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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통의상에 사용된 장식문양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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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kinds, expression, techniques and arrangement of patterns for the traditional
women's costume from 1995 to 2002 in North Korea.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South Korean. Conclusions
are as follows : In the kinds of patterns the natural plant patterns were much more frequently used in North Korea. These
tendency was same to South Korea. And the geometric patterns were more frequently us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frequency in the expression of patterns, it was the realistic, geometric, stylized shape in North Korea. To the contrary
it was the stylized, geometric, realistic shape in South Korea. In terms of decorative techniques, not only the traditional
embroidery, gold leaf, multicolored stripes, but also modern collages, painting, beads, applique, flounce, ruffle were used
in North Korea. Modern techniques were found comparatively a lot in North Korea, traditional techniques were found
comparatively a lot in South Korea. In terms of arrangement of patterns, the modern arrangement was much more fre-
quently used. And localized type of modern arrangement was found comparatively a lot in South and North Korea. There-
fore traditional beauty was generally expressed by natural patterns, realistic shape and modern beauty was generally
expressed by modern techniques and arrangement of pattern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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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민족의 전통문화는 상호간에 동질성을 확인해주는 주요

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채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민족은 그동안 함께 공유하였던 전통문화에

있어서도 이질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간격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한복(조선옷)의 전통성 계승과 현

대적 미감이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조선옷에 있어서의 전통성과 현대성은 형태 측

면과 소재 측면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성은

형태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저고리의 깃, 소매, 고름(장식고름포

함), 치마 기슭단 등에서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

성은 독특한 소재와 장식문양의 활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리유

미, 1999). 반면 남한의 경우 한복에 있어서의 전통성과 현대

성은 주로 전통한복의 경우 복고 지향적 디자인으로, 생활한복

의 경우 현대적 디자인의 개발로 구분되어 표현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조선옷에 현대적 미감을 표현하기 위

하여 적극 활용된 장식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의 경향

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 전통의상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한복지 위에 장식된 재질의 종류 및 감각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물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의 실물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헌자료로서도 분석이 가

능한 장식문양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조선옷

전시회 및 품평회 개최와 조선옷 관련 서적이 제작되는 등 미

적 변화에 관심이 증가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한복지위에 부가되는 장식문양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서 북

한 조선옷의 전통-현대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북한에서 전통복식의 계승과 현대화 작업이 진행

되면서 여성의 조선옷에 나타난 디자인상의 특징을 장식문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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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시기의 남한 전통한복의 장식문양에 대한 선행

연구(정혜경·박영희, 2004)와 비교분석함으로서 상호간의 공

통점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상이한 점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움으로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북한 조선옷의 경우 현대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1990년대 이후 출간되기 시

작한 전문 서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자료의 수집에

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자료를 다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각 자료에 수록된 사진 중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이때는 먼저 발표된 자료만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

료는「조선민족옷」,「 조선민족의상」, 「아름다운 조선옷」, 「옷

도안과 설계」,「옷본보기」,「민족옷」등으로, 1995년부터 2002

년 사이에 출판된 것들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화보 중 총

275점이 분석에 사용되었지만, 문양이 없는 것 39점과 문직 21

점 그리고 레이스직 39점을 제외한 176점이 문양 분석에 사용

되었다.

한편 남한의 경우 동일한 시기의 남한 여성 전통한복을 대

상으로 한 장식문양에 대한 선행연구(정혜경·박영희, 2004)를

활용하였다.

2.2. 자료분석

북한 조선옷 문양은 한복지위에 부가적으로 장식된 문양에

한하여 문양의 종류, 표현방법, 장식기법, 문양배치양식에 대하

여 분석되었으며, 한복지 자체의 문양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

다.

문양의 종류 : 문양의 종류를 분류하는 체계는 매우는 다양

하지만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대하여 하덕순(1993)은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학적문으로 나누었으며, 최경순·김수경

(1999)은 식물문, 기하학문, 동물문, 길상문, 자연문, 길상문자

문, 현대기하학문, 일본 기모노문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외

권순정·송경자(1999)는 한복지 문양의 종류를 전통문양, 자연

문양, 추상문양으로 분류하였다. 

