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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in Korean style fashion design and inves-
tigated Korean style fashion design's deployment and design idea method as well as its esthetic value. The photographs
for the research were selected from fashion collections during S/S 2003-F/W 2007 by four specialists in the department
of textile and then analyzed with 288 final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
sion in Korean style fashion design were formation by separating partial shape from the whole, formation by shape's sep-
aration and repetition, and connecting formation by combination and transformation of parts. In the case of color, they
were direct expression, contrasting formative expression, and gradual changing expression. In the case of pattern, they
were the methods of filling, filling & emptying, and partial filling. Second, the deployments of Korean style fashion design
were adding modern elements to traditional things, combining traditional elements and modern things, and adding tra-
ditional elements to modern things. The third, Korean style fashion design's idea methods were weaving, snatching, add-
ing, and changing. Fourth, it was shown that esthetic values of Korean style fashion design were the interactive organism
by building organic relationship, the optimum expressing beauty with minimum elements, the palpitation having dynamics
and rhythmical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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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는 정보화, 다변화되면서 문화의 가치와 문화를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패션디자인은 국

제사회에서 자국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독창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패션산업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개방화, 국제화로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개념에 따라 한국복식의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는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열림으로써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의식을 합리적, 논리

적 사고로 전환시켜 현대의 시점에서 한국성을 모색하고 비전

을 제시(양리나, 최나영, 1997)하는 시기였다. 최근 정부는 ‘패

션산업 미래지원단’을 발족시키는 등 패션산업 육성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산 브랜드

의 글로벌화를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 한국형 사업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서울경제, 2007)고 하였다. 이에 경

쟁력 있는 한국 브랜드를 위해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우리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패션디자인의 발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또한 한국적 고유문화

를 현대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의 요소를 디

자인에 적용하는 양식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유경,
2007).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류학 분야에서 한국적 패션디자

인의 특성(김인경, 1995; 최인려, 이선희, 2007), 전통복식의 활

용현황(금기숙, 1999), 전통복식의 조형미와 전통미(김인경,

2007 ; 최세완, 김민자, 1993)가 있으며, 그 외 한국 전통복식

이미지(류지효 외, 2001)와 한국적 디자인(김유경, 2007)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디자인 전개방법이나 발상법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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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알아보며 전개방법과 디자인 발상법, 그리고 한국적 패션디자

인의 미적가치를 알아보고 한국적 어휘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고유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는 창의적인 한국적 패션디자

인을 위한 발상에 도움을 주고 현대적 응용을 모색하여 한국적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의복과 서양의복이 수용·

융화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전통복식의 형태는 단순한 라인 속에 곡선미, 색채는 소색

과 백색으로 천연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소재는 전

통적 천연소재인 견, 마, 면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문양과 장

식은 손누비와 상침, 현대적 의상에 용문양 프린트 기법표현과

패랭이 노리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인경, 1998). 

금기숙(1999)은 패션 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적으로 활용된 전통복식은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등 조형적 요소로 특정한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

였다. 선은 직선과 곡선, 색채는 자연색, 원색, 소재는 자연소

재 중심으로 견, 마가 많이 사용되었고, 문양은 기하학적문, 화

문, 일월문자문이 사용되었으며, 장신구로는 족두리, 비녀, 노리

개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외형적 특징에 나타난 표현특성에서

선, 형태는 단순하고 비대칭적인 형태에 곡선의 사용이 두드

러졌고, 오방색과 백색의 이중적 색채에 삼베, 모시, 무명, 명

주와 같은 천연 소재가 사용되고, 문양은 꽃문양의 사용이 가

장 두드러졌으며, 장식 기법은 자수, 패치워크, 누비의 활용도

가 높다(김은정, 1999). 김인경(2005)은 현대의상에 나타난 한

국적 디자인의 양상에서 외형적 요소인 선과형태를 재킷 라인

에서 저고리와 도련 선을 떠올리는 곡선처리하고, 치마·저고

리의 형태를 응용하여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였

다. 문양은 고분벽화 문양과 풍속도 문양화를 표현한 의상들이

며, 소재는 견, 마, 면을 사용하며 색상은 흰색이 많았고, 흰색

과 한색 계통의 자연스러운 색 감각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국적 디자인 전개에서는 선은 전통가옥, 한복의 선을 중심

으로 저고리의 도련과 배래의 곡선, 치마의 주름으로 인한 상

박하후의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이며 디자인의 외곽

선과 함께 부분적으로 응용되었다. 색채는 음양오행 색을 중심

으로 이들의 중간색인 오간색을 함께 사용하였고, 색채조화는

강한 대비조화와 유사조화, 무채색끼리의 조화가 사용하였다.

