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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cent concern about Goguryeo era reflects the efforts to find out our spiritual roots, which have descended 
from the ancient times ; Goguryeo clothing study leads to analysis of our national spirit in terms of form.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mal property and intrinsic meaning of Goguryeo clothing for Korean ramie clothing design 
and draw traditional ima응es to derive design elements applicable to ramie clothing. On the basis of technical books, 
newspaper article, internet and precedent studies, theoretical study on Goguryeo clothing and ramie property was 
followed up with positive study to analyze the clothing on the Goguryeo ancient tomb mur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a progressive spirit is to progress and develop anything actively ; This spirit represents Goguryeo people's 
ambition and racial characteristic as horse-riding people ; The rigidity of ramie fabric is suitable for expressing 
straight silhouettes and detail in Goguryeo dress.

Second, a fluidity means flowing property in opposition to fixation ; in the case of clothing, it has a tendency 
to change form according to body motions ; The extensibility and crease-resistance of ramie fabric is suitable to 
express pleated skirts and holds high design value for modern people who tend to regard clothing as important 
individuality expression.

Third, a universal property to introduce and receive ; as Goguryeo was a prosperous country established by 
conquering an open plain, the period formed a society that recognized diversity by introducing foreign cultures 
freely ; a universality suggests the direction of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ramie clothing and stimulates us to 
discovert new design through compromise between various cultures rather than to stick to traditional style.

Considering the fact that precedent studies on traditional clothing are concentrated upon the Joseon peri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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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limited to formal analysis, this study aims to derive design elements for actual clothing making.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study as well as reference for designers who wish to design modern 
Korean clothing.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image（한국적 이미지）, ramie f사）ric（모시）, Goguryeo 시othing（고구려 복식）, 

progressive spb主（진취성）, 抑idity（유동성）, univeFsality（포용성）.

I.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1세기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WTO 체제는 

글로벌화를 이끌었고, 세계 각국은 치열해진 경쟁 속 

에서 생존의 해결책을 문화 개발에서 찾고자 하고 있 

다. 문화는 전통성과 지역성의 결정체로서 지구촌 시 

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은 치 

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내에서도 국제화, 세계 

화를 통해 한 걸음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한국적 이미지 상품의 생산으로 이어지 

고 있다. 복식은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 전통복식에 

대한 분석과 이를 활용한 현대복식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국내 패션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 

구가 조선시대 복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적 이 

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아이템이나 디테 

일의 형태 분석을 통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주고 있 

다. 이는 패션산업 더 나아가 문화산업을 기표할 수 

있는 기의를 정립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 

다.

최경희, 엄준희, 김민자')는 한국적인 미는 과거 

우리들이 형성하여 온 가시적 형태나 이를 빌어 표 

현하고자 하는 내면적 신념, 이념 등 추상적 실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용어이며, 객관적인 의 

미의 미를 언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 

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며, 고구려 복식에 대한 연구는 민족적 정신을 담 

고 있는 형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인 모시 의상을 디 

자인하기 위하여 고구려 시대 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내적 의미를 분석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도출한 후 모 

시 의상에 표현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는데 있 

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고구려 시대는 가 

장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시대였으므로 금기숙2) 
은 고구려 시대 복식에 대한 연구는 상고시대 복식 

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하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 

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름철 옷감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널리 사랑받아 왔던 모시는 통풍성이 우수하고 

감촉이 깔깔하여 고온다습한 한반도 기후에 적합하 

며, 특히 세모시는 섬세 하고 우수한 품질로 오랜 세 

월 고운 자태로 한국적인 의료로 자리 매김하였다. 

그러나 모시 생산이 몇몇 고령의 전문가에 의해 전 

통적인 수공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렴한 합 

성섬유가 그 수요를 충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시 

가 전통적인 의료로서 우수한 천연섬유의 특성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음으로서 외면 당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수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여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지킴과 동시에 전통적인 모시를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모시 의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이에 고구려 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현대 복식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추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개발의 전 단계로써 고구 

1) 최경희, 엄준희, 김민자, "한국적 이미지의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口),” 복식 53권 4호 (2003), p. 50.
2) 금기숙,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권 (1999),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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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모시의 특성을 고찰한 후 

모시 의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고구려 복식의 미적 

특성을 추출하여, 후속 연구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으로서 전문서적과 신 

문기사, 인터넷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토 

대로 고구려 복식과 모시의 특성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고구려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현존하는 고구려 복식 유물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중심 

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복식의 그림 자 

료를 기초로 복식의 형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고시대부터 이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시 

작한 우리나라는 유（襦）와 고（袴）를 기본으로 하는 

스키타이계 복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襦）와 

고（袴） 위에 포（袍）와 상（裳）을 착용하는 형태로 발전 

한 것으로 보인다. 금기숙은 고구려 복식의 기본형 

은 모자（帽子）, 저고리（襦）, 바지（袴）, 치마（裳）, 두루 

마기（袍）, 허리띠（帶）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명칭은 전통복식에 대한.현대적（한글） 표현%으로 본 