북한의 문양분류법을 살펴보면 김사걸(2000)은 소재 및 내용

에 따라 분류한 바 있다. 소재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문양은

자연소재, 인공소재, 상징소재로 구분되며, 자연소재는 식물형,

동물형, 풍경형, 천문형으로, 인공소재는 기하형, 기물형, 서체

형, 일부 풍경무늬로, 상징소재는 기하형, 환상적, 상징형 무늬

로 구분되었다. 또한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식물형, 동물

형, 기하형, 상징형, 환상형, 풍경형, 천문형, 서체형, 기물형무

늬와 상용형무늬(고대의 질그릇이나 도자기 또는 창살형 무늬)

로 구분되었다. 이중 내용에 따른 문양분류법은 남한의 한국 전

통문양에 대한 장수경(1994)의 분류(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인

공물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 등)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북

한의 문양분류체계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재에 따른 문양 분류방법을 참고하

되 연구자료에 보이는 문양에 근거하여 자연문과 인공문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시 자연문은 식물형, 동물형, 풍경형, 천문형으

로, 인공문은 기하형, 문자형, 인공 풍경형으로 분류되었다. 

문양의 표현방법 : 문양은 표현방법에 따라 사실적 모티브, 약

화 모티브, 추상적 모티브, 기하학적 모티브로 분류되었다(이은

영, 2003).

문양 장식기법 : 한복지 위에 사용된 문양 장식기법에 대하

여 하덕순(1993)은 염색, 자수, 금박, 아플리케, 혼합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최경순·김수경(1999)은 대표적으로 금박과 자

수기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자료들을 조사

하여 나온 결과에 따라 자수, 금박과 은박, 색동, 그림 찍기,

그림그리기, 구슬과 스팽글, 플라운스, 러플, 콜라주 등으로 전

통적인 장식기법과 현대적인 장식기법으로 분류되었다.

문양 배치 : 한복에 사용된 문양들은 상호 조화로운 배치에

의해 한 벌의 의상으로 완성된 느낌을 주며, 이 문양 배치법은

남한의 경우 전통한복의 현대화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정혜경·박영희, 2004). 일반적으로 문양배

치구도는 충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모두 전

통적 문양 배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조규화, 1992; 이주영 외,

2004; 장현주·하종경, 2005). 한편 현대 한복에 사용된 장식

문양의 배치법에 대하여 최경순·김수경(1999)은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상하 좌우 대칭, 비대칭, 원근감 구도로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경향을 분석하고 정혜경·박영희(2004)

의 분류법에 준하여 현대적 배열과 전통적 배열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각각 부위집중과 전체배열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문양배치에 있어서 부위집중형은 주로 저고리의 회

장부위와 치마 아랫단에 문양을 배치한 것이며, 전체배열은 산

점형과 충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적 문양 배치에 있

어서 부위집중형은 전통적인 부위집중형의 위치이외의 다양한

부위에 문양을 배치한 것이며, 전체배열은 점진형으로 한 부위

로부터 점진적으로 흩어지듯이 문양을 배열하는 것이었다.

3. 결과 및 분석 

3.1. 문양의 종류

먼저 본 연구 자료의 조선옷 전체를 대상으로 바탕지 위에

부가된 문양의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문양이 있는 경우 그 종

류를 자연문과 인공문 그리고 자연문과 인공문의 혼합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Table 1).

