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1 권 제 1 호, （2003. 2）, pp.75~87

75

어린이 생활한복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정 혜 경，-0I 미 정*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A Study on the Changes of Shape for Children's Saenghwal Hanbok Jeogori

Hye-Gyung Chung' and Mi-Jeong Le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2. 10. 4. 접수 : 2003. 1. 25. 채택）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the shape for children's Saenghwal Hanbok and to analyze the trend 
up to date.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Children's Saenghwal Hanbok was found in magazine about Hanbok from 1994. The design was various, 
fbr it was influenced by adult's Saenghwal Hanbok. From 1997, design of children's Saenghwal Hanbok was 
come to stay in a revive mood.

2. The Jeogori shape fbr children's Saenghwal Hanbok was as follows: Git was used several traditional git and 
western color from the initial to the recent period: Dong-Jeong was not attached in the initial period, but 
mostly attached with its ends square from 1997; Seop was not attached or transformed in the initio period, 
but attached in a traditional way （trapezoid-shaped） or a new way（rectangle-shaped） from 1998. The front 
was fastened on the right chest; the sleeves were long or above-elbow or three quarter sleeve; Baerae was 
a curved shape in the initial period, but changed into a near-straight line with a slight curve; Jin-Dong line 
was straight for boys, but curve or not to be fbr girls; Pocket was attached for boys, not attached fbr girls.

Key yvords: Saenghwal Hcmbok Jeogori（생활한복 저고리）, Git（깃）, Dong-Jeong（동정）, Seop（섶）, Ba아（배래）.

I.서론

오늘날의 전통한복은 조선후기의 형태가 정착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쳤으 

며 특히 개화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다. 개화기에 있어서 한복의 변화는 활동성, 경 

제성, 위생, 예의, 다양성 등을 추구하면서 전통으로 

부터 탈피하여 외형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초점을 둔 

반면, '8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는 한국적인 정체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심 

미성 그리고 이념성이라는 내용미를 추구하는 것이 

었다'〉. 그중 후자는 생활속의 한복이라는 의미를 강 

조하여 생활한복이라 불리 어졌으며, 그와 더불어 생 

활한복에 대한 연구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활발

본 논문은 2002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 연구비 시원으로 수행되었음.
土 교신저자 E-mail: measo@kyungnam.ac.kr
1) 정혜경,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 복식 제51권 제2호(2001.3),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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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성인 생 

활한복에 대한 것으로서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연 

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제 다음 세대로 계승 

되어야 전통문화로서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먼 

저 어린이 생활한복의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초작업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생활한복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한복관련 잡지 

에 수록된 사진과 한복 업체의 카탈로그 자료를 통 

하여 어린이 생활한복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 

다. 생활한복 디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공통적으로 

착용하며 한복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저고리에 한정 

하여, 각 부위별 형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남녀 어린이 생 

활한복 저고리의 각 부위별 형태변화를 고찰한다.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에 따라 어린이 생활한복의 발전단계를 살 

펴본다.

셋째, 성별에 따른 생활한복 저고리 형태의 변화 

를 고찰한다.

n.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경향

지금까지 아동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생활에 

착용되는 서양복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의 변천, 

아동의 체형과 의복구성,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 

아동의 의복행동, 아동복 시장에 대한 연구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어린이 한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여 성인복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어린이 한복에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역사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의 연구2)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디자인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 

면 소유 및 착용실태, 디자인현황, 선호하는 디자인, 

시장추세 등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다. 나윤신 

"의 연구는 어린이 생활한복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어린이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 실태와 시장추세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는 전통한복에 대한 자긍심은 있으나 착용하 

지는 않으며, 생활한복에 대해서는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어린이들이 생활한 

복 디자인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색상〉모양 

＞촉감〉그림(무늬)의 순서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형 

태 로는 남아는 허 리바지형 에 주름이 없는 것, 여 아는 

허 리 스커트형에 주름이 적당히 있는 것이 었다. 선호 

하는 색상은 남아는 하늘색〉파랑색〉녹색이었으며, 

여아는 분홍색〉하늘색〉흰색의 순이었으며, 밝은 색 

을 선호하였고 상의와 하의의 색상이 서로 다른 것을 

선호하였다.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남아는 전통동물 

무늬〉동물무늬〉줄무늬, 여아는 동물무늬〉줄무늬〉 

꽃무늬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선 

호하는 것들이 디자이너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양정은 • 유송옥'은 성 인의 생활한복 소유 및 착 