연구에서는 포（袍）, 유（襦）, 상（裳）, 고（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며, 연구의 범위를 모시 의상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포, 유, 상, 고로 제 

한하고자 하며, 복식을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 모시와 모시 소재와 관련되는 복식의 형태로 연 

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U. 고구려 복식의 형태적 특징

1. 포（袍）

포는 높은 신분의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으로 

의식용 • 의례용 • 방한용으로 착장한 복식이다. 고구 

려 관계 옛 기록에는 포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고분 

벽화에는 포를 착용한 인물이 그려져 있어 그 존재 

를 알 수 있다勺 포는 령의 형태에 따라 직령과 원령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직 령포의 착용 모습은 안악 3호분의 묘주상, 삼실 

총 부인상, 수산리 동벽 인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안악 3호분 남자 주인공은 직령 합임포 

（合衽袍）를 착용하고 있다. 포의 길이는 하의를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이러한 특징은 여 주인 

공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반면, 집안（集安） 지역의 삼실총（三室塚） 귀부인에 

게서는 안악 3호분 여 주인공과 같은 합임형 포와 전 

통적인 좌임직령（左藉直領） 포를 모두 확인할 수 있 

다.〈그림 3（a）＞ 부인은 길쭉한 점문양이 있는 소색 

포를 착용하였는데 령, 도련, 수구에 흑색의 가선이 

되어 있으며,〈그림 3（b）＞ 부인은 깃 부분에 주선과 

부선이 장식된 우임 포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3（a）＞ 

부인의 포에는 가는 선이 없으나〈그림 3（b）＞ 부인 

의 포는 가는 선이 표현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좀 더 

풍성한 포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c）〉는 

수산리 동벽의 인물로 령, 도련, 수구에 장식선이 있 

는 우임의 포를 착용하고 있다.

2. 유（襦）

유는 상고시대부터 일반적으로 상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유의

〈그림 1＞ 안악 3호 동수〈그림 2＞ 안악 3호 여 주인 

（출처: 북한의 문화재 공（출처: 북한의 문화재 

와 문화유적「고구려 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펴 p. 32）. p. 38）.

3） 전호태, 나희라, 민병찬, 오영산, 정완진은 저고리, 바지, 치마는 유（襦）, 고（袴）, 상（裳）의 한글용어로 대치한 
것이며, 포（袍）를 한글용어로 대치하는데 있어 대치할 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어 고유명사인 두루마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전호태, 나희라, 민병찬, 오영산, 정완진, 고분 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서울: 고구려 연 

구회）, p. 173.
4）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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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삼실총 부인/수산리 동벽 인물（출처: 집안 

고구려 고분 벽화, p. 165, p. 163,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p. 187）.

（a） （b）

〈그림 4> 장하독, 기마인물도（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p. 39, 다시 보는 고구려사,

형태는 길이, 령（領沪의 형태, 여밈 방법（衽制）, 수구 

（袖口）의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대부분의 유는 직령（直領） 

이며, 포와 같이 좌임 또는 우임에 소매통이 좁고 길 

이는 허리에서 조금 내려온 길이에서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길이 또는 종아리길이의 장유（長襦）까지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하다（그림 4~6）.

〈그림 4（a）〉는 안악 3호분 여주인공의 오른쪽 시 

종으로 허리보다 짧은 유를 착용하고 있고, 곡령（曲 

領）7）으로 생각되는 소색의 유가 붉은 색 유 아래로 

보이며, 그 안에 상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고구려로 귀환한 동수집 

단이라면 그의 시종들의 복제 또한 전통적 인 고구려 

복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므로 중국 복제가 고구려 

로 유입되어 국속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4（b）〉는 여밈이 밭은 V자 형태로〈그림 4（a）〉에 비해 

품이 넉넉하며,〈그림 1〉의 동수가 착용한 포와 같 

이 합임형의 유로 추측된다. 이는 포를 비롯한 유의

p. 25）.

여밈 또한 다양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5〉는 안악 3호분의 부월수"와 수산리 고 

분의 부인상으로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유를 착용한 

모습이다.〈그림 5〉에서 보여지는 유는 합임의 황토 

색 곡령을 입고 붉은 색 가선이 둘러진 소색의 유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구의 통은 넓지 않으며 

팔목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소매의 길이는 길지 않 

은 듯하다. 소매의 진동과 소매통에 가로의 붉은 줄 

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장식선인지 깊게 주름진 형 

상을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선 

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채색된 점으로 보아 소 

매에도 장식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무영총의 무용수로 추측되는 인물의 복식에 

서도 확인되는데（그림 6）, 이는 이즈크 고분에서 출 

토된 SaKa족의 상의 형태와도 같은 형태»로 중앙아 

시아에서 고구려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7〉은 종아리 길이의 유로서, 이와 같은

5）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한국한자어사전（3）,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p. 65.
6） 일반적으로 깃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령（領）은 목둘레를 감싸고 있는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밈부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깃과 구별하여 령（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7） 方言 사에 보면 “襦는 西南地方인 漢에서는，曲領，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襦，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고, 釋名 釋衣服에 “曲領은 상의 속에 있고 그 깃은 가운데를 잘라서 그 위쪽을 횡으로 하여 목둘레를 

막은 것으로 그 형태가 곡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서울: 민족문화사, 1994）, 
p. 101.

