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금관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비녀는 계가 1점, 채
가 3점이다.
한 갈래 비녀인 계(笄) 1점은 김해 관동리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목제이다. 김해 관동
율하지구의 형성 시기가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므로 금관가야 초기의 유

ㆍ

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갈래 비녀인 채(釵) 3점은 관동리유적 합천저포E지구

ㆍ

25호분 화정유적 71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고

∩형의 단순한 구조

이다. 합천저포E지구 25호분의 체는 6세기경, 화정유적 71호분의 채는 6세기 후반에서 8세
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착용 시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채의 형태가 큰 변화 없이 후
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채의 유물은 고구려 지역에 국한되어 출토되어 왔는데, 금관가야 지역에서 출

ㆍ

토된 채 유물 3점은 한반도 중 남부지역에서도 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3. 결론

ㆍ

본 연구는 문헌 유물 자료를 토대로 금관가야 여자 머리장신구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
한 것이다. 머리 장신구의 유형은 빗, 빗 모양 장신구, 비녀 등으로 분류되었다.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빗 유물은 2점인데, 양동리23호묘에서 1점, 유하리유적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빗
유물 2점을 통해 신부가 가늘고 옆으로 긴 형태의 빗과 신부가 넓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ㆍ

빗이 한반도 서북지역과 중 남부지역에서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빗 모양 장신구 유물은 5점인데, 동래낙민동패총에서 2점, 대성동 88호분에서 2점,
대성동 91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형은 주변국가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고, 금관
가야에서만 나타나는 머리 장신구이다. 빗 모양 장신구는 전체적인 외관이 새의 형상과 비
슷하다는 점에서 고대인의 조류관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비녀 유물은 4점인데, 관동리유적에서 한 갈래 비녀인 계가 1점 출토되었고, 관동

ㆍ

ㆍ

리유적 합천저포E지구 25호분 화정유적 71호분에서 두 갈래 비녀인 채가 3점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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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다. 금관가야의 채 유물 3점을 통해 한반도 중 남부지역에서도 채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관가야 여자 머리장신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관가야
여자 머리장신구를 재현하거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1998), 東來樂民洞貝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제28책.
김문자(2001),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대성동고분박물관(2015), 金海大成洞古墳群 -85호분~9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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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 수의(壽衣)의 전형(典型)에 관한 실증적 고찰

장현주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수

+

1. 서론
제주지역의 전통 상례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기가 어렵고 제주도 토양의 지질은 주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회 토양으로 매장된 수의는 보존이 오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현존하는 예가 드물다. 따라서 제주도 전통 수의를 고찰하기 위해 제주 토착 유림과
의 면담 및 실제 제작자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례는 유교의 근본에 최대
한 엄격하게 따라 진행했으며 제주 전통성의 기준이 되는 수의의 전형을 보존하기 위해
2013년에는 김경생을 수의 부문 향토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서 한복 및 제주 전통 수의를 가르친 이공자가 제작한 한복교재가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 교재에 따라 제작하고 있는 분이 제주도내에서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례 때 시신에 새로 입히는 의복은 상례복, 습의, 수의 등
이라고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호상옷, 저승옷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호상옷으로 통칭한다.
제주도내 지역별로 오랜 기간 수의를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기량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