조사 결과 문양이 있는 것은 64.4%였으며, 문양이 없는 것

은 33.6%였다. 문양의 종류는 자연문(40.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공문(13%) 그리고 자연문과 인공문이 혼합된 것

(11.2%)으로 나타났다. 장식문양이 없는 경우 중 무문직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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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문직과 레이스직의 문양효과를 활용한 경우도 많아 재

질감을 이용한 조선옷의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선행연구(정혜경·박영희, 2004)인 남한 여성한복 문양

의 경향-자연문(31.4%), 자연문과 인공문의 혼합(30.3%), 인공

문(21.6%), 문양없음(12.9%)-과 비교하여 본 결과 남북한은 모

두 자연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Fig. 1). 하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장식문양이 없는 경우가 많

았으며, 남한은 인공문 및 자연문과 인공문의 혼합사용 빈도가

북한에 비해 높다. 이질적인 문양의 혼합은 현대적인 미를 표

현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2는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를 보다 구체

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으로, 하나의 의상에 있는 문양의 종

류를 모두 계수하여 분류하였다.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은 자연문(70%)이 인공문(30%)보다 많

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식물문(58.6%)과 기하문(22.7%)에 집중

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남한의 여성 한복과 비교하여 보면

역시 식물문(4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그 비율

은 북한이 더 높았으며, 기하문은 남한의 사용빈도(39%)가 더

높았다(정혜경·박영희, 2004).

조선옷에 사용된 식물문은 대부분 꽃을 주제로 표현한 것이

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꽃문양이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것

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유미(1999)는 조선

옷 문양에 사용되는 꽃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즉

모란꽃, 불로초, 소나무 등은 전통적인 문양을 계승한 것인 반

면, 목란꽃, 진달래꽃, 은방울꽃, 장미꽃, 들국화꽃, 함박꽃 등

은 인민의 숭고한 감정과 정서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문양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특히 목란꽃은 갖춤새가 풍만하고 아

름다워 슬기롭고 강인한 조선인민의 민족성과 기상을 상징하여

조선의 꽃이라 불리는 것으로 민족성을 구현하면서도 현대성에

맞는 장식으로 받아들여졌다.『로동신문』에 나타난 여성의

대표적 이미지 역시 꽃으로 ‘사회의 꽃’인 여성들은 사랑, 헌

신, 충성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정성임,

2000). 이밖에도 복숭아꽃, 살구꽃, 배꽃 등도 사용되었으며, 이

상의 꽃문양은 본 연구의 자료조사 중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

Table 1. 문양의 종류(조선옷)                                                                                              

종류
조선민족옷

(1995)

조선민족의상

(1995)

아름다운조선옷

(1998)

옷도안과설계

(2001)

옷본보기

(2002)

민족옷

(2002)
전체

자연문 17(34) 27(43.5) 37(44) 10(47.6) 9(37.5) 10(29.4) 110(40.2)

인공문 2(4) 12(19.4) 11(13.1) 3(14.3) 3(12.5) 4(11.8) 36(13)

자연문+인공문 10(20) 4(6.5) 8(9.6) 3(14.3) 1(4.2) 5(14.7) 31(11.2)

문양없음 무문직 6(12) 11(17.7) 7(8.3) 0 6(25) 9(26.5) 39(14)

문직 3(6) 3(4.8) 7(8.3) 2(9.5) 2(8.3) 4(11.8) 21(7.6)

레이스직 12(24) 5(8.1) 14(1.7) 3(14.3) 3(12.5) 2(5.8) 39(14)

합계 50(100) 62(100) 84(100) 21(100) 24(100) 34(100) 275(100)

N(%)

Fig. 1. 남북한 여성 한복(조선옷)의 문양 비교.

Table 2. 문양의 구체적 종류(조선옷) 

종류
조선민족옷

(1995)

조선민족의상

(1995)

아름다운조선옷

(1998)

옷도안과설계

(2001)

옷본보기

(2002)

민족옷

(2002)
전체

자연문 식물 25(62.5) 27(54) 41(61.3) 11(47.9) 10(71.4) 15(57.6) 129(58.6)

동물 4(10) 4(8) 5(7.5) 2(8.7) 0 1(3.83) 16(7.27)

풍경 0 2(4) 1(1.5) 0 0 0 3(1.36)

천문 0 2(4) 1(1.5) 2(8.7) 0 1(3.83) 6(2.72)

