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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active movements are occurring to reestablish our own traditional Korean images in all levels of
society. One of them is about Ordinary Hanbok. Academics and business sectors are endeavoring to develop comfortable
and Korean traditional Hanbok designs and popularize them as well. Based on the facts, the study focuses on developing
Ordinary Hanbok designs for women by applying Korean traditional patchwork in order to present handmade, humane
senses. First of all, the backgrounds, history and preference of Ordinary Hanbok are discussed through literatures and
precedent studies as study methodology. Then, the study is analyzing the formativ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patch-
work that contains emotions of women in the Chosun Dynasty. After that, it shows Ordinary Hanbok designs developed
for women by using checks, free style, and yeoiju patterns of the fabrics dyed with clay and Chinese ink that recently
attract people in particular. The results are like followings; First, the limits that excessive transformation of Hanbok may
cause the lack of traditional beauty can be covered through using a variety of images of Korean traditional patchwork. Sec-
ond, diverse face configuration of patchworks has very unique geometric forms so to be easily applied to modern Ordinary
Hanbok designs. Third, the sewing technique of patchworks also plays a role as a design factor as important as face con-
figuration. Fourth, utilizing fabric pieces may result in various unplanned face configuration and help resource recycling.
Fifth, it is possible to coordinate Hanbok with other ordinary clothes that people normally wear on. Sixth, using patch-
works images can encourage developing more active and refined designs added with traditional beauty. Seventh, natural
dying and fabrics are eco-friendly, which is good for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Finally, more studies should be done
on design development based on precedent studies about Ordinary Hanbok. Also, it is important to foster social atmo-
sphere and circumstances where people accept wearing Ordinary Hanbok as our natur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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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변화는 복식의 변화에 많은 영

향을 끼치며, 복식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우리의 전통복식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조선후기 갑작스레 문화가 개방되

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서양의 문물들은 우리 스스

로가 판단하여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물밀 듯이 밀려

왔다. 경제재건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했던 우리에게 전통복식

은 점점 옛것이 되고 명절 또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계각층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한국적 이미

지를 되찾고자 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

나가 생활한복개발이다. 아름다운 곡선미와 색채미, 그리고 포

용력이 있는 넉넉한 여유미가 풍겨나는 우리 옷은 우리의 정서

를 대표하는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생활하기 편안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움직

임들이 학계와 업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화

에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조각보의 수공예적 이미지를 응용하여 여성들을 위한 생활한복

디자인을 개발 하고자 조각보의 수공예적 인간미를 느낄 수 있

는 디자인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변천과정, 선호도를 살펴본 후 한국적 이미지를 대

표할 수 있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숨결이 담긴 전통 조각보의

조형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조각보의 수공예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최근 관심을 끌

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천연염색 중 황토와 먹물로 염색한 옷

감을 중심으로 바둑판형 이미지, 자유형 이미지, 여의주문형 이

미지를 이용해 여성들을 위한 생활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Suk-Hya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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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변천과정

1884년 갑오의복개혁이 이루어지면서 1895년 단발령과 함께

양복착용이 허용되었다. 여성복식의 경우 1880년대 후반 선교

사들에 의해 여학교가 생겨나면서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에서

계몽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복의 개량이 시작되었다. 1910~

1920년대의 의생활은 의복의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고학력 여

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근대적 사상을 수용

하면서 의복의 개량과 양장착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여학

생들과 ‘신여성’이라 불리는 여성들의 양장차림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여성들은 허리정도 길이로 길어진 저고리와 통치마의

개량 한복이나 전통 한복차림을 고수했다(조효순, 1997). 

1930년대에는 재봉틀과 양재의 보급, 여성 전용의 잡지 창간

에 따라 양장은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한복 차림에 양

장 장신구들의 혼용이 일반화되고, 양장도 블라우스에 치마나

바지 차림이 대중화를 이루었다. 1939년부터 조선 총독부에서

는 제2차 대전을 대비하여 ‘몸빼’를 강제적으로 여성의 활동복

으로 입게 했다. 1945년 해방까지 몸빼 차림은 계속되었고 착

용이 보편화되면서 여성들의 바지차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

었다. 1950년대는 6.25를 겪으면서 모든 면에서 물자가 부족했

던 시절로 미국으로부터 구호품으로 들어온 양복들이 일상복으

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디자이너가 생겨나고 각

종 패션쇼를 통해 유행 옷들을 소개하였다. 한복의 경우는 허

리 부분의 많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 A라인으로 제작하고 고름

대신 브로치를 다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1960년과 1970년대는 한복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량하여 입

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점점 예복

과 명절날에만 입는 옷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한복 치마

폭에 그림 그리기, 금박, 기계자수 또는 무늬를 붙이는 등 장

식적 요소를 과하게 접목시켜 화려하게 만들었다(고부자, 2001).