수의 제작자 9인을 선정하고 2020년 8월 12월에 걸쳐 조사했으며 김경생과 이공자의 수
의 목록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실증조사를 통한 제주도 전통 수의의 전형
본 연구에서 조사한 9분은 대체로 20∼63년 동안 수의를 제작해 왔으며 60대 2명, 70대
1명, 80대 5명, 90대 1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이다. 대부분은 친인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한
복 및 수의 제작을 배우게 되었으며 조사자 총 9명 중 1명만이 한복학원의 강습을 통해
제작법을 배웠다고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Jang Hyun-Joo
E-mail: jhjoo@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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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 수의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남자 수의 중 상의에는 속셔츠, 속적삼(홑), 저고리(겹)을 입으며
하의에는 속바지(중이), 바지(겹), 허리띠(과두)와 대님, 행전(행경)을 착용하며 겉옷으로는
두루마기(홑)와 도포(홑)를 착용했다. 그 외 검은 호상, 악수, 버선, 신, 오낭, 베개, 이불,
요, 대렴포, 소렴포, 동심결, 명정, 혼적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관직자, 권세가,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청색의 도포를 착용하거나 혼인과 환갑 때 착용했던 도포를 수의
로 입어 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흰색 혹은 옥색 명주로 새로 제작하여 착용하고 있다.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고 수의가 더욱 간소화되면서 현재 일부 육지에서는 두루마기만을 겉옷으
로 입기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지역에서는 대형 장례식장에 납품되는
다소 간소화된 수의의 구성에도 두루마기와 도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현재까지 대부분
이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겉옷으로 입고 대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보통 홑으로 되어 도포 안에 착용하는 두루마기를 ‘후리메’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창
옷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남자 수의 중 가장 마지막 겉에 입는 도포는 혼례 때 신부가 준비해 가서
혼례 때 단령과 함께 착용하여 예복, 제사에 참여할 때 착용하는 제사복, 돌아가실 때 수
의복으로도 입었다. 보통 외출복이나 제사복으로 입을 때는 가는 띠인 세조대를 매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의로 입을 때는 굵은 대대를 매고 있다. 색상은 보통 청색 도포를 길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상례에 다시 제작할 경우는 청색 및 흰색 도포를 착용한다고 한다.
현재 제작자 중에는 남자 수의의 종류는 속바지를 반즈, 살마다, 팬티, 두루마기를 창옷
혹은 후리메, 도포를 도폭 혹은 도복, 속적삼을 중이적삼, 행전을 행경, 소렴포를 엄두저고
리 혹은 소렴금, 대렴포를 대렴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20여 종류가 포함된다. 간혹 홑바
지와 겹바지, 홑적삼과 겹저고리는 하나로 묶어서 입히기 편하게 제작하기도 했다.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멱목을 제주지역에서는 검은 호상이라 하며 육지와 다른 형태적 특
징이 있다. 검은 호상은 엄두를 쓴 후 그 위에 씌우므로 모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앞중심
이 트여 있는 평면형과 머리 윗부분을 둥글고 앞중심을 트여 놓고 그 위에 한 조각을 덧
대어 놓은 입체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검은 호상은 각진 형태로 제작하며 호상의
뒷면에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을 부착하기도 했다.

2) 여자 수의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여자 수의는 소중이, 속중이, 속바지, 홑치마, 겹치마, 속적삼, 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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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겹저고리, 복부, 장옷, 검은호상, 악수, 버선, 신을 착용하고 오낭, 베개, 이불, 요, 대
렴포, 소렴포, 동심결, 과두, 명정, 혼적삼 등으로 구성된다. 간혹 가장 안에 착용하는 소중
이를 팬티형태로 현대화시켜 제작하는 예도 있으며, 속중이와 바지, 홑치마와 겹치마, 홑저
고리와 겹저고리를 하나로 묶어서 입히기 편하게 제작하기도 한다. 홑저고리에 한삼을 연
결해서 제작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여자 혼례복 및 수의에서 가장 겉옷으로 입은 의복인 장옷은 조선후기 내외
용 쓰개의 장옷과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서 예복으로 착용한 장옷의 깃 모양은
직령 깃 형태이며 소매 형태에 따라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옷길이, 옆무, 깃,
소매가 모두 두루마기와 같은 착수형(窄袖形) 장옷과 기본적인 형태는 두루마기와 같으며
소매통의 모양이 원삼의 소매와 같은 광수형(廣袖形) 장옷의 2종류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
으로 여자 예복인 장옷은 초록색 길에 소매에 색동 혹은 적색을 부분적으로 넣고 깃과 고
름은 자주색으로 제작했으나 이묘할 때 뼈에 적색이나 청색의 물이 들어있다는 속설이 생
기면서 현재는 흰색 명주로도 많이 제작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주지역에서 혼인할 때 입었
던 장옷을 환갑 때 다시 입고 잘 보관했다가 수의로 착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
후 혼례복이 장옷에서 원삼으로 변화되고 장수를 하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면서 호상옷을
새로 준비하게 되었으나 수의를 장만할 때는 여전히 제주 전통 예복인 장옷의 형태를 유
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자가 착용하는 검은 호상은 정수리 부분을 족두리 모양으로 둥글게 하고 앞 트임 중
심에 한 조각을 덧대는 형태로 제작했다. 전통적인 검은 호상의 겉감은 검정색, 안감은 적
색으로 했다. 면담 조사에서 내세는 어두우므로 앞을 보지 못하게 겉감을 검정색으로 하고
자식들의 눈을 밝게 해 주기 위해 안감을 적색으로 했다. 또한 적색은 후손이 출세를 하고
검정색은 망인이 저승에 잘 안착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불교 신자인 경우 검은색으로 호상을 제작하며 기독교와 카톨릭에서는 흰색으로 제작한다
고 한다. 소재는 명주가 거의 대부분이며 간혹 고급품으로는 삼베, 단 종류를 사용하기도
한다.