8） 부（斧）와 월（鉞）을 쓰는 병사.

9） Ibid.,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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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악 3호분의 

부월수（출처: 북한의 문 

화재와 문화유적 I- 
고구려편, p. 45）.

그림 6> 무용총의 무용수 

（출처: 고구려 고분 벽화 

P- 45）.

〈그림 7> 안악3호분의 여인상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 

화유적 I-고구려편, p. 70）.

형태를 장유라고 한다.〈그림 6〉은 무용총의 무용수 

로 보이는 인물 벽화로서 소매가 매우 긴 형태의 장 

유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7〉은 일반 서녀（庶女）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팔목이 보이도록 접어올린 소매 

는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하의가 보이지 않 

는 길이로 보아 무릎 정도 길이의 장유를 착용한 것 

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유는 좌임과 우임이 모두 존 

재하며, 둥근 깃이 달리고 소매통이 넓으며, 길이가 

엉덩이에서 무릎사이까지 내려오는 장유（長襦）가 있 

으며, 령, 도련, 수구에 선이 둘려져 있고, 허리에는 

대를 매어 여밈을 고정하는 형태이다. 유는 상 또는 

고와 함께 착용하는 가장 기본 복식으로 남자의 경 

우 포를 착용하지 않고 유와 고만을 착용한 벽화가 

있는 점으로 보아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복식이었음 

을 알 수 있다.

3. 상（裳）

상은 현대의 치마에 속하는 복식의 일종으로 벽 

화에 보이는 상은 속바지가 보이는 정도의 짧은 길 

이에서 바닥까지 끌리는 긴 길이까지 다양하고'11） 형 

태적으로는 주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림 8〉의 두 여 인은 안악 3호분 행 렬도에 등장 

하는 인물로 좌임직령의 유에 고 위에 주름 없는 상 

을 착용하고 있다. 소색 상은 붉은 색 점문양이 있으 

며, 상의 하단은 점 문양과 같은 색상의 장식 선이 

둘러져 있다. 또한, 역삼각형의 앞치마 형태를 착용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상（內裳）과 표상（表裳）이 존 

재하였음을 알려주는 벽화라고 사료된다.

〈그림 8〉과 대별되는 주름 있는 상의 형태는 삼 

실총（그림 3）,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쌍영총 등 

에 묘사되어 있다.〈그림 9〉는 쌍영총 부인상으로 

역시 엉덩이 길이의 유에 주름 있는 상을 입고 있으 

며, 이는 수산리 고분의 두 여인의 차림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한편, 새로 줄무늬가 있는 상의 형태를 수산리 고 

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당시 중국 

과 일본에서도 착용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복식 

의 특징이라고 추측된다（그림 10-12）.
그러나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상의 형태는 

중국과 일본의 부드러운 선과는 대조적으로 직선적 

인 원뿔형을 갖추고 있다. 중국 사서에 고구려에서

〈그림 8> 주름이 없는 상 

（출처: 한국복식사, p. 
44）.

〈그림 9> 주름이 있는 상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口-고구려편, p. 
64）.

10） 김정호, 이미석, “고구려 벽화 의복에 관한 연구,” 복식 55권 3호 (2005),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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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이 현 묘（墓）〈그림 11> 일본 다카마스총의 

의 시녀（출처 우리옷 색동 치마（출처: 우리옷 이천 

의 전통양식, p. 61）. 년, p. 15）.

〈그림 12> 수산리 고분〈그림 13〉각저총의 부인상（출 

의 부인상（출처: 북한 처: 집안 고구려 고분 벽

의 문화재와 문화유 화, p. 152）.
적］ 고구려펴 p. 195）.

오채금과 베를 직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름을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빳빳한 재질로 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13）11 12 13 14 15'. 주름 고정을 

위하여 풀을 먹이는 방법과 함께 조선시대 철릭의 

주름 구성을 위한 징거주기 바느질법이 사용되었을 

121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각저총의 앉아 있는 

11） 안소영, Noin-Ula와 고구려의 복식 및 문양 연구와 이를 반영한 에스닉 스타일 의복 디자인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 23.
12） 이 수현, 조우현, "한국 전통치 마의 실루엣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권 1호 （2004）, p. 82.
13） 묘족은 주름을 일일이 꺾고 실로 잘 고정시킨 후 커다란 찜통에 넣고 한차례 쪄낸 후 커다란 나무 밑동 

같은 곳에 단단히 감아 놓은 채 직물로 덮고 끈으로 고정시켜 일정 기간을 방치해 둔다고 한다. 전호태, 

나희 라, 민병찬, 오영산, 정완진, Op. cit., pp. 221-222.
14） 김 정 호, 이 미석, Op. cit., p. 102.
15） 유희경, Op. cit., p. 50.