용실태와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면서, 부분적으로 어 

린이 생활한복의 색상에 대하여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업체에서 선호하는 아동복의 색상은 원색이 

대부분이며, 파스텔톤과 자연색이 일부분을 차지하 

였다. 그에 비해 성인 생활한복의 색상은 자연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행색, 무채색, 화려한 색 

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1998년도 당 

시 13세 이하 아동들만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전문

2) 고부자, 의생활민속, 금강지 제4편 민속(대전: 충청남도 한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1993).
고부자, 제주도 통과의례복의 연구, 석주선박사 고희기념 민속학논총〃(서울:고려서적, 1982), pp.50-5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한국전통 어린이복식(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조희진,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지윤영 • 홍나영, "광복이후 첫돌 복식의 변천”, 한국의류학회지 제25권 제9호 (2001.12).

3) 나윤신, "학령기 아동의 생활한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4) 나윤신, 위의 글.

5) 양정은, 유송옥,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 복식 제50권 제3호 (2000.5).

_ 76 -



제 11 권 제 1 호 정혜경•이미정 77

점의 비율은 3.5%에 머물러, 성인복 중심의 생산 판 

매에서 벗어나 아동복이나 영(young)층의 상품개발 

이 핀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

지금까지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 

는 친종숙，최은주胸, 채금석飞 고정민 • 채금석의 

연子'“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인 생활한복을 대 

상으로 한 것으로 저고리의 형태, 색상, 장식 등에 대 

해 조사 분석한 것이다. 어린이 생활한복은 성인 생 

활한복이 정착된 이후에 등장하였으므로 성인 저고 

리 디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린이 저고리에 관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고리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양한 깃의 활용, 여밈처리 방 

법의 간소화, 곡선이 직선화되는 현상 등을 보여주 

고 있다. 또 남자한복이 여자한복에 비해 전통적인 

〒성요소를 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고정민 • 채금석의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소 

사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전통한복에 비해 변화른 

원했으나 성인 여자는 전통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 

기른 바랐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과는 상반된 반응 

으로서 남녀 모두 현재의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음은 

알 수 있다. 생활한복 저고리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전동한복 구성요소는 천종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등솔, 진동선, 섶, 동정이었다.

생활한복의 세부 형태에 대한 최은주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녀 저고리에는 대부분 깃이 있었고 

둥근 겉깃이 많았으며, 동정은 남자 저고리에서는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자 저고리에서는 남자에 비 

해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겉섶은 남자의 경우 전통 

형태와 서양의상의 앞단처리 방법이 혼용되었으며, 

여자 저고리에서는 서양의복의 안단처리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여밈 방향은 남녀 모두 전통저고리와 

동일한 오른쪽 여밈 형식을 하고, 고름대신 단추를 

이용하였다. 소매의 배 래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머니는 남자의 경우 모두 부착 

되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 부착되어 있지 않 

았다.

천종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활한복 저고리에 

서 길이 깃 등은 조선시대 저고리 디자인을 복원하 

는 복고풍이 보이며, 전통한복의 기본요소가 생략되 

거 나, 서 양의복 구성요소인 단추와 포켓이 사용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생활한복의 색상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면 남자 저고리의 경우에는 갈색계열, 청색계열, 

청록계열과 다소 밝은 색상계열이 혼합되어 이용되 

었다. 여자 저고리의 경우에는 분홍, 노랑, 버】이지. 

녹색, 청색계열 중 밝고 고운 색상이 주조색을 이루 

었으며 자주색 이나 각 색상계 열의 짙은 색상들은 장 

식선. 회장 등의 용도로 혼합되어 이용되었다. 한편 

선호하는 색상 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푸른색 계열 

＞갈색 계열〉검은색 및 회색계열의 순으로 좋아하였 

으며. 여자는 푸른색 계열〉붉은색 계열〉초록색 계 

열을 선호하였다. 그 외 선호하는 톤과 배색경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생 활한복 남녀 저고리에 사용된 장식 의 종류는 자 

수장식, 선장식. 핀턱장식, 프린트장식, 수화염장식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남 

녀 모두 자수방식의 문양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남자는 상의에만 여자는 하의에만 배치시키기를 원

6) 천종숙,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号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제6호 (1998.8).
7) 최은주, "생활한복 남성복 디자인 현황 및 늑성에 관한 연구”, 성심외국어대학 논문집 제18집 (1999.12).
8) 최은주, "생활한복 여성복의 디자인 현황 분석”, 한북문화 제2권 제3호(1999.12).
9) 채금석,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⑴”, 부식 제46호 (1999.8).