3. 결론
예로부터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독창적인 의생활을
해왔음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수의 또한 육지와 다른 독특한 복식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는 전통 수의에 대한 명맥이 대체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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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향후 장례문화의 간소화 등이 더욱 가속화되면 수의는 단순화되고 형식만 남게 될
위기에 있으며 전통 수의의 전형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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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자(1985),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 호상옷과 상복 - , 제주도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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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재팬(Cool Japan)」전략 고찰을 통한

한국 전통복식 글로벌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나영ㆍ손진아
나일핸드 대표/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

1. 서론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 정보를 전파하는 수단이 급속하게 보급
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심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문화의 동질화에 대한 위기의
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에 제동을 걸고 자민
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각 국마다 일어나고 있다. 의복은 언어와 더불어 한 민
족의 동질성과 귀속감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한복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면서도 일반의 인식부족, 업계의 이슈와 노력 미흡, 정
부나 지자체의 정책 부재로 잊혀 가고 있다.
한류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현실에서 국내나 아시아 시장에 국한된 전략이나 한정
된 컨텐츠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전 세계가 한국 스타일 및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이 한복 산업
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복식
인 한복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전략을 고찰해봄
으로써 한국 전통의상의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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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전통복식 글로벌화 현황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은 19세기 말 변화를 맞은 지 불과 100년 사이에 일상복에서 의
례복으로 변신했다. 명절이나 결혼 등 특별한 일에만 입는 한복은 그마저도 구매가 아닌
대여를 통해 입는 일회용 의상으로 전락하며 한복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한복 업계
는 2006년 한국 한복공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묵은 한복 해외 보내기, 명절 한복 무료 수
선 등 한복 입기 생활화 계획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진
행한 한 스타일 육성사업(2007-2011)은 한국 고유문화의 6대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를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
업화, 글로벌화를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시작되어, 이 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적 한복 디자인 및 상품화 모델 개발 지원, 세계
4대 컬렉션 참가 지원 등 한복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최근, 위축되어 가
는 한복산업 활성화와 한복 글로벌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국 한
복진흥원을 개원하고, 한복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우
리옷 100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아이템으로 한복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이 한복의 대중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 및 한복 전문가들이 하는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한복의 글로벌
화에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3.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통한 일본 전통복식 글로벌화 전략
1) 일본 전통복식 현황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는 한복이 우리 실생활에서 점차 존재감이 작아져 가는 것과 비
교하였을 때, 특별한 명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마케팅으로 젊은이들이 입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어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끈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기모노 붐이 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교적 저렴한 중고 기모노
의 유통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복잡하던 기모노 착장법을 간소화하여 캐
주얼화 시킨 것도 기모노 붐을 지탱하는 요인이다. 셋째, 한복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통
복식은 여성복 중심인 반면 일본에서의 기모노 붐은 여성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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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모노 붐이 경제 회복세로 인
한 마음의 여유와 젊은이들의 개성추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복합적으로 꼽는
다. 특히 아베 신조 정권이 강조하던 ‘아름다운 국가’정책으로 인해 전통과 애국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해석한다.