합계 29(72.5) 35(70) 48(71.6) 15(65.3) 10(71.4) 17(65.3) 154(70)

인공문 기하문 1(2.5) 14(28) 16(24) 8(34.7) 4(28.6) 7(27) 50(22.7)

문자 10(25) 0 2(2.98) 0 0 2(7.7) 14(6.36)

풍경 0 1(2) 1(1.5) 0 0 0 2(0.90)

합계 11(27.5) 15(30) 19(28.4) 8(34.7) 4(28.6) 9(34.7) 66(30)

합계 40(100) 50(100) 67(100) 23(100) 14(100) 26(100) 220(10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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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하문은 대부분 색동이나 별색천을 사용하여 표현된 경우

가 많았으며, 꾸준하게 사용되었다. 

동물형은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학, 사슴, 거북, 비둘기, 봉

황 등이 사용되었다.

천문형 역시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해, 구름 등이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풍경형은 간혹 고름이나 치마허리 장식끈에 사용되었는데,

자연풍경과 인공풍경이 보였다. 특히 인공물 풍경에 보이는 정

자, 돌다리 등은 일본의 기모노에 흔히 사용되는 풍경으로서 재

일동포 출신인 조선옷 디자이너 리유미가 일본풍 문양을 활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남한과 비교하여 보면 북한의 조선옷에 선호

되는 문양은 꽃문양에 집중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문양을 개

발하여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꽃문양과 기하문 등 몇 종류의 문양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인공 풍경문은 조선옷에서 제한된 문양의 종류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변국의 문

화가 유입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3.2. 문양의 표현방법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의 표현방법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사실적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하학적 표현,

양식적 표현의 순이었으며, 추상적 표현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Fig. 2~4). 

조선옷에 사용된 사실적, 양식적 표현방식은 전통적인 표현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이며, 특히 사실적 표현방식은

지나치게 전통적인 표현으로 진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었

다. 또한 기하학적 표현도 주로 색동인 경우가 많아 전통적 표

현방법이 대부분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남한 여성 한복에 사용된 문양이 양식적, 기

하학적, 사실적, 추상적 표현방법의 순이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

이다(정혜경·박영희, 2004). 즉 남한에서는 양식적 표현방법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표현방법임과 동시에

현대에도 민속풍의 문양표현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현대적 미

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사실적 표현방법은 남한에서

는 20% 정도로 사용되어 북한(43%)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추상적 표현방법은 북한에서는 한 점도 찾을 수 없었으며, 남

한에서도 몇 점에 불과하였다. 추상적인 문양은 현대적 이미지

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만 이처럼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독창

적 디자인이 요구될 뿐 아니라 전통적 이미지와 부합되기 어려

운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표현방법으로 현대적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문양 장식기법

조선옷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종류는 자수, 금박과 은박 등

전통적인 장식기법과 구슬 및 스팽글, 플라운스, 러플, 브레이

드, 콜라주 등 현대적인 기법들로 매우 다양하였다(Fig. 5~8).

Table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용된 장식기법의 종류는 색

동 및 별색천을 활용한 기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그림

찍기, 자수, 금·은박, 콜라주, 그림그리기, 구슬·스팽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장식기법의 종류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색동 및 별색천을 사용한 장식기법으로는 색동소매와 회장,

별색 고름, 여러 색의 폭을 이은 치마, 별색천의 치마단 등이

있었다. 이 기법은 바탕천의 색상을 달리함으로서 시각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자수는 손자수보다 기계자수가 많이 사용되었다.

콜라주는 레이스 직물을 잘라 따 붙이거나 코사지를 만들어

단 것으로 고름 매듭부위, 저고리 길, 치마폭에 장식되었다. 

