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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을 응용한 현대 한복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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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rdern Hanbok Design Applied by the Costume 

in Koguryo Mural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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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to identify the nature of artistic beauty of Kokuryeo dresses and to apply
the artistic beauty, formative uniqueness, and esthetic value of Kokuryeo in the modern Korean dress design for creation
of new designs.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fact that beauty of traditional dresses possesses highly valuable
importance for application to modern fashion design processes. Kokuryeo dresses basically comprised of Yu, Sang, Go and
Po, and contains within abstract beauty along with emphasis on geometric elements like dots, lines, and surfaces. Red,
Black, Violet, Verdant and scarlet colors were moderately used against the mainly white canvas, and different colors were
often used for the top and the bottom. Silk, Hemp cloth and Wool were used for different social levels or ranks, and from
the wide variety of colors and patterns of the dresses, such as Round-patterns, Cloud-patterns and Vine-patterns, worn
by the people illustrated on the wall paintings, it appears that various materials were used. Vertical hems, Yu (shirts), Sang
(skirts), noblemen's dresses, kings' dresses, etc. from Kokuryeo tomb wall paintings were applied, and various dying
methods, natural materials and sewing methods were used to recreate the unique features of Kokuryeo dresses in modern
designs in an attempt to recreate the esthetic value of Kokuryeo 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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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은 가변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

다. 전통을 새롭게 발견하는 행위는 우리 현재의 삶을 윤택하

게 만들며,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질적 우수성과 독자성을

심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최근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통문화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잊혀졌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패션산업에 있었어도 전통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통복식미

의 현대적 활용과 이를 이용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대별 복식사를 복식유용의

모티브를 반영한 패션 디자인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디자인 모티브를 대부분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서 다른 시대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역사 중에서도 오래 되고, 가장 강성했고, 가장 뛰어나고, 독창

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시대의 복식에 대한

미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고구려 문화유산으로 인한 역사적 소유권 논란이 중국

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 고구

려 역사의 재조명 인식과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 이라는 인식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고구려복식에 대한 재조명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고구려 시대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현존 유

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고구려복식 문화를 볼 수 있

는 유물이 거의 북한이나 중국에 위치하고 그나마 공개도 힘든

입장에서 그 시대의 복식미를 고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고구려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자

면 고구려고분 중에서도 인물도가 그려진 벽화를 중심으로 유

송옥(1980), 이영미(1994), 양경애(1995), 김정호(2002), 금기숙

(2002)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복식의 종류나 양식적 특징을 밝

히는데 집중연구 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 복식의 현대화는 양

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복식의 미적 특징이나 미적 가치를

확인하여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이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복식의 경우, 고구려 복식의 미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심

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아름다움을 재현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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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구려 복식의 미학적 특성 고찰을 통

해 고구려 복식의 조형미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고구

려 시대의 조형미와 양식적인 특징, 미적 가치를 현대 한복 디

자인에 접목시켜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리고 현대 한복 디자인에 고구려 문화유산을 응용하여 전

통복식의 아름다움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고분벽화에서 의상의 형태 및 색채를 확인 할 수

있는 안악3호분 고분벽화, 감신 무덤벽화, 쌍기둥 고분 벽화,

수산리 고분벽화, 약수리 고분벽화, 무용총 고분벽화, 이것을 모

티브로한 작품 8점을 제작 하였다. 고구려 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을 위해서 선행 연구와 고문헌을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북

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등의 참고 문

헌에서 벽화에 나타난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을 시각적 자료

로 제시하였다.

2. 고구려 고분벽화속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의 조형적 특징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 시대의 사회계층을 잘 보여 주고 있

다. 또한 사회계층에 따라 복식의 형태와 장식들이 철저히 구

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유( )·고(袴)

복장을 한 모습이 남아있는데 스키타이계 복장과 유사한 양식

을 하고 있다(유희경 외, 2001).

고구려 복식의 특징은 서북방 기마 민족들이 입던 호복계통

의 의복이다. 호복은 고습으로 구성되는데 움직이기 편리한 좁

은 소매통의 웃옷인 습과 양다리가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좁은 바지인 고로 이루어져 말 타고 사냥하는데 편리한 체형형

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구려의 복식은 평상시에는 평상복이면

서 전쟁 시에는 전투복이 된 셈이다(유송옥, 1993).