여인이 착용하고 있는 상의 주름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것으로 보아 중국 묘족의 주름치마 제작 방 

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호태 등顷의 주장이 더욱 타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상은 형태적으로 주름이 있 

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발견되고 있으며, 착용방법 

상으로는 상을 유 아래 입지 않고 유 위에 착용한 모 

습도 볼 수 있다. 또한, 상을 착용한 남자의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상은 여자 의복으로 생각된다.

4. 고（袴）

고구려 초기에는 남녀가 구별 없이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긴 저고리와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장유세 

고（長襦細袴）의 의복을 입었다“）는 기록에서 고구려 

기본 복식은 유 • 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옛 

기록에서 보면 고（袴）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태구고 

（太口袴）, 대구고（大口袴）, 고대구（袴치=1）, 적황고（赤 

黃袴）, 궁고（窮袴） 등이 있는데”）, 이는 고의 형태와 

색상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그림 14〉는 장천 1호분 야유도（野遊圖） 하단 중 

앙에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점문양이 있고, 虱 도련, 

수구에 선 장식이 있는 우임직령 유와 점문양의 고 

를 입은 모습이다. 오리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보아 지 

휘가 낮은 서인（庶人）으로 보이며, 두 가랑이 사이의 

흰 부분이 당으로 추측된다.〈그림 15〉는 무용총 고 

분 벽화 인물로 대퇴부부터 발목까지 일자형으로 되 

어 있으며, 바지부리는 오므라져 있다. 특히 왼쪽 인 

물은 엉덩이 부분의 각진 부분이 당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그림 16〉에서는 당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당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지 

통이 넓어져 당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는 확 

실하지 않다. 그러나 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밑은 

트여있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 복제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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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세고（細袴）（출처: 〈그림 15> 궁：！■'.（■窮饬）（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 

유적 n-고구려편, p. 17）. 화유적 I-고구려편 p.
〈그림 17〉무용총 수박도 

（手搏圖）（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고구려편, p. 280）.

〈그림 18〉수박도（手搏圖） 

（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고구려편, 

p. 48）.

〈그림 16> 대구고（치□袴） （출 

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I-고구려편, p. 43）.

고구려 바지에 대한 명칭으로는 바지의 길이에 

따라 고（袴）와 곤（梱）으로 나뉘어지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 형태를 고라고 

한다면, 다리가 보이는 짧은 바지를 곤이라고 한다.

〈그림 17〜20〉은 대퇴부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곤이다.〈그림 17〉은 길고 넓은 포를 샅바처럼 결속 

（結束）한 듯이 묘사되어 세고 위에 대를 두른 것인지 

곤의 형태 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림 18〉은 사각형의 천을 가랑이 사이를 지나게 

하여 허리에서 고정시킨 기저귀 형태이고〈그림 19> 

는 사각 팬티와 같이 대퇴부를 감싸는 부분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두 장 이상의 천으로 좌우 

를 연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 

은 안소영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코가 높고 수염이 

달린 모습이 서 역 인들로 보이 기 때문에 이들의 복식

〈그림 19> 각저총의 씨름도 

（출처; 고구려 고분 벽 

화, p. 47）.

〈그림 20> 삼실총 장사 

도（출처: 우리옷 이천 

녀 P- 12）.

또한 고구려의 복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보 

다 조금 긴 형태의 곤으로는〈그림 20〉과 같은 무릎 

정도의 길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얼굴생김이 고구려인보다는 서역 

인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인의 기본적인 

바지 길이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남사（南史）와 북사녀匕史） 등에 '더운 철 

에 특히 밤이 되면 군을 입는다는 기록이 나오는 점 

으로 보아 서역에서 들어와 국속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의 고는 바지통, 바지부리의 

형태, 바지 길이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며, 남녀 모 

두가 착용한 가장 기본적인 복식으로 고와 관련된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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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명칭은 바지의 형태를 설명하여 주는 사 

료（史料）로서 가치를 지닌다. 현대복식에서 여자가 

바지를 착용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 

나 이미 고구려 시대에 남녀의 복식차별이 없었음은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는 근거이며, 

비슷한 시기의 서양복식에 비해 선구적”）인 형태였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적 디자인 활용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구려 시대 복식의 형태적 특 

징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m. 한국적 의복 재료로서 모시직물

1. 모시의 정의

마（麻）는 실이 길고 강한 섬유로, 그 종류에는 저 

마（ramie）, 아마（linen, flax）, 대마（hemp）, 그리고 황마 

（jute）의 네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대마와 저마의 지리적 분 

포권으로서 문헌상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이를 의료로 

서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제직기술 

이 발전되어 세포（細布）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顾

그 중에서 저마는 차이나 글라스（China grass）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중국, 인도, 일본 등 온대 

지방에서 재배된다. 이것은 잎의 뒷면이 흰 잔털로 

덮여 있어 백저마（white ramie）라고 한다. 섬유가 가 

늘고 순백색이며 광택이 많아서 가는 실 방적에 적 

합하다烦

저마（苧麻） 또는 저마（紆麻）라고 불리우는 모시섬 

유는 라미와 그 성질이 몹시 닮아 공업상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라미'라는 별칭으로 통용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모시라고 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수방적을 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일컫는다2°）. 모시는 