10) 고정민 •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다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저)5호 

(1999.7).
11) 최은주, "생활한복 남성복 디자인 현황 및 득성에 관한 연구”, 성심외국어대학 논문집 제18집 (1999.12), 

pp.170-177.
12) 최은주, “생활한복 여성복의 디자인 현황 분석”, 한복문화 제2권 제3호 (1999.12), pp.41-42.
13) 고정민 • 채금석, 앞의 글, p.661.
14) 죄은주, “생활한복 남성복 디자인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심외국어대학 논문집 제18집 (1999.12), 

p.175.
최은주, “생활한복 여성복의 디자인 현황 분석”, 한복문화 저12권 제3호 (1999.12),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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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문양의 형태로는 남자는 연령층에 따라 달랐으 

며 여자는 꽃문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한복 잡지와 업체의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들이 사용되었다. 한복 잡지 

로는「월간 멋」,「월간 한복」,「아름다운 우리옷」등 

이 있지만 그중 어린이 생활한복이 지속적으로 개재 

된「아름다운 우리옷」을 선정하였으며, 카탈로그는 

전국에 5곳 이상의 매장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생 

활한복 생산 판매업체인 나들잇벌, 달맞이, 돌실나 

이 질경이 한맥 • 한터울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수집 자료의 기간은「아름다운 우리옷」에서는 어 

린이 생활한복이 처음으로 소개된 1994년도부터 폐 

간되는 1999년도까지이며, 그후 2001년도까지는 업 

체의 카탈로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 

된 자료는 겉옷으로 저고리가 가려지거나 상하연결 

의상인 것 등을 제외하고 저고리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남아의 자료는 74점, 여아의 자료는 

83점이었다(표 1).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을 

각 부위별 형태 - 깃, 동정, 섶과 여밈, 소매, 주머니 - 

와 장식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깃 

의 형태, 동정의 유무와 형태, 섶의 유무와 형태, 여밈 

방향과 방법, 소매 길이 배래선의 모양과 끝동의 유 

무, 진동선의 형태, 주머니의 유무와 형태, 장식의 종 

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저고리의 각 부위별 조 

사에 있어서 형태가 불확실한 것은 부분적으로 제외 

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남아 생활한복 저고리

1) 깃
남아 저고리의 깃 형태는 전통깃(69.9%)과 전통깃 

을 활용한 변형깃(26%)이 대부분이며, 적은 수이지 

만 서양깃(4.1%)도 활용되었다. 전통깃과 변형깃의 

종류로는 둥근깃(60.3%), 사각깃(13.7%), 둥근맞깃 

(10.9%), 목판깃(8.2%), 배자깃(1.3%), 맞깃(1.3%)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가 보였다.

이처럼 어린이 생활한복은 등장 초기부터 둥근깃, 

목판깃, 둥근 맞깃 등 다양한 깃이 사용되었으며, 

1998년도 이후부터 깃의 다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 

었다. 특히 목판깃은 초기부터 소개되어 최근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배자깃 형태는 최근에 이용되고 있

〈그림 1> 남아 생활한복의 깃

둥근깃 목판깃 배자깃

사각깃 둥근맞깃 맞 깃

T
차이니즈칼라 셔츠칼라

〈표 1> 사용된 자료의 수 (단위 :점)

~C TV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아름다운 우리 옷 카탈로그

남아복 자료 5 4 15 7 16 11 16 74

여아복 자료 3 1 4 26 9 16 11 13 83

합 계 3 6 8 41 16 32 22 29 157

15) 천종숙, 앞의 글,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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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정

남아 저고리는 동정이 있는 경우(54.1%)가 동정이 

생략된 경우(45.9%) 보다 조금 많았다. 동정의 형태 

는 전통한복에 서 와 같이 끝이 뾰족한 모양은 보이지 

않았으며, 끝이 네모난 사각형이 1997년 이후 최근 

까지 계속 쓰이고 있다. 이처럼 끝이 네모난 형태의 

동정은 복고풍이지만 현대적인 단순미와 부합되어 

생활한복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정 

을 생략하는 경우는 초기부터 보이며, 최근까지 계

3) 섶과 여밈

섶은 저고리의 여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옷감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자 저고리의 경우 안섶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겉섶은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섶은 저고리의 구 

성 요소 중 전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으로 평가되며, 남자 저고리의 경우 겉섶이 크므로 

그 구성상 역할은 여전하며, 시각적으로도 상의의 

중심 지지대 역할을 한다.