안악3호 고분 벽화 여주인공의 당초문양과 선단 행렬도 복

식에 나타난 부리가 좁은 고와 유의 짧은 고름, 감신무덤벽화

의 여인도 달린옷, 쌍기둥고분벽화 선단이 둘러진 저고리와 주

름치마, 수산리고분벽화 여인도에 저고리의 허리띠와 색동치마,

약수리고분벽화 남자 평민옷, 무용총고분벽화 포의 선단과 주

름치마등 6개의 고분의 벽화를 참조하여 복식의 선, 리듬, 무

늬, 균형을 고찰하였다.

 

2.1. 형태

조형예술의 순수시각적 요소들 가운데 공간 규정으로 파악

되는 형태는 가장 본질적 요소이며, 점, 선, 면, 입체의 구성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미학예술학사전, 1989). 

고구려 복식은 북방계 카프탄 형식으로 구분되며, 그 기본형

은 모자,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허리띠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저고리와 바지는 인체의 형태가 드러나는 정도의 크

기이며, 소매는 직선형의 착수로 북방계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특히 수렵도에 보이는 의복도 격렬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여

유가 있어 매우 기능적으로 보인다(금기숙, 2002).

고구려 복식은 직선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보여 진다. 선 장

식은 고대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복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선은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

러 가지의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대일, 1996). 고구려 복식에서 선을 모피로 두른

흔적이 있는 것은 맹수의 털이 악귀를 막아줄 것이라는 원시신

앙 때문으로 추정되며, 추운 겨울에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

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유송옥, 1998). 고구려 복식에서 선

은 직선적인 실루엣과 의복의 명도차이가 선 장식을 부각 시키

고 있다. Fig. 1은 고구려 복식에서 보이는 단순화된 외곽선,

직선으로 봉제된 구성선, 의복의 가장자리에 두른 이색의 선 장

식은 직선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서양복식의 실루엣은 대개 그 기준을 허리로 잡아 허리선의

강조와 은폐정도에 따라 실루엣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서양에

서는 허리부위를 성적인 구분과 가장 밀접한 부위로 인식하고

있으며(김윤희, 1990), 이 부위의 강조와 은폐정도는 당시대에

추구하였던 이상적인 인체 미에 대한 규범을 반영하고 있으므

로 허리선에 의한 실루엣의 분류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일반적으로 동양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복을 통한 성적 구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리

와 가슴의 윤곽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김영자, 1990). 그러

나 Fig. 2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복식은 부분

적으로 허리에 띠를 둘러 선 적인 면을 강조하고 상의의 여밈

을 고정시킴과 동시에 허리선을 강조한 H형 실루엣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Fig. 3의 삼실총 벽화의 여성복에서는 분명한 A

라인의 실루엣을 이루는 윤관선이 주목된다. 이러한 실루엣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듯

하다.

고구려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직선적인 면이 부각되어 보

인다. 직선적인 재단으로 절개선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있으며,

복식마다 넓은 선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면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면들은 한국전통의 미인 여

백의 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백은 장식을 통한 공간으로서 활

용 되고 있는 것 같다.

면이 강조된 의복은 기하학적 인상을 부여하게 된다. 고구려

복식은 보이는 대로 단순한 형태의 의복이 특징이라고 단언하

기 보다는 기하학적인 구성을 통하여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모

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면으로 지각되는 끝동이나 넓은 선 장

식은 대범해 보이며 활달하게 표현되어있어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금기숙, 2002).

Fig. 4는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자 않는 직선적인 단순한 형

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긴 소매선 은 움직임이나 흔들림

으로 시선을 집중 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지의 밑단은

안으로 오므려 정리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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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는 상의의 깃과 소매에 직선적인 면으로 처리함으

로써 여백으로서 미와 장식적 활용 공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

학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2.2. 색채

색채는 빛이 눈에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하여 눈의 시각중추

에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감각현상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른

심리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채수명, 2002).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이러한 색채들도 그 시대적 상

황과 심리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인

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색채는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라

생각 되어진다. 인물들이 착용한 유, 상, 고, 포, 선과 문양 등

에 나타난 색에는 백색, 황색, 갈색, 주황색, 주홍색, 빨강색, 자

주색, 분홍색, 청색, 연청색, 청록색, 녹색, 연 청록색, 검정색

등이 있다(김덕영, 1985). 이러한 색상들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흰색이라 할 수 있다.