2) 쿨 재팬 전략을 통한 전통문화 글로벌화
쿨 재팬은 외국인이 매력적(cool)으로 느끼는 일본문화라는 뜻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이자 하나의 문화현상 혹은 문화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
본 정부는 이것을 문화정책 차원에서 흡수해 쿨재팬 전략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하여왔다. 쿨 재팬 전략의 목적은 일본의 기존 산업과 함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 등의 콘텐츠와 의·식·주를 비롯한 일본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을 부가가치로 바
꾸어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의 수요를 획득함으로써 일본 경제 성장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일본 붐 창출’, ‘2단계: 현지에서 수익 창출’,
‘3단계: 일본에서의 소비’로 추진 프로세스를 정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쿨 재팬 전략은 그 실효성에 있어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본 사회가 문화 내셔
널리즘과 세계화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문화 정체성을 재구성하였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쿨 재팬 전략이 한국 전통복식의 글로
벌화에 주는 시사점은 우선 한국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디자인 코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체계적인 전략적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결론
한국 전통복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한복을 알리거나 많이 입게 한다는 일차원
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국외 한류 열풍을 타고 높아지는 한국 패션에 대한 정체성 확립 전
략과 국내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인식전략의 이원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
히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자부심으로 해외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쿨 재팬 전략처
럼 국가 차원의 한국 전통문화 확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 전통복식인 한복을 글로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 코드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해외 소비자들의 한복에 대한 선호
도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과 지방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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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복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조사 데이터 구축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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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저고리의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연구

정현주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복식산업도 글로벌화
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문화인 드라마와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서 한
국에서 파생되는 패션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 이에 패션산업시장도 세계시장으로
확장되는 기회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 패션브랜드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한복산
업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면서 한복 상품에 관련된 법적 보호는 기
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
므로 한복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중에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한복 중에서 현대패션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저고리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복 저고리의 특허 현황을 이해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허 정보넷 사이트(http://www.kipris.or.kr/khome/main.jsp)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
기에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그리고 상표로 크게 분류되어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권리 구
분에 따라서 권리 범위와 기간이 상이한 특허와 실용 신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분석 내용으로 저고리의 권리부분의 특성, 행정 상태에 따라 공개, 취하, 소멸, 표기, 무
효 그리고 거절, 등록으로 분류, 특허와 실용신안 분류, 출원 연도, 등록연도, 연구자, 연구
기관, 저고리의 상황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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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조사 결과 저고리의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된 자료는 73개로 나타났다.
저고리 특허 및 실용신안에서 특허 49%와 실용신안은 51%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
체 특허 및 실용신안 자료는 저고리, 동정, 깃과 섶, 고름, 소매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저고리였으며 다음으로 고름, 동정과 깃섶, 소매로 나타났다.
행정상태에서 무효는 나타나지 않았고 소멸된 상태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
허나 실용신안을 신청해 거절된 것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이 된 순으로
나타났으며, 포기하거나 공개 취하된 것도 미비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허와 실용신안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소멸된 상태는 특허보다 실용실안
이 많았으며, 반면에 등록된 상태는 특허가 더 많게 나타났다. 공개된 상태에는 특허가 더
많았지만 포기한 상태는 실용신안이 더 많게 나타났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출원 년도를 살
펴보면 1986년부터 1995년까지는 출원이 미비했지만 1996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꾸준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등록 연도에서 미등록이 가장 많았으며, 2001~ 2005년 사이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2011~2015년에 두 번째로 많아 나타나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는 1
인이 많았으며 또한 연구기관에서도 기업보다 개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복
기업이 1인 주도가 많으므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상황 특징으로 저고리의 기능에 관련된 특허와 실용신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고
리의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 그리고 공정, 재료 순으로 나타났다. 한복의 종류로는 일반한
복이 가장 많았고, 개량 한복 그리고 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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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