쐐기풀（Urticaceae）과에 속하는 모시풀（Boehmerianivea） 
의 초피에서 얻어지는 섬유이다. 저마 섬유의 원료인 

모시풀은 해마다 씨를 뿌려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늘 살아 있는 뿌리로 번식하는 것이어서 재 

배조건으로는 저마 뿌리의 월동이 가능한 연 평균 

기온이 10.5~12°C이고, 연 강수량이 1,000mm 이상 

의 비교적 습한 곳으로 태양의 일조시간이 길고 배 

수가 잘 되는 토양과 바람이 세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2D

모시는 마（麻）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草本）으로 삼 

（麻）을 가늘게 하여 만든 베를 전（倒이라 하고, 전이 

가늘고 하얀 것을 저（苧）라 한다. 그러나 통상 우리 

가 사용하는 모시는 모시풀의 껍질을 벗겨 삼베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모시베（苧

〈표 1> 고구려 시대 복식의 형태적 특징

、^류

특亦、 포 （袍） 유（襦） 상裳） 고 （袴）

실루엣

• 몸판은 헐렁한 트라페 

즈형이며, 소매는 수구 

가 좁은 형태와 넓은 

형태가 있음

• 포와 유사한 형태로 엉 

덩이 정도부터 무릎을 

덮을 정도의 길이까지 

다양함

• 허리에 대를 맴

• A라인 형태로 주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됨

• 현대의 팬티 형태부터 

발목 길이까지 다양함

• 바지부리를 대님으로 

고정하거나 주름을 잡 

아 가선 장식함.

디테일

• 직령 교임 또는 직령 

합임

• 깃, 수구도련에 가선과 

부선 장식

• 직령 또는 곡령

• 깃, 수구도련에 장식선

, 세로 줄무늬

, 세로 주름

• 단에 장식선

• 바지 부리에 장식선

• 바지 부리에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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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정호, 이미석, Op. cit., p. 102.
18） 문길자, 이경미, “우리나라 직물제직기수에 관한 연구（1）: 삼국시대와 고구려시대의 대마와 저마직물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권 2호 （1984）, p. 156.
19） 마섬유, kotiti.re.kr 자료검색 일: 2006년 7월 11일
20） Ibid.
21） 김 성 련, 피복재료 학, （서 울: 교문사, 1992）,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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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라 하고, 날이 아주 가늘게 짜진 모시베를 세모시 

베（細苧布）라 한다. 모시는 일명 저포（苧布）, 저치（苧 

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한문에서 나온 말이 

다.

모시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 계 림유사（鷄林類事）에 

저마는 대개 저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림유사에 

고려 방언으로 저왈저모（苧曰苧毛）, 저왈모시배（苧曰 

毛施褶产'라는 말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심연옥, 민길자23）에 의하면 이미 고구려 시대 벽화에 

서 기틀을 갖춘 직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함 

경북도 회 령군 오동유적에서 원시 적 베틀의 바디 가 

출토된 점과 집안 고구려 고분에서 경사가 치밀하고 

위사가 성근 마포 잔편으로 고구려 이 전부터 마직물 

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을 것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마직물의 일종인 모시 역시 오랜 기간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모시는 아마 대신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모시가 구조적으로 면과 유 

사하고 미적인 면에서 아마와 비슷하며 가격이 저렴 

하기 때문이다的.

2. 모시직물의 미적 특징

모시는 약 83%가 셀룰로오즈로 이루어져 있고, 

중합도가 3,500〜4,600으로 가장 많이 발달된 천연 

셀룰로오즈이다. 모시는 선상구조의 결정체를 가지 

고 있으며 88〜90%의 결정도를 가진다”）.

〈저마〉 아마〉 〈대마〉

〈그림 21〉마직물의 단면도（마섬유, kotiti.re.kr 자료검 

색일: 2006년 7월 11일）.

천연 섬유 중 모시는 통풍성이 우수하고 감촉이 

깔깔하여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철 옷감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널리 사랑받아 왔다. 또한, 잘 손질 

하여 입은 모시옷의 자태는 입는 사람의 품격을 한 

층 높여 주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 

하는 심미적인 욕구에도 잘 맞아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에 적합한 소재 이다.〈그림 22〉는 심설화가 

'02/03 F/W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상의는 시스 

루 소재를 한 겹으로 사용하여 신체를 부드럽게 노 

출시키고, 하의는 흰 치마에 검정 치마를 겹쳐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반투명 

한 부분이 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3〉은 김지 

해가 '01 S/S 컬렉션에 선보인 작품으로 심설화의 작 

품보다는 도톰한 모시를 사용하여 은근히 신체를 노 

출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블루톤의 모시를 

조각조각 연결한 원피스에 흰색의 볼레로를 매치시 

켜 세련됨을 더하였고, 벨형의 슬리브는 한 겹으로 

처 리하여 투명 하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주었다. 이와 

같이 반투명한 모시는 신체미를 강조하는 현대인의 

미적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루 소재로서

〈그림 22> 시스루의 저고 〈그림 23〉시스루 볼레로 

리와 치마（출처: Farbe （출처: www.firstview. 
특별부록）.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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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승진, “모시옷: 정성으로 지 어 기품으로 입다,” 부문유 2003년 6월호(www.heritagebusan.com).
23) 심연옥, 민길자,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시대의 직물 연구,” 복식 22권 (1994), pp. 