Fig. 6의 감신고분 벽화 달린 옷과 쌍기둥 고분벽화의 남자

귀족 옷 색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 복식에서 흰색은 선단

에 부분을 강조한 색으로 사용되거나 유와 고의 주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여 지는 대부분의 복식은 상의와 하

의에 서로 다른 색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의

쌍기둥 고분 벽화의 남자 귀족 옷에서는 유와 고의 백색과 단

의 흑색, 약수리 벽화고분의 남자 평민 옷과 안악 3호 고분 벽

화의 여자 평민옷에서는 유와 고의 갈색과 선단의 배색, 유의

백색과 고의 배색, 유와 상의 황색과 갈색으로 서로 다른 색채

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8은 안악 3호 고분 벽화 무사 옷, 행렬도 수레를 탄 남

자 주인공에서는 백색과 주황색, 녹색, 갈색과 주황색 등의 색

채를 대비를 보이고 있다. 색채대비는 색상대비보다는 강한 명

도의 대비가 시각적으로 더 애용되고 있다. 

Fig. 9는 수산리 벽화고분 안칸 북벽 서쪽부분 윗 단의 인물

들의 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복에서 선 장식은 의

복보다 훨씬 짙은 색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복과 강한 명도대비

를 보이며 그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분적이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색동이 등장하고 있다.

덕흥리 고분의 견우 직녀도 에서 직녀의 상과 부인교거도, 약

수리 벽화의 색동상,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상 등으로 보아

고구려 시대에 이미 여성들에게 색동치마가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윤정, 2001). 

Fig. 10의 덕흥리 고분에서 색동의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고,

수산리 고분벽화에서는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사용되고 있

다. 색동의 화려한 이미지에 백색을 사용함으로서 무채색으로

여백을 보여주고 있으며 백색은 주변을 밝게 해주는 효과와 함

께 강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벽화에 나타난 색채들이 그 당시의 색채를 대변할 수 있는

모든 색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시에 사용된 한정적인

색료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색된 점을 감안 할 때 고구려

복식에 사용한 색채는 벽화에 보이는 색채보다도 훨씬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3. 소재

복식의 소재에 대한 기록에는 여러 조직의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등이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

다(新羅瓦塼, 1000).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의 색이

나 문양의 다양함으로 보아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 수렵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렵생활은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수렵에서 얻어

지는 재료들은 의복의 재료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고기는 먹고 가죽은 옷을 만들어 의식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며(경철화, 1991), 사냥에서 얻

어진 가죽이나 모피류를 방한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수렵도는 현재 집안지역에서 발견한 고

분벽화의 36%를 차지한다. 이는 수렵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한다(삼국사기).

Fig. 11의 무용총 수렵도에서는 고구려인들의 호방한 성격과

활달한 기마 민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 수렵도에서

의상의 대부분은 색상이 밝고 화사하며 경쾌하다. 절풍에 새 깃

털이나 꽁지털 을 꼽은 조우관은 주로 사냥을 행할 때 활동성

이 큰 옷과 함께 착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대

부분 사냥에서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12의 무용총 모사도에서 살펴보면 조우관의 형태가 다

             

Fig. 1. 수산리벽화고분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2. 장천 1호 고분

(조선일보, 1993).

Fig. 3. 삼실총

(조선일보, 1993).

Fig. 4. 무용총(조선일보, 1993). Fig 5. 삼실총(조선일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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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꽂은 깃의 종류와 모양의 다양성으로 보

아 상징적 의미도 다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중국에서도 장식에

따라 용맹과 투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시대에 여성들이 길쌈하는 모습을 그린 직녀도가 화

가들의 주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이 베 낳이 하

는 길쌈경기가 이시기에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었던 사실(양경

애, 1995)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평민들의 중요한 복식의 재

료는 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3의 약수리 벽화고분의 남자 평민 옷과 안악 3호 고분

벽화의 여자 평민 옷에서의 유, 상, 고는 무명이 사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후한서와 삼국지에 오늘날 함경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예에

서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평민들에게는 비단

사용을 금하였으나 귀족들에게서 비단은 주요 복식 재료로서

사용 되었을 것이다.