차수정ㆍ안명숙 ㆍ허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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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신한복 철릭 원피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된 철릭 원피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신한복 철릭 원피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한복 철릭 원피스 생산에 기본이 되는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신한복 철릭 원피스 디자인은 원피스 길이 120cm, A라인의 보통 핏, 프린세
스라인과 허리 절개선이 있으며, 5cm폭의 둥근 깃, 동정이 없는 2/3겹침, 주름 3-4cm폭, 셋
인 슬리브의 긴 소매로 구성되었다. 사용 프로그램은 DC Suite Ver. 5.1과 CLO 3D를 사용
하였다. 패턴은 선행연구(Cha et al., 2020)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D브랜드 패턴을 활용
하여 개발하였다.

3. 연구결과
1차 평가 결과, 상의길이의 적절성, 고대높이의 적절성, 깃 너비의 적절성, 목 감쌈의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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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 전체적인 깃의 외관, 진동길이의 적절성, 소매 배래폭의 적절성, 허리위치의 적절성,
주름폭의 적절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어깨, 소매길이,
치마길이, 소매통 등에서 수정사항이 도출되어 소매길이는 8.0cm를 줄이고 소매통은 총
1.0cm를 줄여 주었다. 치마길이도 5.0cm를 줄이고 어깨끝점을 양쪽에서 0.5cm 안으로 들여
어깨폭을 줄여 주었다. 2차 평가 결과, 허리부위 여유가 너무 많아 들뜬다는 평가와 치마
주름이 너무 많아 뚱뚱해 보인다는 평가가 있어 허리를 프린세스라인 양쪽에서 0.2cm, 뒤
중심에서 0.2cm를 줄여 총 2.0cm를 줄였다. 또, 소매 팔꿈치선에서 양쪽 0.5cm씩을 줄여
소매통을 줄여 주었다. 주름이 너무 많아 앞중심 겹침 부위의 주름을 제거하고 옆선부위에
도 주름을 1개씩 제거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거쳐 제작된 최종 패턴은 외관 및 의복압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4. 결론
개발된 신한복 철릭 원피스 패턴은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에 맞춰 제작되었고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고려 없이 3D 상의 일반적인 Physical parameter값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실
제 제작된 의복을 통한 착의실험이 아닌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본 연
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재에 따른 철릭 원피스 패턴 원형
제작 및 실제 착의실험을 통한 패턴의 적합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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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통 인형 장신구 시장의 현황 및 보완 연구

최정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교수

+

1. 서론
인형용 한복의상 시장은 현재 틈새시장에서 주력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복의 글로
벌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복 인형의상 관련제품 및 교육상품도 점차 범위를 넓혀 개
발되고 있다. 그러나 인형용 한복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하여, 토털 코디네
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전통 인형 장신구, 즉 인형용 한복 장신구의 종류는 매우 부족한 상
황이다. 또한 문화적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인형용 한복 장신구의 전통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문화홍보를 위해 국내 인형용 한복 장신구 제품
의 전통성 보완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소비자 접근
성이 좋은 온라인 대형 토털 인형 샵의 한복 장신구 제품이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이병
화, 2012; 최정, 2017) 및 국내 온라인 대형 샵의 장신구 제품들을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제품들의 특성을 정리하고, 인형용 한복 장신구
분야에서 보완할 점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인형용 한복 장신구의 현황 및 보완
1) 한복 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인형의상 시장의 특성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형제품은 40~70cm의 신장을 가진 구체관절인형, 40cm 전후
의 신장에 비해 큰 헤드가 특징인 디즈니 베이비돌, 약 32cm 전후이며 비교적 자연스러운
크기의 헤드를 지닌 파올라레이나, 축소된 성인여성 비율의 바디에 큰 헤드가 조합된 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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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와 푸리프, 바비로 대표되는 12인치 돌,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는 단순한 형태의 드레
스 인형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인형용 한복 장신구는 주로 화려한 연출이 중시되는 구체관
절인형과 드레스 인형 카테고리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종류가 극히 적고 크기도 제한적이
다. 한복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인체용 한복 디자인의 경우 고티에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실험적 요소까지 부여되었다(민경원, 2016). 인
형용 한복은 이와 맥락을 다소 달리하지만, 전통한복, 신한복, K-pop 아이돌의 공연의상
스타일, 사극 한복의상을 응용한 스타일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조합될
인형용 한복 장신구와 소품의 경우, 유튜브(YOUTUBE)와 블로그 등에 업로드되는 개인 공
방의 제작품이 주를 이루며 접근성이 좋은 대형 샵의 제품 종류는 매우 적다.