61-70.
24) L. Cheek, "Dyeing and Colorfastness Characteristics of Direct-Dyed Ramie in Comparison to Flax and Cott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2 (1990), pp. 38-42.
25) Ibid., p. 50.

http://www.firstview
http://www.heritag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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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합성섬유의 발달과 손질이 간편한 의료용 

직물의 보급으로 모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모시직물은 다른 셀룰로오즈 직물과 마찬가지 

로 뻣뻣하고 구김이 잘 생기기 때문에 현대적인 라 

이프스타일에 부적합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 

조공정 이 전적으로 수공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나〈그림 24〉와〈그림 25〉 

에서와 같이 몸에 밀착되지 않고 특별한 형태를 연 

출하고자 할 때 모시의 뻣뻣함은 의복의 볼륨감을 

살려주기 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모 

시가 한 번 구겨지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방 

추성이 좋지 못한 점 또한 자연미를 표현하고자 하 

는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특성으로, 이영희는 '00 S/S 
컬렉션에 자연스럽게 구김이 간•팬츠를 디자인하여 

환경문제와 자연으로의 회귀를 모토로 하였던 당시 

트렌드를 잘 표현해 주었다（그림 26）. 그리고 한혜자 

는〈그림 27〉과 같이 자연스럽게 주름이 진 원피스 

에 볼레로를 매치시킨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처럼 모 

시는 복식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이 

너에게 적합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시를 면 또는 실크 등과 교직 하 

거나 다양한 후처리 가공을 하여 모시 직물의 단점 

을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일부 제품은 기존의 모시와 다른 질감과 태를 

갖추어 시판되고 있는 만큼, 쇠퇴하고 있는 모시산

〈그림 24〉진태욱, '97 S/S 
(SFAA Collection).

〈그림 25〉김삼숙, '03 S/S
(줄처: www.fiistview.com).

L且 

I
〈그림 26> 이 영희, '00 S/S 〈그림 27〉한혜자, '94 S/S

(출처: www.firstview.com). (출처: www.firstview.com).

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라미 즉, 모 

시는 다른 마직물과 비교하여 볼 때 세 번수로 방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복식의 의료로서 뿐만 아니 

라 현대적인 서양복식의 의료로서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대적인 고부가 소재로 주목할 만하다.

IV. 모시 의상 디자인을 위한 고구려 

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징

복식의 외형적 특징은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상을 

대변하며, 복식을 착용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표출 

한다. 고구려 복식은 고구려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 

리가 보존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전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구려 복식에 내포되어 

있는 미적 특징을 앞서 살펴본 외형적 특징을 토대 

로 진취성 • 유동성 • 포용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 

써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복식을 디자인하는데 참고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진취성

진취성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는 성질로서 고구려인의 패기와 기마민족의 민 

족성을 상징한다. 고구려 시대 복식에 나타난 직선 

적 실루엣과 직선적인 장식 선은 남성적이고 강인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복식디자인에 있어 선은 

실루엣과 디테 일을 이루는 디자인 요소로 크게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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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곡선으로 나뉘어지는데, 직선은 남성적인 패기와 

강인함을 상징하고, 곡선은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표 

현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디자인적 측면에서 볼 때 고구려 복식을 

이루고 있는 직선은 고구려인의 강인하고 남성적인 

정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디자인 요소로 특히 직령 

의 여밈에서 만들어지는 사선은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최근 캐주얼 마켓의 성장으로 

포멀웨어 분야에서도 활동적인 디자인이 선호되는 

만큼 고구려 복식에 표현된 진취적 이미지를 현대적 

의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8〉은 허리아래 길이의 유를 보여주는 안 

악 3호분의 인물도이다. 이 그림에 묘사된 복식은 우 

임직령의 유로 여밈이 깊은 V자 형태로 허리에 가는 

대를 매고 있으며, 뒤에서 묶었다. 수구가 좁은 착수 

（窄袖）형으로 손등을 덮는 정도의 길이이고, 수구, 령, 

도련에 장식선이 둘러져 있는 모습으로 직선적인 고 

구려 복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종 

종 현대적 의상에 직선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에 응용 

되는데,〈그림 29〉는 김동순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허리보다 짧은 길이의 베스트는 네크라인, 진동둘러〕, 

밑단둘레에 장식선을 배색하여 고구려의 유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0〉은 오은환이 '03 S/S 컬렉션에 선보였던 작품으로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남성적으로 디자인된 셔츠와 

팬츠는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여성미를 잘 표현해

〈그림 28〉안악 3호분의 인물 

도（출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 

화유적 I-고구려편,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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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장식단이 있는〈그림 30> 직선적인 모시 

베스트（원시적 아름다움 의상（출처: www.first-
을 현대화한 디자이너 김 view. com）.
동순 newsis.com, 2007
년 4월 1일）.