Table 3. 문양의 표현방법(조선옷) 

 종류 
조선민족옷

(1995)

조선민족의상

(1995)

아름다운조선옷

(1998)

옷도안과설계

(2001)

옷본보기

(2002)

민족옷

(2002)
전체

사실적 표현 19(43.2) 22(47) 32(50.7) 10(38.4) 4(25) 11(38) 98(43.5)

기하학적 표현 8(18.2) 16(34) 19(30.2) 7(27) 4(25) 12(41.4) 66(29.4)

양식적 표현 17(38.6) 9(19) 12(19.1) 9(34.6) 8(50) 6(20.6) 61(27.1)

추상적 표현 0 0 0 0 0 0 0

합계 44(100) 47(100) 63(100) 26(100) 16(100) 29(100) 225(100)

N(%)

      

Fig. 2. 사실적표현 

  (조선민족의상, p.12).

Fig. 3. 기하학적표현

  (민족옷, p.12). 

 Fig. 4. 양식적표현 

   (조선민족옷,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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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는 주로 조선화 기법에 의한 수작업으로 대량생

산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기법이다. 조선화 기

법 중 테두리에 선을 긋지 않고 한 붓으로 단번에 그리는 몰

골기법, 세화기법 등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나타내고자

하였지만(리유미, 1999) 오히려 전통적 미감을 표현하기에 적

절하게 보였다. 

구슬·스팽글 장식은 주로 깃선, 끝동선, 회장선 등 의복구

성요소에 장식하거나 혹은 바탕에 그려진 문양의 선을 따라 장

식되기도 하였다. 이런 화려한 구슬장식은 조선옷의 통속적인

장식미를 잘 표현해 주었다. 

금·은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눈에 띄는 전통적인 장식

기법이지만 이를 간결한 문양구성으로 현대화하고 견고하게 찍

어 내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므로 장려되었다(리유미, 1999).

파이핑, 바인딩 등의 선 장식은 깃선, 진동선, 섶선, 소매부

리, 치맛단 부위등 주로 의복 구성선을 따라 표현되었다. 

브레이드는 어깨, 고름, 깃, 소매, 치마 밑단에 사용되었으며,

플라운스는 주로 이중 혹은 삼중 단의 치마를 만들 때 사용되

었으며, 러플은 치맛단에 장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인 남한 여성 한복의 장식기법과 비

교하여 상호간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정혜경·박

영희, 2004).

먼저 유사한 점으로는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자수, 금·은

박, 색동 및 조각보(별색천), 그림찍기 등 전통적인 기법과 콜

라주, 선 장식(브레이드, 파이핑) 등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하였

다. 현대적인 기법들은 남북한 모두 현대적 미감을 표현하기 위

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호하는 장식기

법으로 북한에서 색동 및 별색천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남

한에서도 최근 색동 및 조각보 기법을 많이 활용한 점과 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나타난 차이점으로는 사용하는 장식기법 종류

별 빈도, 종류의 범위를 들 수 있다. 사용된 기법의 빈도는 남

한의 경우 자수(29.1%), 색동을 포함한 조각보(17.3%), 금·은

박(11.5%), 아플리케(7.0%), 파이핑선 장식(9.1%), 날염(6.3%),

그림찍기(4.9%), 그림그리기(4.0%), 상침질(3.1%), 잣물림(2.9

Table 4. 장식기법의 종류 

기법
조선민족옷

(1995)

조선민족의상

(1995년)

아름다운조선옷

(1998년)

옷도안과설계 

(2001년)

옷본보기

(2002년)

민족옷

(2002년)
전체

색동, 별색천 10(18.8) 14(23.3) 13(18.6) 10(29.6) 5(26.2) 18(53.1) 70(26)

그림찍기 1(1.9) 11(18.3) 10(14.2) 4(11.8) 3(15.7) 8(23.5) 37(13.7)

자수 7(13.2) 9(15) 9(12.8) 5(14.8) 3(15.7) 2(5.9) 35(12.8)

콜라주 2(3.8) 7(11.7) 8(11.4) 3(8.8) 1(5.3) 0 21(7.7)

그림그리기 2(3.8) 5(8.3) 6(8.5) 6(17.6) 1(5.3) 1(2.9) 21(7.7)