2) 인형용 한복 장신구 시판제품의 특성
현재 국내의 대형 샵에서 판매되는 인형용 한복 장신구 제품의 종류 자체 및 고증이 포
함된 제품은 극히 적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관찰되는 유형의 특성과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저가의 소형 수입 자수판 및 매듭을 이용한 노리개 류 소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생산비용이 저렴해 가격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 불분명하여 한
복 장신구가 아닌 동양복식 장신구 전반에 속하며, 현대 한복과 관련된 동북공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를 피할 수 있도록 술장식만 반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예도 있
다.
둘째, 한국의 전통 장신구와 소품의 기본형태를 응용했으나 세부는 변형된 제품이다. 조
선 후기 비녀 형식이지만 잠두 형태에 창작이 가미된 제품(SD & 모델돌 Size

– 화봉비

녀, 2021), 단순화된 첩지, 문양이 단순화된 전통 신발, 프린트 문양을 넣은 전모 등이다.
이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는 조선 후기 인형한복에 조합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재
고 위험 및 코디네이션 난이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부 고증은 정확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으며, 도색이 벗겨지거나 탈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간혹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높아 접근하기 어려운 위탁 제품도 존재한다.
셋째, 대량 생산되는 메탈 프레임을 현대 비즈와 조합한 퓨전 장신구이다. 이는‘비녀’등
의 전통 명칭으로 불리우지만 형태는 현대 장신구 스타일인 경우이다(줄란 비녀, 2021). 생
산비용과 난이도가 저렴한 편이고 한복과 현대패션에 모두 잘 조합되는 제품이지만, 전통
장신구 특유의 느낌이 적어 인형용 한복 장신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약한 것이 단점이다.
넷째, 인체용 한복의 깃 또는 세부에 쓰이는 소형 금박을 인형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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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출시된 제품을 인형의상의 장식으로 응용하므로 가장 경제적인 예라 할 수 있으
나, 전통한복에 관심이 많고 금박의 본래 사용처를 잘 아는 소비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처음부터 사이즈가 축소되어 출시된 금박 제품이다. 인형한복을 위한 기획품이
므로 가장 바람직한 제품 예 중 하나이나, 금박 문양의 종류가 매우 적고 문양의 세부가
단순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이러한 금박 제품의 최소 단위 생산비용이 매우 고가여서 개
발 시 위험이 크므로 신중을 요한다.
위의 분류 중 둘째 카테고리는 다른 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 형태에 가깝고 기본
한복과 조합하기 쉬우므로, 먼저 이를 보완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생
산비용과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인형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모두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결론
현재 인형용 한복 장신구 제품은 전통성보다 미적 이미지와 생산 가성비를 고려해 제작
되는 예가 다수이다. 이는 인형용 한복의상에 비해 장신구 류의 코디네이션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아직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전통 장신구의 기
본형태를 응용한 제품, 즉 인형한복에 쉽게 조합되는 장신구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디자인
을 보완하고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다양한 인형 사이즈에 맞춘 제품 제시를 위해 개발비용, 재
고 위험성, 안전성과 견뢰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형용 한복 장
신구 개발의 시발점이 될 연구자의 개발연구 외에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련기관의 관심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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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2017), 17세기 초 홑철릭 유물의 시대특성과 유아형 인형의 체형특성을 응용한 단계
별 복식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4).
SD & 모델돌 Size