〈표 3〉동정의 유무 단위 : 개(%)

연 도

종 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있음(사각형) 14 3 9 6 8 40(54.1)

없 음 5 4 1 4 7 5 8 34(45.9)

〈표 4〉섶의 유무와 형태 단위 : 개%)3 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총 계

있음
전통형 (사다리꼴) 1 2 12 5 10 1 9 40(55.6)

53(73.6)
직사각형 1 1 3 4 4 13(18.0)

없 음 3 2 2 1 3 5 3 19(26.4) 1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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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의 유무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조사한 

결과, 섶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형태는 전통형 

(사다리꼴, 55.6%)이 대부분이지만 직사각형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섶 형태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또 섶이 없는 경우는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 

속되는 현상으로서 전체의 26.4%를 차지하였다.

여밈 방향은 전통저고리와 동일한 오른쪽 여밈 

(94.5%)이 가장 많았으며, 왼쪽 여밈(4.1%)은 등장 

초기와 최근에만 잠깐 보였다. 하지만 왼쪽 여밈은 

전통한복이나 남자 서양복에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 

로써 구성상에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마주보는 

여 밈(1.3%)은 90년대 말에 잠깐 보였을 뿐이었다. 여 

밈 방법으로는 1〜2개의 매듭단추가 많이 사용되었 

으며, 고름은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라졌다.

4) 소 매

소매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매길이, 배래선 

과 끝동, 진동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소매길이

전통한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긴소매이지만, 개량 

한복 이후 반소매 등 다양한 소매가 등장하였으며 

생활한복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남아의 생활한복 

에서는 긴소매가 대부분이었으며, 적은 수이지만 반 

소매와 칠부소매도 사용되었다. 반소매는 생활한복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등장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서양 반소매 남방의 영향을 받은 여름철 개 

량 적삼이 널리 사용되면서 익숙해진 것이었다. 이 

런 반소매는 어린이의 옷에 활동성, 기능성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칠부소매는 최근에 새롭게 선보인 것으 

로 서양복의 유행경 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배래선과 끝동

남아 생활한복 저고리의 소매형태가 긴소매인 경 

우에 배래선의 모양과 끝동의 유무에 대해 살펴보았 

다. 배래선은 부리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때 끝동을 생략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끝동이 있는 형태가 최 

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곡선배래는 

초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데,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전통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표현함으로서 생활한복의 미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진동선

남아 저고리의 구성 요소 중 진동형태는 직선형 

만 있었으며, 서양의복의 진동형태인 곡선형은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자 생활한복에서 

진동선의 80%가 곡선으로서 전통한복의 구성법에서

〈표 5> 소매 길이 단위 : 개(%)

上

方 TT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긴소 매 4 4 14 7 11 10 14 64(90.1)

반소매 1 1 1 2 5( 7.1)

칠부소매 1 1 2( 2.8)

〈표 6> 배래선과 끝동 단위: 개(%)

도

~O TT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 이 합 계 총 계

곡선배래 끝동 없음 4 1 1 6( 9.4) 6( 9.4)

직선에 가까운 

곡선배래

끝동 있음 3 2 8 13(20.3)
58(90.6)

끝동 없음 4 13 4 10 8 6 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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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표 7> 장식의 종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천배 색 1 4 9 7 15 8 8 52(63.4)

그 림 1 1 2 2 6( 7.3)

자 수 2 1 7 10(12.2)

무늬 직 1 3 4( 4.9)

민무늬 6 1 3 10(12.2)

벗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이다'6). 남아 

생활한복에서 직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로는 

성인에 비해 착용 맵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주머니

남아 저고리에 주머니 가 부착된 경우(63.0%)는 주 

머니가 없는 경우(36.9%)보다 많았다. 주머니 형태로 

는 서양의 남성복 디자인에 많이 응용되는 패치 포 

켓 (patch pocket: 41.1%)과 웰트 포켓 (wdt pocket: 21.9 

%)이 있었다.