소재는 견직물, 모피, 레이스, 가죽, 한지 등의 특수소재, 문양

은 십장생, 화조, 창호, 태극, 삼족오, 한글과 한문을 적용하였

고, 장식기법은 옷고름장식, 조각보 누빔, 프린팅 등의 기법으

로 나타났다(김유경, 2007). 양리나, 최나영(1997)은 한국복식의

조형요소인 복식의 형태에서 건축, 도자기 등의 선을 이용하였

고, 소재는 주로 실크, 모시, 노방, 면이 사용되었다. 색채는 단

청 색감과 한국적인 원색, 흑과 백의 대조, 자연에서 얻은 원색

을 사용 하였고, 문양은 한국적인 꽃인 목단, 기와문양 장식, 창

살문양, 당초문양, 떡살문양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공미선, 채금석

(2004)은 세계시장을 위해 변환되어야 할 기능적 요소는 형태

와 소재로서 민속적 형태의 재현보다 민속복의 다양한 디테일

이나 트리밍을 재 응용한 부분, 전체 형태변형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소재는 견, 시폰류, 문양은 자연문양의 양식적, 전면배치,

공간배치 색채는 고유의 단색, 중간색이나 단순한 색채조화의

표현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병희 외(1998)는 한국적 복

식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색동의 색채분석에서 색의 표현은 주

로 색상배색이 사용되었고 색조에서는 인접 색조에 의한 색 배

열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색채 사용의 특성으로 색동

은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최인려·이선희(2007)는 한복 저고리의 깃, 도련, 배래, 섶

등에서 유연한 곡선, 색채는 단청, 불화 등에서 보이는 원색을

사용한 보색, 자연그대로의 색인 백색을 사용 한다고 하였다.

소재와 재질은 면, 마, 삼배로써 마직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모시, 명주, 갑사나 노방으로 사용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방법에서 형태는 직선과 단순한 라인 속에 곡선, 색채와 소재

는 자연색과 자연소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문양은 자연문, 기

하학문, 용문 등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특성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적 디자인의 내면적 특징은 자연성, 순수성, 해학성

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자연성의 이미지는 유기적인 구조와

비대칭적 형상, 곡선의 사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었

다. 순수성의 이미지는 단순한 형태와 절제된 장식성을 통해 표

현되며 백색 또는 흑·백의 대비를 통해 표현되며 해학성의 이

미지는 오방색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색채와 익살스러운 전통

문양을 통해 표현되었다(김은정1999).

이언영·이인성(2007)은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역할과 심

리 변화에 따른 의복의 특성을 형태, 색상, 소재에 따라 전통

성, 심미성, 자연성의 미적 상징성으로 구분하였다. 조선 시대

저고리와 치마의 겹쳐 입는 형태나 쓰개치마는 전통성을 표현

하였고, 정갈한 쪽진 머리는 순수미를 나타냈다. 심미성은 상경

하중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보라색, 빨간색이 대조

배색으로 화려함과 관능성을 표현했고, 자연성은 부드럽고 단

아함을 주는 무명, 옥사, 명주, 양단 등의 자연소재, 자수나 금

박 장식문양, 뒤꽂이, 비녀 등의 자연적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색상은 자연의 색상과 조화미를 이루는 연두색, 옥색,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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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채도의 갈색, 짙은 녹색, 회색 등으로 자연성을 표출했다고