2.4. 문양

고구려 복식에서 사용된 문양들은 단순하게 표현된 것이 특

징인데, 그 종류는 점 문양, 줄 문양, 당초문양으로 보이는 넝

쿨 문양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점문양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

용되었다(김덕원, 1985). 

문양의 구성은 대부분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기하학

문양에는 원 문양, 사각형 문양, 삼각형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Fig. 14의 삼실총에서 인물의 복식에는 원 문양이 그려져 있

고 삼실총을 떠받들고 있는 역사(力士)들의 복식문양은 사각형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땅의 세계의 사람과 하늘세계의

역사들을 구분 짓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양은 상의와 하의, 선 장식등 가능한 장식 공간에 모두 등

장하고 있다. 상하에 다른 문양을 사용한 경우도 상당수 찾아

볼 수 있어서 여러 문양이 어울려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렇게 다양한 문양과 상의와 하의에 다른 색을 사용한

조합은 당시대 의복의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

다(금기숙, 2002).

Fig. 15는 씨름고분 여인의 복식에서 앞의 여인의 복식에서

는 여백에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뒤의 여인의 복식

에서는 상의에 점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백에는 다른

색을 조합하고 있다.

그밖에도 복식에 표현된 문양은 아니지만, 고분벽화 내부 장

식으로 사용된 문양에 화염문, 성신문, 해, 달, 삼족오, 뚜꺼비,

선에 문양 등을 들 수 있다.

화염문은 어떤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

의 특정한 건축이나 불상광배에서 나타나는 예에서도 알 수 있

다. 중국 고대의 오행설에서는 불(火)은 남방을 맡는 5행의 하

나라고 하였다. 후한서에는 화염은 천지를 밝힌 다라고 하였다.

바라문교나 조로아스트교 등에서는 불을 신화하여 숭배하는 신

앙이 있다(임영주, 1983).

각 고분에서 보여지는 화염문은 고구려의 불교적인 종교 세

계와 함께 가상의 모습을 통해 고구려인들의 예술적인 환상의

세계를 추측할 수 있다.

고분 천장에 7개의 성좌와 북두칠성, 심수, 위수등과 일·월

등을 그려 넣어서 천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류가 농경생활

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던 경천사상 등에서 기인한 것

             

Fig. 6. 감신고분·쌍기둥고

분벽화(조선유적유물도

감 편찬위원회, 2000b). 

Fig. 7. 안악 3호고분 

벽화(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8. 수산리벽화고분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9. 덕흥리 고분벽화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10. 수산리벽화고분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11. 무용총(조선일보, 1993). Fig. 12. 무용총(모사도)(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a). 

Fig. 13. 약수리벽화고분(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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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임영주, 1983). 

해는 둥근 원 안의 삼족오(三足烏)(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한 마리 있고, 달은 원안에 섬여(蟾 )(두꺼비)가 표현되어 있

다.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는 달의 정으로서 광휘임조를 의미하

고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문화에서도 광휘임조를

뜻하는 촛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廣邊表丹, 1997). 또한 월상

에는 두꺼비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꺼비와 함께 토끼가

등장하는 것도 있다. 이 토키의 형상은 계수나무 아래에서 약

방아를 찢고 그 옆에 두꺼비가 엎드려 있거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매우 해학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달 속의

토끼와 계수나무의 전설은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역

시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온 것이라 생각된다(임영주, 1983).

천상문중 일·월 문양은 거의 모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

타나고 있으며 음·양의 조화와 불교적 의식이 반영되어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3. 작품제작

3.1. 제작 의도 및 방법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그 당시의 모습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복식

또한 이러한 면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복식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

하고 그 예술성을 발굴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고구

려사가 한민족의 역사임을 밝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복식을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세련된 한국의 고유미를 표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형태, 색채, 소재, 문

양 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총 8작품을 다양한 염색법을 사용하였다. 떨 감을 이용한 천

연염색, 화학 염료를 사용한 손 염색, 실크 천에 풀을 먹여 손

질하여 자연미를 강조하였다. 수화 그림과 파라핀 나염, 기계자

수, 기계주름을 이용 하였고 실크 실을 여러 겹 꼬아 장식하였다.