구슬, 스팽글 3(5.8) 7(11.7) 8(11.4) 2(5.8) 1(5.3) 0 21(7.7)

금박, 은박 18(33.9) 1(1.7) 5(7.2) 2(5.8) 1(5.3) 3(8.8) 30(11.2)

선 장식 5(9.4) 3(5) 5(7.2) 1(2.9) 1(5.3) 1(2.9) 16(6)

아플리케 4(7.5) 0 2(2.9) 0 1(5.3) 1(2.9) 8(3)

브레이드 0 0 2(2.9) 1(2.9) 1(5.3) 0 4(1.6)

플라운스, 러플 1(1.9) 3(5) 2(2.9) 0 1(5.3) 0 7(2.6)

합계 53(100) 60(100) 70(100) 34(100) 19(100) 34(100) 270(100)

N(%)

        

 Fig. 5. 별색천 장식

    (옷도안과 설계, p.9).

Fig. 6. 콜라주, 플라운스, 구슬장식

(아름다운 조선옷, p.9).

  Fig. 7. 은박 장식

  (아름다운 조선 옷, p.186).

Fig. 8. 아플리케 장식

 (옷본보기,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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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주(2.3%), 핀턱(2.4%)의 순으로 북한과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한에서는 자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북한에서는 색동

및 별색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기법의 종류에 있어

서 북한의 경우 남한보다 현대적인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

며, 남한은 오히려 전통적인 기법을 발굴하여 복고풍을 선호하

는 차이를 보였다. 즉 북한에서 많이 사용한 현대적 기법인 구

슬 및 스팽글 장식은 남한에서는 무대의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콜라주, 플라운스도 북한

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전통적인 기법 중 자수는

남한에서의 사용빈도가 더 높았으며 전통장식인 잣물림과 조각

보 기법은 남한에서만 복고적인 장식기법으로 사용되었다.

3.4. 문양 배치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현대

적 배치(67.8%)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통적 배치(22.1

%), 현대적 배치와 전통적 배치의 혼합(10.1%)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5, Fig. 9~12).

현대적 배치의 경우 부위집중형이 대부분이었으며, 부위집중

과 전체배열(점진형)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전체배

열만 사용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부위집중형의 경우 무늬가 집

중된 위치는 소매마루(어깨에서 부리로 이어지는 소매선) 부위,

소매길이의 절반 아래부위, 소매부리, 고름 끝, 앞길, 치마폭,

치마단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위집중형은 전체적으로 상하

대칭구도 혹은 좌우 비대칭구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것들은 일본 기모노 문양구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長崎,

1993).

전통적 배치의 경우 부위집중형이 다소 많았으며, 전체배열

은 충진형은 없었으며 모두 산점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남한의 문양배치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정혜경·박영희, 2004).

즉 남북한에서 모두 문양의 현대적 배치(남한: 69.4%, 북한:

67.8%)가 전통적 배치(남한: 30.6%, 북한: 22.1%) 보다 더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적 배치 중에서도 부위집중형(남한:

54.2%, 북한: 55%)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남북한 모두

현대적 배치나 전통적 배치에서 부위집중형의 빈도가 더 높았

다. 하지만 현대적 배치에서 무늬가 집중된 위치는 남한의 경

우 치마폭 이음선, 소매부리와 연결된 배래선 등으로 길이를 강

조한 경우가 많았으며, 북한의 경우 특정 부위에 둠으로서 전

Table 5. 문양 배치(조선옷)                                                                                                 

문양 배치
조선민족옷

(1995)

조선민족의상

(1995)

아름다운조선옷

(1999)

옷도안과설계

(2001)

옷본보기

(2002)

민족옷

(2002)
전체

현대적배치 부위집중 12(34.3) 20(40.8) 45(61.6) 18(75) 9(56.2) 21(70) 125(55)

전체배열(점진형) 0 3(6.1) 2(2.7) 0 0 0 5(2.3)