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은 도덕적인 선과 심미적

인 미가 조화를 이룬 중화의 상태로, 형태란 구상의 미로 순수

한 자연을 표현, 노련미는 우주와 자연의 미, 불이미는 불교사

상에서 모든 것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진리를 하나로 생각하

는 것(임영자, 1996)이다. 한국복식에서 표현되는 내적 가치는

자연미, 인격미 혹은 의례미, 주술적 의미의 벽사의 미, 보수성

향의 전통미(최세완, 김민자, 1993)이며, 자연스러운, 순수한, 담

백한, 유연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표출된 차림새가 멋과 아름다

움을 표현한다(금기숙, 1999).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미에서 박혜원(2000)은 형태에서 비대

칭적 균형미는 서구의 대칭적 균형미와는 다르며, 여유와 자연

미가 나타나며, 형태미는 선의 종류에 따라 선, 배래와 도련의

곡선의 조화는 유연한 아름다움의 한국미, 저고리에서 민족의

전통기질인 소박미를 은근한 부드러움이라고 하였다. 결의 미

는 아사, 모시의 결은 단아한 풍아미, 자연스러운 색채미는 소

색과 담색을 이용하였고, 푸새의 미, 소박미로 나타났다. 오현

정 외(2003)는 한국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단순, 순수, 소박, 소

극적, 수동적, 온화한 등의 한국적 이미지 특징과 순수, 담백,

율동, 단정, 풍성, 여유라는 한국복식 디자인의 특징은 여운, 생

동, 여유, 정지된 가능성, 담담, 정적인 등 문인화의 대표적인

조형적 특징인 풍성함, 단순함, 우아미, 간결미, 비대칭 균형미,

율동미로 나타났다. 

김인경(2007)은 실루엣 선의 성격은 직선 및 완만한 곡선으

로 이루어져 직선에서의 간결, 소박한 구성미, 비례는 정량화할

수 있는 조형원리로서 복식미, 비례미, 균형은 소매, 치마, 바

지, 단 처리 등이 소박미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리듬은 장

식적 요소들에 의한 리듬으로서의 장식미로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 미적특성은 자연미, 전통미, 순수미, 소박미로

정리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사진자료는 2003년 S/S부터 2007년 F/W까지 5년간

패션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을 Seoul collection(서울컬렉션), SFAA,

디자이너 이영희와 이상봉의 홈페이지, style.com, firstview.com을

통해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패션디자인 사진 총 320점을 수집

하였다. 수집된 320장의 사진 중 의류학과 전문가 4인에 의해 최

종 288장을 연구의 최종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학술지, 신문기사,

단행본, 패션잡지, 우리말 사전,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

며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 색

채, 재질, 문양, 디테일, 트리밍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

4.1.1. 형태에 나타난 표현특성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형태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전체와 부

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 형태의 분리와 중첩에 의한 구성,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의 복식은 평면에서의 면분할에 의한 구조미가 있

으며 선의 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서양복에

서는 허리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양리나, 최나영, 1997).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형태에 있어서 전통 복식의 면분

할에 의한 구조미와 서양복 형태의 허리밴드에 의한 분리로 인

하여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가 나타난다.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은 말기드레스, 허리밴드가 있는 원피스에서

나타났으며, 말기부분과 허리밴드에 의해 전체와 부분형태가 분

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삼각형 실루엣의 말기드레스는 밴드와

끈에 의해 말기부분과 플레어 치마가 분리됨으로써 A자의 형

태가 나타났고, 사각형 실루엣의 원피스는 허리밴드가 상·중·

하에 위치하여 전체 형태가 여러 형태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분리와 중첩에 의한 구성은 말기드레스와 말기원피스에서 나