주고 있다.

모시는 셀룰로오즈 직물의 강직성을 가지고 있어 

현대적이지 못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구려 

시대 복식의 직선적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소 

재로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과 활동성을 디자인에 응 

용하기에 용이하다고 사료된다.

2. 유동성

유동성은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성질로서 복식에 

있어 유동성은 착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복식은 의복 

자체로서 완성품이라 할 수 없으며, 착장이라는 행위 

에 의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착장자에 

따라 같은 의상이라도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 

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고구려 시대 복식 

의 상에 활용된 주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1〉은 장천 1호 고분의 여인상으로 주름 

을 잡아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치마는 A라인의 실 

루엣을 이루고 있다. 조각보 기법을 사용한 긴 베스 

트에 허리에서 밑단까지 주름이 잡힌 스커트를 매치 

시킨 진태옥의 작품은 고구려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주름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생각 

된다（그림 32）.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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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은 접거나 구부려서 생기는 표면적 변화2®로 

서 고구려 시대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주름의 형태는 

접힘에 의해 연속적인 표면을 구성한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모시는 이러한 고구려 시대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인 주름의 형태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소재로 주름을 활용한 모시 의상은 자신의 취향을 

표출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여밈 방법 또한 착용자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로서〈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으로 보이는 여인의 유는 네크라인에 

서 앞여밈부분까지 장식선이 둘러져 있는 반면 하인 

으로 보이는 여인의 유는 밭은 V자형 네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 복식이 다양하게 디자인되 

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예이다.〈그림 33〉은 이 영희 

의 작품으로 고구려의 유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드레 

스이다.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고구려의 여밈 

방식을 비대칭으로 변화시켜 한국적이면서 현대적 

으로 디자인하였다.

현대인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개성적 

인 디자인을 선호하며, 기존의 어패럴 산업 구조에 

서 디자이너는 소비자 각 개인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견해에서 고구려 시대 복식에 표현되어 있는 

주름은 의복 착용자의 개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디

〈그림 31> 장천 1호 고분 여인상(출 

처: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n 
-고구려편, p. 17).

〈그림 32> 진태옥, '99-00 〈그림 33> 이영희, '06 S/S
F/归(출처: Gap, No. 22). (출처: www.leeyounghee. 

co.kr).

자인 요소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 

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포용성

포용성은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나 특성이다. 고 

구려는 대외정복 활동과 부족국가의 병합에 의해 융 

성한 국가를 건립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서역의 문화적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국 

의 복식이나 서역인의 복식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는 고구려 시대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 

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자유로운 문화의 유입을 통 

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그 예 

로써 고구려 시대 복식에서는 직령과 합임 포가 확 

인되었고, 곡령의 유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제 

로 보이는 반비 형태의 의복이 고구려 벽화에서 확 

인되었으며, 서역인으로 보이는 인물도에서는 다양 

한 길이의 고를 볼 수 있었다. 기마생활을 하던 고구 

려인에게는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이 매우 용이하였 

고, 결과적으로 타문화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으며, 이는 고구려 복제의 다양성으로 이어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34〉는 안악 3호분의 말을 끌고 가는 인물 

26) 양희영, 양숙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이프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복식 57권 1호 (2007),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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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리에는 건을 두르고 상의로는 좌임직령 유, 하 

의로는 무릎길이의 고를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유의 

소색과 색상 대비를 이루는 붉은 띠를 앞에서 묶은 

형태를 볼 수 있다.〈그림 35〉는 이러한 띠의 형태를 

새롭게 해석하여 스카프처럼 변형한 작품이다. 특히, 

글자가 프린트된 소재를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표현하였다. 한편,〈그림 36〉은 모시 재 

킷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서양복식에 접목시킨 예로 

서 이는 고구려 복식에서 볼 수 있는 타문화와의 절 

충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 시대 복식에 내

〈그림 34> 대님 띠（출처: 북한 

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고구려편, p. 55）.

〈그림 35> 이상봉, '06 F/W〈그림 36> 김동숙, '97 S/S
(줄처: www.liesangbong. SFAA Collection.
co.kr).