부위집중+전체배열 0 3(6.1) 10(13.7) 4(16.6) 1(6.3) 6(20) 24(10.5)

합계 12(34.3) 26(53) 57(78) 22(91.6) 10(62.5) 27(90) 154(67.8)

전통적배치 부위집중 15(42.8) 8(16.3) 1(1.4) 0 4(25) 2(6.6) 30(13.3)

전체배열(산점형) 2(5.7) 2(4.1) 6(8.2) 0 2(12.5) 0 12(5.3)

부위집중+전체배열 3(8.6) 3(6.1) 2(2.7) 0 0 0 8(3.5)

합계 20(57.1) 13(26.5) 9(12.3) 0 6(37.5) 2(6.6) 50(22.1)

전통적배치+현대적배치 3(8.6) 10(20.5) 7(9.7) 2(8.4) 0 1(3.4) 23(10.1)

합계 35(100) 49(100) 73(100) 24(100) 16(100) 30(100) 227(100)

N(%)

        

  Fig. 9. 현대적 부위집중

    (조선민족의상, p.20).

Fig. 10. 현대적 점진배열

  (아름다운 조선옷, p.201).

Fig. 11. 전통적부위집중

    (아름다운 조선옷, p.18). 

Fig. 12. 전통적 산점배열

  (아름다운 조선옷,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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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일정한 구도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차이점을 보이는 내용으로는 북한에서는 현대적 배치

와 전통적 배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남한

에서는 현대적 배치와 전통적 배치가 각각 독립적으로만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옷에서 이처럼 혼합된 문양배치는 대부

분 부위집중형으로 전통적 미감의 효과를 보였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북한 여성의 조선옷에서 전통성과 현대미를

추구하면서 나타난 디자인상의 특징을 한복지 위에 부가된 장

식문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조선옷

관련 전문서적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동

일한 시기의 남한 여성 한복의 장식문양에 대한 자료와 비교분

석하였다. 이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는 자연문의 식물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공문의 기하형이었다. 남한의 경우 역시

식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은 북한이 더 높았고, 기하형

및 자연문과 인공문의 이질적인 문양조화는 남한에서의 사용빈

도가 더 높았다. 즉 문양의 종류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전

통적인 문양을 더 선호하였다.

2. 조선옷에 사용된 문양의 표현방법은 사실적, 기하학적, 양

식적 표현의 순이었으며, 추상적 표현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

았다. 반면 남한의 여성한복에 사용된 문양은 양식적, 기하학적,

사실적, 추상적 표현의 순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표현방법

의 차이는 한복의 현대적 미감을 나타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

는 것으로 남북한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3. 조선옷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종류는 색동 및 별색천, 자

수, 금박과 은박 등 전통적인 장식기법과 구슬장식, 플라운스,

러플, 브레이드, 콜라주 등 현대적인 기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

었다.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다양한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하였

으며, 남한은 오히려 전통적인 기법(조각보, 잣물림, 장식 상침)

을 다시 활용하는 등 복고풍을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4. 조선옷의 문양배치는 현대적 배치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통적 배치, 현대적 배치와 전통적 배치의 혼합 순으

로 나타났다. 현대적 배치와 전통적 배치 모두 부위집중형이 많

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현대적

배치의 부위집중형에서 문양이 배치되는 위치는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한의 경우 길이를 강조한 부위집중형이 많

은 반면 북한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하 대칭, 좌우 비대칭 등

특정 구도를 이루도록 배치되었다. 현대적 문양배치는 현대적

미를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추후 문양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작업과 남북한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조선옷에서 전통미는 자연문의

사용과 문양의 사실적 표현방법에 있어서 남한보다 강하게 드

러났으며, 현대적인 미는 다양한 현대적 장식기법의 활용과 문

양의 현대적 배치를 통하여 주로 표현되었다. 그 외 조선옷에 사

용된 화려하고 과도한 장식은 대중적인 통속미를 보여주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5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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