타났으며, 말기와 치마의 형태 분리와 치마의 주름과 원단의 중

첩이 특징이다. 말기와 치마부분은 밴드, 끈, 박음질 선에 의해

분리가 되며, 치마는 드레이프와 개더에 의한 주름의 중첩, 층

층의 원단에 의한 중첩으로 나타났다. 평면적인 구성의 치마에

서 입체성을 표현하는 주름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율동적인

직선을 표현하며 원단의 여러 겹의 중첩되어 율동감을 표현하

고 있다.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은 상의와 드레스,

스커트, 팬츠간의 조합과 각 부분의 변형을 통해 연결되는 것

이 특징이다. 상의와 드레스는 말기드레스나 서양의 플레어 드

레스에 퍼를 파이핑 처리한 하프코트나 케이프, 저고리의 변형

형태의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상의와 스커트의 조합은 한복의

배래선을 연상시키는 둥근 형태의 벌룬 소매 상의와 개더나 플

레어로 풍성한 주름을 준 스커트로 표현되었다. 상의와 팬츠의

조합은 셔링과 개더로 풍성한 볼륨을 준 슬리브리스 상의나 한

국 전통의 좌임 여밈, 깃, 소매 끝동 등 한국 전통미가 부각된

상의와 한복 바지 형태 또는 서양복 바지 형태의 조합으로 나

타났다.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에 있어서는 배

래선, 도련선, 좌임 여밈, 깃 등의 한국 전통의 중요한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서양패션을 응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한

국적 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형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면분할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에 따라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 형태의 분리와

중첩에 의한 구성,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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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은 단순한 구

조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으며, 형태의 분리와 중

첩에 의한 구성은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을 할 때 효과적이며,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

은 한국 전통의 형태를 현대화된 한국적 패션으로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4.1.2. 색채에 나타난 표현특성

의상에 표현된 색채는 의상의 형태와 함께 의상의 존재를 구

체화시킨다. 특히 한국복식과 같이 실루엣의 변화가 적은 의복

에서 색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금기숙, 1988). 한국적 패션에

나타나는 색채는 자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색을 사용하는 경우

가 흔히 있다. 강력한 표현력을 갖는 원색이라 하더라도 그것

은 자연 염료로부터 발췌한 색이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백색도 섬유 재료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소색이다. 우

리나라는 일찍이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자 하는 색채 개념을 이

루어왔다(강희경, 1998).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이러한 오방

색을 기본으로 하여 직접적 표현, 대비적 표현, 점진적 표현으

로 나타났다. 직접적 표현은 흑색, 백색, 적색, 황색, 청색의 오

방색을 중심으로 한 자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강렬한 원색

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주목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대비적 표현은 오방색의 강렬한 대비가 특징으로 주로 강렬

한 적색과 청색의 대비가 나타나며, 흑색과 백색, 황색과 청색

의 대비 또한 두드러진다. 대비적 표현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

하는 색채 개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대비색

조화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연감정이 반영된 색감으로 화려하

며 순수한 원색에 대한 동경에 연유하는 한국적인 색조화로 나

타난다(강희경, 1998). 

점진적 표현은 적자색의 그라데이션 기법이 대부분으로서 색

동의 결을 연상시키는 가로방향의 그라데이션으로 율동감을 주

거나 소색에 세로방향으로 부분적으로 그라데이션 시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 표현은 한국적 색채감성을 표현하는 색

동의 아름다움을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 된 것이며, 미묘하고

섬세한 색채조화로 세련된 현대적 미적 감각을 반영한다. 또한

점진적인 그라데이션 기법은 전통 수묵화 기법의 번짐효과를

연상시키며 전통적인 멋을 표현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색채의 표현특성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주목성을 주

는 직접적 표현, 강렬하면서도 한국적인 색조화가 나타나는 대

비적 표현, 현대의 감각과 전통적인 멋이 나타나는 점진적 표

현이 특징적이다. 

4.1.3. 문양에 나타난 표현특성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은 대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을 창조하여

우리 민족만이 지닐 수 있는 특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박

우미, 나정은, 2002). 장식 문양은 그 표현 대상에 다라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 등의 자연적인 모티브와 기하학적 도형, 추

상적 형태 등의 인위적인 모티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문양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채움, 채움

과 비움, 부분적 채움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문양에 나타난 채움의 특성은 문양을

공간에 전방 배열하여 채움으로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을 의미

한다. 이러한 채움의 표현특성은 소색의 바탕에 작은 크기의 캐

릭터 문양이나 추상문, 또는 잔잔한 모란꽃 무늬를 전방 배열

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이너 이상봉은 2006년 파리컬렉션에서

한글을 전방 배열한 디자인을 선보여 한글이 어떤 문양보다 아

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채움과 비움은 소색의 바탕에 대담한 검정색 추상문, 또는 대

담한 모란문을 공간 배열하여 나타남으로써 공간 배열에 의해

채워지는 부분과 여백의 나머지 부분으로 비움이 나타난다. 전

체적인 의상에 수묵화 기법을 중심으로 한 검정색 추상문과 대

담한 모란문의 공간 배열은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하여 여

백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부분적 채움의 특성은 문양을 공간의 일부분에 채움으로써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특성이다. 상의 또는 하의에

용문이나 추상무늬를 공간 배열한 것이 특징으로 상의나 하의

의 부분적으로 채워짐으로써 시각의 주목성을 끈다. 