6) 장 식

남아 저고리에 사용된 장식 의 종류는 초기부터 매 

우 다양하였다. 이후 장식의 종류가 간소화되었으나 

최근 1999년도부터 다시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그동안 사용된 장식의 종류는 천배색(63.4%), 자수 

(12.2%), 민무늬(12.2%), 그림(7.3%), 무늬직(4.9%) 등 

이 있으며, 최근에는 천배색과 자수 장식이 가장 많 

이 쓰이고 있었다. 한편 1997년도 이후 민무늬도 나 

타나 장식없는 단순미를 표현하려는 경양이 보였다.

2. 여아 생활한복 저고리

1) 깃
여아 저고리의 깃으로는 전통깃(76.6%)이 대부분 

이었으며, 전통깃의 변형(15.6%)은 남아보다 적은 비 

율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전통적인 둥근깃과 서양깃 

이 함께 응용되었지만, 1998년도 이후 전통깃을 활 

용한 깃의 다양화 현상으로 개량한복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서양깃(7.8%)은 처음에 잠 

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보이고 있으며, 남아의 경우보다 더 다양한 깃 

이 활용되었다.

2) 동 정

여아 저고리에는 동정이 생략된 경우(54.3%)가 동

〈그림 2> 여아 생활한복의 깃

둥근 깃 목판깃 배자깃

칭
사각깃 둥근맞깃 맞깃

1
로코코 

곡선 칼라

차이니즈칼라와 

케이프

라운드 

네크라인

歹 Y
차이니즈 칼라 셔츠칼라

16) 최은주, 앞의 글,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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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표 8> 깃의 형태

도
1994 1995 1996 :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총 계

전통깃

둥근깃 1 1 3 ； 22 6 10 5 4 52(67.5)

59(76.6)목판깃 1 1 2 1 I 6( 7.8)

배자깃 1 K 1.3)

전통깃 

변형

사각깃 1 1 2 2( 5.2)

10(15.6)둥근맞깃 1 1 2 1 5( 6.5)

맞 깃 1 1 1 3( 3.9)

서 

양 

깃

로코코곡선칼라 1 i K 1.3)

6( 7.8)

차이니즈 칼라와 케이프 1 K 1-3)

라운드 네크라인

차이니즈 칼라 1

2 2( 2.6)

K 1-3)

셔츠 칼라 1 K 1-3)

정。】 부착된 경우(45.7%)보다 조금 많아, 남아 지고 

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모두 동정이

3) 섶과 여밈

싶은 지고리 형태의 전통성을 나타내는 부위로서

생략된 형태였으며. 1997년도 이후부터 다시 동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끝이 뾰족한 전 

통한복의 동정 형태 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 시 

대에 볼 수 있었던 사각형 동정이 사용되었다. 이리 

한 경향은 1997년도를 기점으로 복고풍으로 동정이 

부활도면서 그 형태도 복고적인 형태를 받아들인 싯 

으로 생각된다. 

종요한 위六를 차지하지만. 생활한복의 등장 초기부 

너 싱냑된 2号가 반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게수叫어 건체적으로 28.8%의 비윤을 차시하고 있 

斗. 히시반 ‘96년도早터는 다시 섶이 있는 경우가 많 

있2니 형네土 선농형(48.8%)과 직사각형(21.2%)이 

시수식으로 사导되어 남아 지고리와 갇은 경향을 보 

있나. 또 남아 저고리의 섶에서는 보이지 않던 좌우

〈표 9〉동정의 유무 단위 : 개(%)

연 도 

종 류
1994 1995 1996

1
\m 2000 2001 합 계1997 1 1998

11

있음(사각형) 21 ! 2 5 4 5 37(45.7)

없 음 3 1 4 5 8 1 I 7 5 44(54.3)

〈표 10〉섶의 유무와 형태 단위: 개(%)

연 도 

종 류
1994 1995 1996 1997 j I99S 1999 2000 2001 합 계 총 계

있
O

전통형 (사다리꼴) 2 13 7 8 3 J 6 39(48.8)

57(71.2)직사각형 3 3 ! 1 4 2 4 17(21.2)

좌우 당코형 1 K 1-2)

없 음 3 1 2 9 i 1 2 4 1 23(28.8) 2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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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소매 길 이 단위 :개(%)

연 도 

종 류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긴소 매 3 1 3 23 8 15 10 11 74(90.2)

반 소 매 1 1 1 2 5( 6.1)

칠 부소매 2 1 3( 3.7)

당코형(당의의 앞자락과 같이 좌우로 곡선을 이룬 

형태)이 중반에 등장하였으나 곧 사라졌다.