1980년대는 한복착용에 대한 의의가 양분화 된 때이기도 하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등의 국제행사가 많아지면서

우리의 것을 보여 주고자 했던 정부는 한복을 화려하게 디자인

하여 전통 한복인양 대내·외에 소개하였다. 그와 동시에 반미

항쟁을 하는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저항패션으로 서민들의

노동복이 개량되어 입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형성된 한복에

대한 이미지들은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의식구조와 구매 행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조효숙 외, 1998). 

1990년대 우리문화를 되살리자는 민족의식의 고취로 평상시

한복을 입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몇몇 브랜드

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중·저가의 고급스럽고 다양한 디자인

의 생활한복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한복 디자이너들은 부띠

끄(Boutique)형태로 명주, 무명, 모시 등의 천연소재에 천연염

색을 이용해 고가의 생활한복을 선보이고, 국내·외 패션쇼 무

대에서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

하고 있다. 

2.2. 생활한복에 대한 선호도

정인희 외(1997)의 연구에서 한복 스타일 선호 조사에서 나

타난 바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우 타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변형한복 선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을 중심

으로 변형한복의 착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

인다고 하였다. 조효숙 외(1998)의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에 의하면 20, 30대의 경우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생활한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일수록 명절

에 한복 대신 착용하거나 평상복으로 일상화하려는 경향이 높

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한복 스타일의 경우 50대 이상에서는

전통형의 선호가, 변형한복의 경우는 20대의 선호가 타 연령대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선경 외(1999)의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

식연구에 의하면 생활한복을 처음 착용하게 된 동기는 편하고

실용적일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착용 용도는 간단

한 외출 시 생활한복을 가장 즐겨 찾았고 집에서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34세 이하여자들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갈 때, 그리고 단체 활동을 위한 유니폼으로 많이 착용하

였으며, 기혼 집단은 간단한 외출 시와 결혼식이나 잔치 참가

시, 명절이나 예식 시 생활한복을 많이 착용한다고 하였다. 이

주현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의 우아함

, 품위, 고전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겸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전통문화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심을 지닌 사람들에 의

해 주로 착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활한복은 젊은 층일수록 대

중이 입는 현대 의상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개성표현의 수단으

로 착용한다는 것과 기혼여성들은 명절이나 결혼식 등에 전통

한복대신 착용하기도 하며, 간단한 외출 시와 평상복용으로 생

활한복 착용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2.3. 조각보의 역사적 배경

보의 발달배경과 분류 : 우리나라에서 보자기가 발달한 배경

으로는 먼저 주거공간의 협소함과 보자기에 싸두는 내용물들을

복(福)에 비유하여 복을 기원하는 기복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물건을 싸거나 덮

어 보호하는 한편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 외에도 예절과 격식

을 갖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

다.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된 사회에서 여성들의 희

로애락(喜怒哀樂)이 담긴 규방공예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처럼

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

도로 쓰여 져 왔기 때문에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허동화,

1997). 이렇게 다양한 보를 사용계층, 제작방법, 구조, 문양, 색

상, 용도, 재료 등을 기준으로 간단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조각보의 특징 : 조각보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는 사, 라, 단,

명주 등의 견직물과 모시, 삼베 등으로 주로 제작 당시 의복을

짓던 옷감들이다. 조각보들은 질감을 고려했는지 거의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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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원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각들의 조합에 사용된 바

느질법은 의복을 지을 때 사용된 바느질법과 같으나, 의복을 지

을 때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바늘땀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였

다. 이는 바늘땀이 천 조각들을 잇기 위한 수단 뿐 아니라 보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각보에 사용된 장식으로는 박쥐무늬 매듭, 꼭지, 끈 등이 있

다. 

조각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각 천들이 바느질로 연결

되어 구성된 것이다. 각각의 조각들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면 구

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

살이나 가구, 처마의 곡선, 조각으로 이루어진 마루, 층층이 돌

을 쌓아 올린 돌담 등이 조각보 제작에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면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각보도 어느 정도 규

칙성을 가지고 있다(허동화, 1998).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변화 있게 조합되어 몇 가지 형태를 이루는

데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둑판형 구성 - 조각자체가 정사각형이거나 조각들이 모인

작은 단위가 정사각형을 이루는 것으로 바둑판형 구성을 하는

것으로 방형의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색상과 문양의 대비

로 탈피하였다(Fig. 1).

사선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구성 - 기본단위는 삼각형으로 두

개가 모여 사선을 이루거나 혹은 네 개가 모여 다이아몬드형

구성을 이룬다(Fig. 2).

색동형 구성 -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줄무늬처럼 보이며 색

동형으로 현대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Fig. 3).