자연주의를 숭상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연 형상에 의

한 모티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인위적인 모티브는 亞, 卍,

雷紋 등이나 길상의미를 지닌 글자인 壽, 福, 富, 貴 등을 사용(

양리나, 최나영, 1997)하여 채움, 채움과 비움, 부분적 채움의 방

식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이상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4.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단순히 전통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

라 현대적 요소와 적절히 융합되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

다. 전개방법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사진

들에서 전통적요소가 많은 것, 비슷한 비율을 가지는 것, 현대

적 요소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에 현대적 요소의 부

가법, 전통과 현대의 융합법, 현대에 전통요소의 부가법으로 나

타났다. 전통에 현대적 요소를 부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한

국전통 의복을 재현하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부가한 것으로 소

색과 말기드레스에 가슴라인의 띠장식이 두드러진다. 전통에서

보여지는 삼각형과 타원형 실루엣, 저고리와 두루마기 형태를

응용한 상의, 노리개와 자수가 사용된 전통의복 등 전통적인 요

소에 네크라인의 단순화, 변형된 소매와 치마길이 등의 현대적

요소를 부가하여 한국적인 미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영희

전통복식의 재현과 응용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가장 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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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소색의 전통 한복 치마에 저고리

형태를 변형한 고름의 여밈이 없는 볼레로 형태의 상의를 부가

하여 표현하거나 말기 드레스를 약간 변형한 드레스로 가슴의

띠를 허리에 묶음으로서 허리라인을 강조한 현대적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표현하였다.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전통의복을 응

용한 현대적 디자인으로 말기치마를 응용한 무릎길이의 원피스

가 두드러진다. 전통 한복에서 저고리 여밈의 고름이나 띠장식

이 응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또 슬림한 팬츠와

스커트 위에 깃이 있는 저고리와 좌임 여밈을 응용한 재킷의

연출, 전통적인 착장법을 응용한 층층의 스커트로 전통과 현대

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한복 치마를

변형하여 겹침의 착장법과 현대적 디자인의 슬리브리스의 가슴

부분에 띠장식을 여밈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표현

하거나 외국 디자이너의 블루마린은 소매를 제거한 한국전통의

상을 변형한 상의에 짧은 팬츠를 매치하였으며 실크의 부드러

움과 은은한 색상으로 전통과 현대를 잘 융합하였다.

현대에 전통요소를 부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현대적 디자

인에 한국전통의 디테일, 문양, 액세서리 등을 부가한 것이다.

스트레이트와 X자형의 서양복식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수묵화

기법의 추상무늬나 전통적인 꽃무늬를 현대화하여 패턴으로 사

용하거나 허리부분에 색동의 띠장식을 사용하고 전통소재와 자

연적인 색 등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 현대적 디자인에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슬림한 원피스에 전통 색

동의 허리띠 장식을 포인트를 주어 현대적 디자인에 전통의 요

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하거나 플리츠 스커트와 재킷의

Table 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

구분 형 태

표현특성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 형태의 분리와 중첩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특징
말기드레스의 말기와 치마의 분리, 허리밴드
가 있는 원피스에서 상하의 분리