바느질 방법은 꼬집어 박기(핀턱), 깨끼 바느질, 손바느질(상

침), 등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소재는 대부분 실크(100%), 면(100%), 모시, 생모시,

마를 사용하였으며 고급스럽고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

단은 평면 재단과 전통 마름질을 병행하여 제작하였다.

3.2. 작품해설

Fig. 16의 작품 1은 고구려 고분 안악 3호 고분 벽화 복식

에 나타난 선단을 응용하여 원피스의 밑단, 소매수구, 깃에 선

단으로 장식 효과를 주었으며 앞여밈은 대를 응용하여 고름과

매듭으로 장식하여 한복의 고유한 선을 살렸다. 활동하기에 편

리하도록 제작한 원피스 형태의 외출복으로서 파스텔 브라운색

의 마 소재를 사용하여 천연염과 파라핀 나염을 하였다.

Fig. 17의 작품 2는 감신고분벽화에서 달린 옷을 응용하여

제작, 공단 실크의 부드러운 소재로 V네크라인과 앞의 장식을

실크 실로서 여려 겹 꼬아 장식을 하였다. 드레스의 뒷부분은

당초문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리본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고구려

고분 벽화 복식에 등장하는 문양을 최대한 살리는 현대 드레스

를 만들었다. 또한, 한복 치마 선을 응용 가슴 바로 밑 부분에

서 절개하여 양쪽 외주름 2개를 잡아 고유 한복 선에서 나타

나는 통치마 실루엣을 살렸다.

Fig. 18의 작품 3은 고구려 고분 쌍기둥 고분 벽화의 남자

귀족 옷에 나타나는 고를 응용한 원피스이다. 벽화의 고에서 나

타나는 부리부분의 특징을 살려서 상의 형태로 재창조하였으며

허리띠는 교차 핀턱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대 을 뒤에서 묶어

줌으로서 부드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깃과 여밈은 당코깃

 

     

Fig. 14. 삼실총(조선일보, 

1993). 

Fig. 15. 씨름고분(조선유적유물도

감 편찬위원회, 2000b). 

  

    

Fig. 16. 작품 1.   Fig. 17. 작품 2.    Fig. 18. 작품 3.   Fig. 19. 작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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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듭으로 처리 하였다.

Fig. 19의 작품 4는 고구려 고분 안악 3호고분 벽화 왕의

옷을 응용하였다. 반비, 고를 현대화 시켜 밑부분을 매듭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였으며 상의는 허리에 대를 둘러 날씬해 보이

도록 강조하였다. 배자는 당초문양의 수를 놓아 단조로움을 피

하고 레이어드룩 형태로 제작하였다. 

Fig. 20의 작품 5는 고구려 고분 수산리 고분 벽화를 응용제

작 하였다. 벽화에 나타나는 색동을 각각 절개하였고 색의 통

일성을 위하여 동일색상을 사용하였다. 각각으로 절개된 것을

서로 다른 손 염색을 하여 여러 겹으로 겹쳐 허리에 띠로 연

결하였다. 소매부분을 강조하고 광수로 제작하였으며 상의의 깃

은 보색대비를 이루고 있다.

Fig. 21의 작품 6은 고구려 고분 쌍기둥 고분 벽화에 나타는

유의 선단과 상의 주름을 응용하였다. 1.5inch 너비로 기계 주

름을 잡았으며 유는 앞선단, 소매수구, 허리띠를 홍색 흙색으로

매치를 하였다. 유 길이는 조금 짧게 하고 선단으로 간소화하

였다. 

Fig. 22의 작품 7은 고구려 고분 약수리 고분 벽화의 복식을

응용하였다. 유의 앞 선단과 소매수구에 구름 모양의 핀턱 처

리로 장식 하였으며, 하절기 외출시 착의가 편리하게 현대적인

바지형태로 제도하여 밑단에 2개의 매듭으로 마무리하였다. 유

에는 브라운 색으로 염색한 띠를 매어줌으로서 안정감과 편의

성을 강조하였다.