여아 저고리의 여밈 방향은 전통저고리와 동일한 

오쪽 여밈(90.5%)이 대부분으로 남아 저고리와 유 

사하였다. 중앙 여 밈(6.7%)은 '90년대 후반 이후에 보 

이다가 사라지는 추세이며, 최근 등장한 왼쪽 여밈 

(2.6%)은 여자 양장의 여밈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i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여 겨진다. 이상으로 보아 여

처리는 전통 스타일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目 수 있다. 하지만 여밈처리 방법은 전통직인 고岩 

은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며(5.4%) 대부분 매 

"단추를 사용하였다(71.6%).

4) 소 매

(I) 소매길이

소매 길이에 따라 소매형태를 살펴보면 긴소매 가 

대부분이지만, 1997년도 이후부터 반소매나 칠부소 

매가 활용되었다. 남아 저고리의 경우에는 반소매가 

초기부터 보이는데 비해 여아 저고리에서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야 보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질¥소매는 여아 저고리에서 먼저 선보여 여아복이 

더 유행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i960년대 개량한부 

의 반소매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생활한복에서는 반소매에 대한 반응이 보다 

긍정적이어서 계속 활용되고 있다.

(2) 배래선과 끝동

배래선의 모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곡선배래만 

보였으나 점차 직선에 가까운 곡선배래가 많아지고 

곡선배래는 사라졌다. 끝동은 초기의 곡선배래에서 

는 사용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직선에 가까운 곡선배 

래에서 끝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진동선

여아 생활한복에서는 전통한복의 진동형태라 할 

수 있는 직선형 외에 곡선형과 진동선이 없는 형태 

도 보였다. 초기에는 곡선형과 진동선이 없는 변화 

된 형태들이 보였지만 점차 전통적인 직선형으로 통 

일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드러운 곡선 진동은 서양 

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진동부위가 뜨는 것을 보 

완해 주므로 디자인상의 효과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인 여성의 진동형태가 대부분 곡선으로 변 

화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를 고 

수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주머니

여아 저고리에는 남아 저고리와는 달리 주머니가

〈표 12〉배래선과 끝동 단위 : 개(%)

—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총 계

그：선 배래
끝등있음 3 2 5( 6.8)

8(10.8)
끝동없음 1 2 3( 4.0)

직선에 가까운 끝동있음 1 3 2 4 10(13.5)
66(89.2)

각선배래 끝동 없음 3 20 5 13 8 7 5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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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진동선 단위 ： 개(%)

연 도

종 류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직선형 3 21 9 12 11 13 69(83.1)

곡선형 1 1 3 7( 8.4)

진동선없음 

(길과소매연결형)
2 1 3 1 7( 8.4)

부착되지 않은 경우(87.9%)가 많았다. 주머니 가 부착 

된 경우에는 웰트 포켓(welt pocket : 7.2%), 팻치 포 

켓(patch pocket: 4.8%)등이 이용되 었다. 하지 만 이처 

럼 남아복에 비해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 

는 대부분 치마에 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6) 장 식

여아 생활한복에 사용되는 장식은 초기에 비해 

최근에 매우 다양해졌다. 그동안 천배색 장식이 가 

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최근 자수 장식의 활용빈도 

가 높아졌다. 그림장식은 초기부터 꾸준히 사용되었 

다. 한편 1996년도부터 민무늬도 사용되어 장식이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 선호되었으나, 2000년도에 들 

어서면서 장식은 다시 다양화되었다.

3.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

이상에서 1994년도 이후 최근까지 잡지 1■아름다 

운 우리옷」과 카탈로그에 수록된 어린이 생활한복 

자료를 통하여 저고리 형태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에 따라 

어린이 생활한복의 발전과정을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어린이 생활한복이 한복관련 잡지에 수록되 

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도로서, 어린이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은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94년도는 성인 생활한복의 경우 하나의 전환 

점이 되는 시기이다. 이 무렵 성인 생활한복은 그 동 

안 지나치게 실험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전통미 

를 상실하여 다소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개발로 돌아서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94 

년도 이후부터는 자수와 그림으로 간단하게 장식하 

여 단순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어린이 생활한복은 바로 이렇게 성인 생활한복이 

성숙하게 정리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이 

생활한복은 일정한 형태로 정리되어 가는 추세를 보 

였다. 그동안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4년경은 

생 활한복이 등장하는 초기단계 라 할 수 있으며, 1997 

년도 이후는 성숙되고 정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어린이 생활한복의 변화과정을 두