말기드레스와 원피스에서 말기와 치마의 형
태 분리와 치마의 주름과 원단의 중첩

상의와 드레스, 스커트, 팬츠간의 조합
과 각 부분의 변형을 통한 연결

대표사진

2006 S/S 이영희 Seoul Collection 07 FW 이상봉 Seoul Collection 2006 FW 이영희 Seoul Collection 

구분 색 채 문 양

표현특성 직접적 표현 대비적 표현 점진적 표현 채움 채움과 비움 부분적 채움

특징
적, 청, 황, 백, 흑색의 
오방색

적과 청, 흑과 백의 대
비

적자색의 그라데이션 
기법 

캐릭터문, 추상문의 
전방배열

모란문, 추상문의 공
간배열

상·하의에 용문, 추
상문의 공간배열 

대표사진

2006.이영희 
NY Collection 

07 FW 이상봉 Seoul 
Collection

2006 S/S 이영희
 Seoul Collection 

2004 S/S 이상봉 
Paris Collection 

05 S/S 이상봉
Seoul Collection 

2004.S/S 이영희 
NY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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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디자인에 붉은 색 댕기로 머리를 장식하고 전통디자인

의 목걸이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한국적 요소를 부가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통을 고유양식의 서구적인 형태에 대

입, 절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과 서양 디자인의 요소간에

조화·융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김인경, 1998)고 한 것처럼

한국의복을 직접적으로 재현, 응용하거나 서양복과 접목하여 간

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한국패션을 전개하였다. 이상의

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전개방법은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얼마나 부가되었는가와 융합되었는지를 기준으

로 하여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3.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발상법

발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예술적 표현 활동

(이경희 2001)으로 새로운 의복을 창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발상을 통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데 이는 사고, 경험 등을 통해 얻어진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물건들에서 영감을 얻어

원천으로 하는데 이러한 영감의 원천과 한복과의 공존에서 시

작된 발상은 이영희만의 복식 형태, 색상, 장식으로 구현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의복으로 창조되었다(류지호

외, 2001)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발상법을 살펴본 결과 엮임법,

앗음법, 덧붙임법, 바뀜법으로 나타났다. 엮임법은 다양한 아이

디어와 디자인, 소재, 기술 등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한국적 패

션디자인에 나타난 엮임법은 동양과 서양의 결합이 특징적이

다. 슬림한 원피스, 팬츠와 재킷 등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국전

통의 문양과 기법을 사용한 패턴을 가미하거나 한국전통 의복

에 사용되는 소재가 결합되어 나타나거나 한복의 치마가 변형

된 드레스에 테일러드 칼라의 직선적인 재킷이 결합되어 나타

났다. 또 한국전통 저고리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깃을 두드러지

게 한 상의와 슬림한 팬츠나 핫팬츠의 엮임으로 동서양의 결

합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현대에 전통을 부

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하기 위한 디자인 발상법이다. 

앗음법은 디자인의 한 부분을 제거하여 새로운 형태를 재창

조 하는 방법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앗음법은 상의

의 어깨와 소매부분의 제거가 특징적이다. 이영희는 한복형태

에서 저고리를 제거하여 치마를 드레스로 변형하여 새로운 스

타일을 재창조하였으며, 전통의 말기드레스 형태에서 치마길이

를 무릎길이로 짧게 제거함으로써 현대의 미니멀한 원피스드레

스 디자인으로 재창조하였다. 또한 한복의 저고리, 마고자 등

겉옷의 형태에서 소매를 제거하여 현대적인 조끼형 재킷으로

변화되어 나타났고 끈이 있는 한복치마에서 한쪽 어깨와 길이

를 제거하여 미니멀한 원피스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한국의 전

통적인 의복을 현대적 패션디자인으로 재창조하는데 효과적인

발상법이다. 

덧붙임법은 형태, 색채, 소재 등을 반복, 부가하는 방법으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덧붙임법은 아이템과 디테일의 부

가가 특징적이다. 원피스의 상의부분에 드레이프로 주름을 부

가하거나 치마의 주름분을 더함으로써 풍성함을 살렸다. 또 허

리와 가슴부분에 띠장식으로 장식성을 여러 개 부가하여 허리

와 가슴부분을 강조하였다. 이상봉은 미니멀한 의상에 전통색

인 색동의 구슬장식과 띠장식을 부가하여 한국적 미를 부각시

켰다. 이는 한국전통의 장식성과 디테일을 활용한 한국적 패션

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인 발상법이다. 