회문(回紋)자형 구성 - 중앙의 네모꼴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

듯 점차 확대 되어 나가는 형이다. 색동형과 비슷하나 안을 변

화 있게 꾸밈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Fig. 4).

바람개비형 구성 - 바람개비구성으로 바람개비 날개와 같이

한 방향으로 조각 천들을 배열했다. 중앙부의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까지만 한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조합한 것

들이 대부분이다(Fig. 5).

화문(花紋)형 구성 - 조각보의 중심에 바느질 선으로 화문(花

紋) 등을 넣고 그것을 중심으로 장방형의 띠를 두른 듯한 구성

이 있다(Fig. 6). 

장방형 구성 - 장방형의 사각형들이 대자리 문양으로 모여

조각보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Fig. 7).

자유분할 구성 - 몬드리안의 면구성과 비슷한 자유 분할 구

성으로 현대미를 엿볼 수 있다(Fig. 8).

여의주문형 구성 - 같은 크기의 원형이 기본 단위로 테두리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전면에 걸쳐 이러한 원들이 수십 개가 포

개진 방법으로 빈틈없이 정교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 조각

보는 만드는 이의 정교한 솜씨를 요하는 것으로 평면적 제작에

서 벗어나 입체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Fig. 9).

자유형 구성 - 앞의 규칙적인 구성과는 달리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형 등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규칙성 없이 배치하였다.

자유로운 색과 면의 구성은 현대의 추상회화 작품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홑으로 구성된 모시 보에 많이 보인다(Fig. 10).

이와같이 조각보는 의복이나 침구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

들을 제작하고 남은 조각 천을 조형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것으

로 만든 이에따라 그 구성과 색 배합이 달라져 새로운 조각보

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Table 1. 보의 종류 

분류기준 보의 종류

사용계층 궁보(宮褓),민보(民褓)

제작방법 수보, 조각보, 금박보, 식지보 등

구조적 특징 홑보, 겹보, 솜보, 누비보 등

문양 유문보(有紋褓), 무문보(無紋褓)

색상 청홍보, 백색보, 황색보, 아청보 등

재료 명주보, 갑사보, 면직보, 모시보 등

 
   

      Fig. 1. 바둑판형구성.     Fig. 2. 사선형, 다이아몬드형구성.       Fig. 3. 색동형구성.

    

  Fig. 4. 회문자형구성.    Fig. 5. 바람개비형구성.   Fig. 6. 화문형구성.   Fig. 7. 장방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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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과 생활 속에 잠재된 색감각과 조형감각을 통하여 제작

된 조각보의 오묘한 색 배합과 조형적 아름다움을 현대 생활한

복디자인 개발에 응용해보았다. 

3.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

디자인 개발을 위해 먼저 다양한 조각보의 이미지를 종합하

여 크게 10가지 이미지로 분류해 보았다. 그 중 바둑판형 구성

의 조각보를 변형하여 응용하면 사선형이나 다이아몬드형 구성

의 조각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색동형 구성을 달리 변형하

면 바람개비형이나 회문(回紋)자형 또는 화문(花紋)형도 가능해

진다. 그리고 여의주문형 조각보는 입체적으로 구성된 조각보

로 수공예적 아름다움이 두드러진 조각보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0가지의 조각보 이미지 중 바둑판형, 자유형,

색동형, 여의주문형 구성의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해 디자인해

보았다. 또한 작품전체를 하나의 보자기를 구성하듯 제작하기

도 하였고, 조각보의 바느질 기법들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거

나 장식적 요소로 사용된 박쥐매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황토와 먹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원단을 사용해 바느질 선으

로 면을 분할하거나 먹물의 경우 농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명도

의 색상들을 만들어 작품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의주문형 과

자유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의 경우 홍화와 양파껍질로 염

색한 조각 천들을 강조의 의미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3.1. 바둑판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바둑판형 구성의 조각보 이미지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하고,

소재는 황토 염색한 면을 사용하여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 하였

다. 이조각보는 정사각형의 조각자체가 바둑판형 구성을 이루

는 것으로 방형의 반복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색상과 문양의 대

비로 탈피하였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황토 염색하여 발현된

한 가지 색상의 원단을 사용하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장의 원단을 바느질 선으로 면 분할했던 조각보의 바

느질기법을 응용하여 핀턱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바둑판형의 이

미지에 변화를 주기위해 정방형구성을 대각선형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저고리의 경우 보우트(boat) 라인의 네크라인과 황토

염색이 주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

였다. 앞 요크 부분에 대각선으로 핀턱을 주어 디자인 하였고

소매단과 치마 아래 부분에도 같이 해줌으로서 통일감을 주었

다. 또한 박쥐매듭으로 가슴 부분과 치마 부분에 포인트를 주

어 선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의 지루함을 덜어주었다(Fig. 11). 