〈표 14〉장식의 종류 단위: 개(%)

方 TT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천배색 1 2 19 8 14 4 7 55 ⑹.1)

그림 2 1 3 2 1 1 10(11.1)

자수 5 7 12(13.3)

옷감무늬 2 2 4( 4.4)

민무늬 2 4 1 2 9(10.0)

17) 월간 아름다운 우리옷, (1997.12), pp.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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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어린이 생활한복 등장기

1994년도 무렵은 어린이 생활한복이 등장하는 시 

기이지만, 이미 이때부터 저고리 형태는 다양화 현 

상을 보이며 전통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시도도 보였 

다. 예를 들면 전통한복의 둥근깃 외에 서양깃도 사 

용되었으며 남아의 경우는 목판깃도 보였다. 모두 

동정을 달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섶이 부착된 경우 

외에도 섶이 없거나 변화된 형태도 있었으며, 긴소 

매 외에 반소매도 등장하며, 주머니가 활용되고, 다 

양한 전동장식이 활용되었다. 어린이 생활한복에서 

이처럼 초기부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이미 

발전된 성 인 생활한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그 형태를 답습하기도 하였다. 반면 여전히 

선동성을 유지한 부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소매 

배래선은 전통한복과 같은 곡률이 큰 곡선이었으며, 

남아복의 경우 직선의 진동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96년도부터는 섶이 부착된 형태가 다시 

늘어나고, 배래선이 직선적인 곡선으로 변화되는 등 

전농적이고 복고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 생활한복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복 잡지를 살펴보면 '95년도 

는 자연주의와 복고풍 경향이 계속되었으며 조선시 

대 중기 저고리 형태가 적극적으로 응용되었던 시기 

였다磚

2) 어린이 생활한복 정착기

「아름다운 우리옷」에는 1997년도 이후부터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어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디자인상에 있어서는 다 

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특히 복고풍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즉 동정이 다시 부착되면서 끝이 네모난 

복고형이 정착되고, 일시적이지만 장식보다는 민무 

늬가 선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98년도에는 

둥근깃 외에도 목판깃, 사각깃, 둥근맞깃이 선보였으 

며, '99년도에는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서양복의 최 

신유행을 접목시켜 '90년대 후반에 칠부소매와 차이 

나 칼라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 

로 생활한복이 서양복의 유행현상과 관련을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남아와 여아 저고리 형태의 특성 비교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아와 여아 생활 

한복 저고리 형태의 특성을 각 부위별로 종합 비교 

하여 보았다.

1) 깃
남아• 여아 저고리 모두 초기부터 전통깃 외에 

서양깃의 형태가 응용되었다. 하지만 서양깃은 대부 

분 실험적인 시도에 그치는 정도이며, 과거의 다양 

한 전통깃과 이를 변형한 복고풍 형태-둥근깃, 목 

판깃, 人！■각깃, 배자깃, 둥근맞깃, 맞깃 一 이 많이 활용 

되었다. 깃의 다양화 현상은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1998년도 이후부터 더욱 심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르 

고 있다.

2) 동 정

동정은 남아 • 여아 저고리 모두 초기에는 생략되 

었으나, 1997년도 이후부터 끝이 네모난 사각형의 

동정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각형 동정은 

복고풍이면서도 현대적인 단순미를 표현하는 것으 

로 오늘날 생활한복의 동정 형태로 정착되었다. 동 

정의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남아 저고리에서는 동정 

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아 저고리에서는 동 

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남아 생활한복이 더 전통성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섶과 여밈

남아• 여아 저고리에는 모두 섶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태는 전통형(사다리꼴)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직사각형 형태의 섶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섶형태의 변화를 예측케 하였다. 직사각형 섶은 최 

근 저고리 여밈이 서양복처럼 중앙으로 이동되면서 

섶의 역할이 줄어든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섶이 생략된 경우는 생활한복의 등장 초기부 

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18) 월간 아름다운 우리옷,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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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아 저고리의 경우 좌 

우 당코형태의 섶이 잠깐 보였지만 최근에는 활용되 

지 않았다.