포되어 있는 포용성은 계속적인 소비감소를 보이고 

있는 모시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 

통적인 방식과 한국적인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타문 

화와의 절충점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윤숙27）은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절충적 디자인 

에 대하여 고구려 인이 기마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 

화를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적 융합이 이루 

어진 것처럼 현대인에게 디지털 문화는 다양한 문화 

적 접촉을 유도하며 타문화와의 포용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시 소재를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을 위한 미적 특징을 

추출한 결과, 진취성, 유동성, 포용성을 추출할 수 있 

었으며, 고구려 시대 복식과의 연관성을 정리한 내 

용은〈표 2〉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개발의 전 단계로서 고구 

려 시대 복식을 연구범위로 제한하여 모시 의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를 추출함으로써, 후 

속 연구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의 기초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고구려 시대 복식 

과 모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고구 

려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기초로 복식의 형태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구려 시대 복식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의복의 구성은 포, 유, 상, 고로 이루어졌으며,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포는 높은 신분의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으로 

령의 형태에 따라 직령과 원령으로 대별할 수 있고, 

교임과 맞임의 형태가 있다. 수구가 좁은 포와 중국 

제의 영향을 받은 넓은 포가 있다. 깃, 수구, 도련에 

는 가선과 부선의 장식선이 있으며, 몸을 넉넉하게 

감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유는 남녀 모두의 기본 복식으로 포와 유사한 형 

태로 엉덩이를 덮는 길이부터 무릎까지 길이의 다양

27） 한윤숙, “21세기 디지털 유목민 문화에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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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모시 소재와 고구려 시대 복식에 나타난 한국적 이미지

芭刊 시理帮시외

> 형데,적 호정 보시의 특성 한書적 이미지

직선적 트라페즈형의 포와 유

실루엣

직선적

A라인 상

강삭성.

디테일
깃, 수련, 도련의 장식선 직선적인 디자인

［길이의 다양성 -유와 고

구성의 다양성 - 

주름이 있는 상과
■ 자연스러운구김

다양한 주름이 없는 상 반투명청

디자인 디테일의 다양성 - 

좌임•우임의 공존 

직령-곡령의 공존 

교임•합임의 공존

시스루 패션 연출

: 적극적 0 로 나아가 :
: : 직선적인 실루엣과 :
:일을 이루고 발전할;

人 — H 1 : 디테일로쇼현 :
: 수있는성질 :

i 고정되지 않고 ! 주름, 다양한 여밈

■ 흐르는 성질 착장에 방법. 착용자의

； 의해 이루어짐 ( 개성을 표출

I 전통적인 방식과 

감싸 받아들이는 I 현대적 이미지와의 

성질이나 특성 :절충: 한국적 이미지 

표출

한 형태가 있다. 직령 또는 곡령의 교임으로 긴 대를 

전결, 후결 또는 측결하여 대를 묶는 방법도 다양하 

였으며, 좌임과 우임이 공존한 점으로 좌우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포와 

같이 깃, 수구, 도련에 장식선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상은 여자의 기본 하의로 일본, 중국 복제와는 달 

리 직선적인 A라인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름 

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장식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으로 구분된다. 디자인적 특징으로는 세로의 줄무늬 

가 있는 상, 허리부터 밑단까지 주름이 있는 상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세로 줄무늬는 중국과 일본의 복제 

에서도 확인되는 바 그 시대의 동아시아 복식의 특 

징으로 보여지며, 뻣뻣한 주름이 잡혀있는 상은 고 

구려 시대 복식만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고는 남자의 기본 하의로 현대의 팬티와 같이 짧 

은 길이에서부터 발목까지 오는 길이까지 매우 다양 

하다. 바지 부리는 대님으로 묶는 형태와 주름을 잡 

아 장식선으로 고정한 형태가 있어 가로 또는 세로의 

장식선이 고구려 시대 복식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시대 복식의 형태적 특징은 모시를 소재 

로 하여 제작할 경우, 그 특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진취성, 유동성, 포용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구려인의 패기와 기마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하 

는 진취성은 고구려 시대 복식에 나타난 직선적 실 

루엣과 직선적인 디테일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깃, 

수구, 도련, 상의 단에 장식된 선과 유와 상의 직선적 

인 실루엣은 고구려인의 기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 

다. 모시의 강직성은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동성은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성 질로서 복식 에 

있어 유동성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형태 

로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고구려 시대 복식 

의 주름은 꺾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표면적 변화로서 

허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뻗치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주름은 직선적인 실루엣을 형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감을 가진다. 이러한 특 

징은 모시의 뻗치는 성질과 방추성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개성 표현을 의복 착용의 중요한 역할 

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뻗치는 듯한 모시 소 

재의 주름은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로 

그 활용 가치가 높다.

포용성은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나 특성으로 대 

외정복 활동과 부족국가의 병합에 의해 융성 한 국가 

를 건립한 고구려는 광활한 대지를 정복하면서 문화 

의 유입 또한 다른 시대에 비해 용이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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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시대에는 중국의 넓은 포, 원령, 서역인들의 

복식까지 다양한 형태가 절충된 양식을 특징으로 하 

고 있으며, 현대 복식에서는 전통적인 모시 의상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특징으로 전통적 인 의 

복형태의 고수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절충을 통한 새 

로운 디자인의 모색을 촉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복식의 형태적 분석을 통 

해 한국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현대적인 모시 의상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한국적인 현대복식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 

적 이미지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에서 제고될 수 있 

는 개념으로 고구려 복식의 형태적 분석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한계점을 가 

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발전시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패션 상품을 디자인 

하는데 참고자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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