Fig. 23의 작품 8은 고구려 고분 무용총 고분 벽화의 복식을

응용하였다. 포의 소매는 짙은 자주색을 사용하였으며 소매 밑

단은 홍색으로 선단 처리 하였다. 상 밑단은 홍색으로 3 cm 너

비의 선단 처리를 하였으며 기계주름을 잡아 완성하였다

4. 결 론

최근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를 탈취하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

하려는 패권주의와 대국주의 경향을 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

한 발언으로 인하여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고구려사에 대한 논란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때에 고구려 역사를 재조명하고 고구려 복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갈등을 이겨내고 동북아의 중심

적 국가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진취적인 기상과 독자적

인 문화를 바탕으로 외부유민의 유입으로 전래된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기존문화와의 융화와 재창조적인 과정을 통하여 독창

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찬란하게 개화 발전했던 당시의 문화를

직접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본 복식을 살

펴볼 수 있으며 복식의 역사적 성립과 우리 복식의 원류를 찾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의 수는 많지 않으

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약 80여개에 불과하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 생각, 종

교, 건축양식, 실내장식, 회화의 기법, 남녀인물들의 복식과 머

리 장식, 화장법 등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고

구려 벽화 속의 복식은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던 자연환경과 사

회 환경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생활양식의 표현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착용한 의복을 통하

여 사회적 신분, 계급이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는데 복식의 형

태, 모양, 색채 및 장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기본 복식은 유, 상, 고, 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

는 저고리로서 전개 교임형 둔부선 길이의 것, 허리에 대를 하

여 여밈한 것, 깃, 섶 끝동 등에 선 또는 선이 있는 것이 특징

적이다. 상은 치마로서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여인도에 있는 것

처럼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다. 고는 폭이 넓은 양복

바지와 같은 것으로 풀이 많고 말을 타는 북방 민족의 의복인

동시에 조선족의 고유복으로서 벽화에 비추어보면 시자급 인물

은 세고를 입었으며 이보다 조금 지위가 높은 인물은 관고를 착

용하였다. 포는 우리 고유의 장유 약식과 구분되는 중국식의 바

닥에 끌리는 긴 내리닫이 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벽화에서 보이

는 포는 소매가 넓고 길어 손등을 덮는 전형적인 중국식 포이다.

고구려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형태면에서 점, 선, 면의 강조

가 두드러지고 이러한 요소들은 기하학적 인상을 부여하고 추

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색채면에서는 흰색이 두드

    

Fig. 20. 작품 5.    Fig. 21. 작품 6.   Fig. 22. 작품 7.     Fig. 23. 작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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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사용되었고 백색이외의 다양한 색들이 부분적으로 복식

에 사용되고 있으며 복식의 상의와 하의에 서로 다른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소재면에서는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견직물, 마

직물, 모직물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의 색이나 문양 등의 다양함으로 보아 여러 소재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양면에서 당초문양, 점문양, 구름문양

이 나타나는데 형태가 단순하고 문양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구려 복식의 특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품들

을 제시하였다.

작품 1에서는 고구려 고분 안악 3호 고분 벽화 복식에 나타

나는 선단을 응용하였고, 작품 2에서는 감신고분벽화에서 달린

옷을 응용하였다. 작품 3은 고구려 고분 쌍기둥 고분 벽화의 남

자 귀족옷을 응용한 원피스이며, 작품 4는 안악 3호 고분 벽화

의 왕의 옷을 응용하였다. 작품 5는 고구려 고분 수산리 고분

벽화의 복식을 응용하였으며 작품 6은 쌍기둥 고분의 유와 상을

응용하였다. 작품 7은 고구려 고분 약수리 고분 벽화의 복식을

응용하였으며 작품 8은 무용총 고분 벽화의 복식을 응용하였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복식을 다양한 염색법, 천연소

재, 바느질 방법을 사용하였고 고구려 복식의 고유한 특성을 현

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구려 복식의 미적 가치를 재창조하였다.

참고문헌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 있는 복식의 형태적

인 면과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제작

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복식의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면모를 그

대로 표현 할 수 없었다는 미비점이 있다. 고구려 복식의 실물

과 고구려 고분 벽화를 사진이나 그림이 아닌 실질적 모습을

보고 고구려 복식을 더욱 더 세밀하게 파악한다면 고구려 복식

을 문화유산으로서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과거의 복

식을 현대 디자인에 접목하여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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