여밈 방향은 남아 • 여아 모두 오른쪽 여밈 형식 

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는 여성 양장의 여밈과 

같은 방향인 왼쪽으로 여미는 형식도 보였다. 여밈 

방향의 다양화 현상은 남아의 경우 초기부터, 여아 

의 경우 중기부터 나타났다. 여밈 방법으로는 모두 

전통미와 착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매듭단추의 활용 

이 많았으며, 고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4) 소 매

소매형태는 남아• 여아 모두 전통한복에서와 같 

은 긴소매가 많이 활용되었지만 계절에 따라 길이의 

변화가 시도되어 어린이옷에 활동성과 기능성을 부 

여하였다. 남아의 경우는 초기부터 소매길이에 변화 

가 있었으며, 여아의 경우는 몇 년이 지난 후부터 변 

화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점은 남아복에서 활동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여겨진다. 배래 

선은 모두 직선에 가까운 곡선배래의 활용으로 전통 

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표현하여 생활한복의 미를 충 

족시켰다. 또 이때에는 끝동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 

며, 최근 들어 끝동이 있는 경우가 증가되어 복고풍 

추세를 보였다.

5) 진동선

진동선은 남아 저고리에서는 전통한복의 진동선 

인 직선형만이 사용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아 

저고리에서는 초기부터 서양복 구성법을 활용한 곡 

선 진동과 진동선이 없이 소매와 길이 연결된 형이 

보였다. 여아의 경우 진동선을 생략한 형태는 초기 

부터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사라지는 추세였다. 이처 

럼 진동선의 경우에는 남아복이 더 전통성을 고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머니

남아 저고리에서는 대부분 주머니가 부착되어 착 

용상의 편의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여아 저고리는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V. 요약 및 결론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본 연구는 1994년도 이후 최근까지의 잡지와 카 

탈로그에 수록된 어린이 생활한복 자료를 분석하여 

저고리 형태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볼 때 어 

린이 생활한복의 발전단계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94년도 이후는 어린이 생활한 

복이 등장하는 시기이며, 이때부터 다양한 저 

고리 형태가 보이며 전통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시도도 보였다. 초기부터 이러한 다양한 변화 

를 보이는 것은 이미 발전된 성인 생활한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6년도부 

터는 섶이 부착된 형태가 다시 늘어나고, 배래 

선이 직선적인 곡선으로 변화되는 등 일부 전 

통적이고 복고적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7년도 이후로서 어린이 생 

활한복이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였으며, 형태상에도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으 

며 특히 복고풍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또 칠부소매와 차이니즈칼라가 활용되는 

등 서양복 최신 유행이 접목되어 앞으로도 생 

활한복이 서양복의 유행현상과 관련을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남아와 여아 생활한복 저고리 형태의 변화양상 

을 각 부위별로 살펴보면 깃은 초기부터 전통 

깃 외에 서양깃과 복고풍 깃이 활용되었으며, 

1998년도 이후부터 복고풍 깃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동정은 모두 

초기에는 생략되었으나, 1997년도 이후부터 끝 

이 네모난 사각형의 동정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각형 동정은 복고풍이면서도 현대 

적인 단순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날 생활한 

복의 동정 형태로 정착되었다. 섶은 초기부터 

생략되거나 변형된 형태가 보였으나, 전체적으 

로 전통적인 사다리꼴의 섶이 있는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1998년도 이후부터 직사각형 형 

태의 섶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섶 형태의 변 

화를 예측케 하였다. 여밈 방향은 남 • 여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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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오른쪽 여밈 형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에는 여성 양장의 여밈과 같은 방향인 왼쪽으 

로 여미는 형식도 보였다. 소매형태는 모두 긴 

소매가 많았지만 남아복에는 초기부터 반소매 

가 사용되었으며, 칠부소매는 최신 유행과 더 

불어 여아복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배래선은 

초기에는 곡률이 큰 곡선이었으나, 곧 직선에 

가까운 곡선배래가 활용되어 전통미와 현대미 

를 동시에 표현하여 생활한복의 미를 충족시켰 

다. 끝동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증가되 

는 추세였다. 진동선은 남아 저고리에서는 전 

통한복의 진동선인 직선만이 사용되었으며, 여 

아 저고리에서는 초기부터 곡선 진동과 진동선 

이 없는 연결형이 보였다. 주머니는 남아 저고 

리에서는 대부분 부착되었으며, 여아 저고리에 

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성별에 따라 볼 때 깃, 동정, 진동선, 포켓 

부위에 있어서 여아 저고리의 경우에 더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남아 저고리의 경우 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생활한복 중 저고리 

형태 변화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색상, 재질 등의 디자인 분석뿐 아니라 성인 

생활한복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상호 비 

교해 보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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