– 화봉비녀[2021. 08. 10 검색], http://www.dollmore.com/shop/shopdetail.ht

ml?branduid=271662&search=%25BA%25F1%25B3%25E0&sort=order&xcode=024
&mcode=003&scode=009&GfDT=bmt8W1w%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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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 앤더슨(Wes Anderson)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The Grand Budapest Hotel, 2014)>에
표현된 영화의상 연구

최진심ㆍ김혜정
한경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석사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

1. 연구목적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 삶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는 인쇄매체의 사진이나 TV 등과는 달
리 인간에게 직·간접적 경험 외에도 대리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매체이다. 또한 스토
리에 함축된 내용과 등장인물이 표현하는 심리적인 측면 외에도 소품, 조명, 영화 의상 등
과 카메라 워크의 계산된 구도의 미장센((mise-en-scene)은 영상미학적 측면에서 ‘예술의 집
합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The Grand Budapest Hotel)(2014)>을
통해 미학적 측면에서 색채, 예술, 의상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 예술적 특징을 갖
는 블록버스터(blockbuster)로 칭해지는 아트버스터(artbuster)로서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
텔(2014)>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감독 웨스 앤더슨(Wes Anderson)만의 특징들이 담겨있는 영화<그랜드 부다
페스트 호텔, 2014>의 이미지 및 구도, 색채 등을 통해 영화의 컨셉을 이해하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과를 든 소년’과 같이 플롯의 단서(cue)이자 예술적 표현의 도구의 연출 방법
과 영화의상 디자인의 전반에 표현되어진 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화
와 예술과의 관련성 및 확장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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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내용
유리 로뜨만(Lurii Lotman)은 영화의상은 역사적 시기의 실제의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기호로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복식을 통해 배역의 성격, 심리 등을
상징적으로 연출하는 효과적 표현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미장센의 한 요소로 작용하는 영
화의상은 캐릭터의 성격 외에도 스토리의 전개를 예측하는 단초이자 영화의 분위기를 주
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상 그 자체만으로도 시각적 쾌락의 요소가 된다.
이에 영화<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색채를 비롯한 미술, 건축적
소품과 코스튬디자인 등과의 관련성 및 확장성을 알아보고 영화의 플롯과 가상 국가 ‘주
브로브카(Zubrowka)’를 통해 웨스 앤더슨의 세계사적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내지
는 웨스 앤더슨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영화가 갖고 있는 색채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특징 외에도 영화의 플롯에 따라 연
출되는 액자 구도방식 및 미술작품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영상예술적 측면에
서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상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캐릭터들
이 착용한 영화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사회·정치적 배경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웨스 앤더슨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시나리오 및 설정해 놓은 각본의 시각화를
위해 직접 스토리보드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자신의 목소리까지 입혀 촬영감독과 상의
할 정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코스튬 디자인에서 전달하고자 한 의미
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영화의상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영화적 뉘앙스와 플롯을
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이자 영화의 요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외형적 배경은 1, 2차 세계대전, 동유럽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캐릭터 연출이나 소품을 비롯한 의상, 스토리의 전개 등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의 정치적 이슈와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어 영화의 허구적 구성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영화 속 코스튬 디자인의 컬러, 디테일, 소재, 실루엣 및 스타일링을 분
석한 결과 영화의상이 비주얼을 담당하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아트디렉팅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시나리오, 각본, 촬영, 및 제작의 완성까지 관여되고 있음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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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의상을 제작, 스타일링, 코디네이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
화의상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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