3.2. 자유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먹물 염색한 면을 사용하여 조끼와 자락치마로 구성하였다.

자유형 이미지의 조각보는 다른 조각보들의 규칙적인 구성과는

달리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형 등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규

칙성 없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이 작품에 응용하기 위

해 먹물의 농도에 따라 달리 발현되는 색상의 원단 조각들을

이용하였으며 조끼전체를 조각으로 구성하지 않고 강조 의미로

어깨와 가슴 앞부분에 배치해 보았다. 조끼에는 전통한복저고

리에서 볼 수 있는 안고름과 겉고름을 이용해 여밈 기능과 장

식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마는 넓은 자락치마의

구성으로 랩(wrap)스커트와 비슷하다. 자락치마는 보자기의 감

싸는 여유의 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끼 아래에는 자신

의 옷이나 다른 생활한복과 코디하여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Fig. 12). 

3.3. 색동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색동형 구성의 조각보나 전통 문살 모양에서 볼 수 있는 선

을 교차시킨 듯 한 조각보의 구성이미지를 바둑판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과 같이 핀턱기법을 사용해 디자인 해 보았다. 먹

 
   

      Fig. 8. 자유분할구성.    Fig. 9. 여의주문형구성.      Fig. 10. 자유형구성.

   

Fig. 11. 바둑판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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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염색한 면을 사용해 저고리와 바지로 구성 하였다. 색동

형 조각보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줄무늬처럼 보이는 이미지

를 5줄의 핀턱 선으로 표현해 보았다. 저고리는 가슴 앞부분에

서 시작된 5줄의 핀턱 선이 등 뒤쪽까지 연결 되었으며, 등 쪽

에서 수직으로 교차되는 3중의 핀턱 선은 양 소매까지 연결이

되어있어 한 장의 조각보를 보는 듯 디자인 하였다. 이 디자인

또한 다른 옷들과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Fig.

13). 

3.4. 여의주문형과 자유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여의주문형 구성과 자유형 구성의 조각보 이미지를 모티브

로 먹물 염색한 면(cotton)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홍화와 양

파껍질로 염색한 조각 천들은 강조의 의미로 부분적으로 사용

하여 원피스와 조끼로 구성 하였다. 여의주 문형 조각보는 같

은 크기의 원형이 기본 단위로 전면에 걸쳐 원들이 수십 개가

포개진 방법으로 빈틈없이 정교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 조

각보는 만드는 이의 정교한 솜씨를 요하는 것으로 평면적 제작

에서 벗어나 입체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조끼의

기본 형태는 배자에 두었고 등 부분에 여의주문형 구성의 조각

보를 손바느질을 이용해 제작함으로서 인간미(人間美)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원피스는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규칙성

없이 배치하여 현대의 추상회화 작품처럼 보이는 자유형 구성

의 조각보의 특징을 가는 핀턱 선을 사용해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원피스의 가슴 앞부분과 소매 끝 그리고 치마 단에 바

느질 선으로만 분할된 면들에 홍화와 양파 껍질로 염색한 조각

천들을 부분적으로 덧대 주어 면 분할만으로 구성하던 단조로

움을 탈피하였다(Fig. 14).

4. 결 론

조선시대 여인들의 정서가 담긴 전통 조각보의 이미지를 이

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활동성과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한복 구성법의 지나

친 변화에서 올 수 있는 전통미 결여의 한계점을 전통 조각보

의 이미지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디자인 변화를 할 수 있었다.

둘째, 조각보의 다양한 면구성은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를 취

하고 있어 현대적 감각의 생활한복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조각보가 가진 추상적 조형미는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

는 한국적인 이미지라는 점에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각보의 바느질 기법 또한 면 구성 못지않은 디자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적 쉬운 조각보의 제

작기법을 숙지한다면 소비자가 봉재에 대한 기초지식만 가지고

도 쉽게 직접 자신의 생활한복을 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조각 천을 활용함으로 조각보의 특징 중 하나인 계획

되지 않은 다양한 면구성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며, 폐 천을

사용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측면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젊은 층의 여성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로 생활

Fig. 12. 자유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Fig. 13. 색동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Fig. 14. 여의주문형과 자유형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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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착용을 저 연령화 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 복으로 입고

있는 옷들과도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조각보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생활한복이 주는 넉

넉함과 노숙함의 이미지를 벗고 전통미가 가미된 활동적이면서

도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천연염색과 천연소재의 옷감으로 생활한복을 제작함

으로서 인체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 옷이라는 점

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량생산으로 판매되는 저가의 생활한복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생활한복으로 양분되어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

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

로는 생활한복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디자인 개발

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생

활한복의 착용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여건 조성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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