바뀜법은 위치, 용도, 순서 등을 바꾸어 보는 방법으로 한국

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바뀜법은 한국 전통복식에 사용되는

장식의 변경으로 강조를 한 것이 특징적이다. 머리장식인 비녀

Table 2.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

 구분 전통에 현대적 요소의 부가법 전통과 현대의 융합법 현대에 전통요소의 부가법

 특징

• 전통 : 소색의 말기드레스, 가슴라인의 띠장
식, 저고리와 두루마기 아이템, 노리개, 자수 등 
• 현대적 요소 : 네크라인의 단순화, 소매와 
치마 길이의 변화

• 말기치마를 무릎길이의 원피스로 응용 
• 슬림한 팬츠와 스커트 위에 깃이 있는 저
고리와 좌임 여밈을 응용한 재킷 
• 모던한 탑과 전통 바지의 연출

• 현대 : 스트레이트와 X자
형 실루엣의 현대적인 디자인
• 전통요소 : 수묵화기법의 추상무늬, 전통적 
무늬, 색동의 띠장식, 전통소재, 노리개, 전통
액세서리

 대
 표
 사
 진

 2006. 이영희 2008. FW 
 NY Collection 이영희

2008. FW 2003 S/S

 이영희 Blumarine
07 S/S 인선옥 2004 S/S

 Seoul Collection 박동준 S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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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슴의 여밈장식으로 변경하거나 저고리에 다는 한복의 장

식인 노리개를 허리띠나, 목걸이, 어깨끈으로 변경하여 의복의

포인트를 주었다. 이상봉은 한복치마 형태를 변형하여 상의의

케이프로 변경하였으며 붉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동양의 이미

지를 부각시킨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조하였다. 이는 장식과

아이템의 활용으로 현대적 패션디자인에 의외성과 독특함으로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발상법이다.

 이상의 결과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엮임

법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앗음법이, 장

식성과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덧붙임법이, 의외

성과 독특함으로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는 바뀜법이 한국적 패

션디자인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4.4.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가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과 전개방법, 디자인 발상법을

살펴본 결과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가치는 유기성, 최적성,

약동(躍動)성으로 나타났다. 

유기성은 가변적인 여밈, 균형과 불균형의 조화, 전통과 현

대의 조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조화를 통해 의복과

대상자,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의 유기

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형태에 나타난 표현특성 중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에서 나타나는 끈과 밴드에 의한 형태분리는

여밈의 가변성을 나타낸다. 여밈의 가변성은 착용 대상자에 따

라 의상이 가변적으로 변화가 되어 착용자의 신체에 맞게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서양의상이 고정된 하나의 형태를 갖

는데 비해 한국의 전통치마는 하나의 형태로 그 감싸는 양식,

감싸는 치마 깃의 고저, 감싸 조이는 강도에 따라 서른여섯가

지 멋을 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규태, 1991). 부분간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구성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조화, 아이

템간의 조합이 특징으로 나타나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전통과

동양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과 서양의

것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의 융합과 부가법은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

적 개념과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상호작용으로 시

간과 공간의 조화 및 융화가 하나의 의상에서 유기적으로 상관

성을 지니고 나타나고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발상

법에서 동양의 서양의 결합이 특징인 엮임법과 위치, 용도, 순

서 등을 바꾸어 보는 바뀜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유기성의 미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유기성은 의복과 대상자, 전통과 현대의

시간,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공간적 개념을 아울러 유

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에서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의 효과를 발하

는 것이 최적성이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무기교의 기교로서

천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여 장식을 줄이고 자연스

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최적성은 무채색과 소색

에 색동의 띠, 노리개, 구슬장식 등 단순함과 소박함에 최소한

의 장식적 요소를 더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가치이다.

단순하고 절제된 선과 색상에서 간결하고 소박한 한국의 이미

지와 소박한 자연주의적 미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최세완, 김

민자, 1993). 따라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형태에 나타난 표현

특성 중 전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끈과 밴드에 의

한 최소한의 여밈장식에 의해 나타나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색

채의 직접적 표현과 대비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한 두가지 색의

Table 3.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발상법

구분 엮임법 앗음법 덧붙임법 바뀜법

 특 징  동양과 서양의 결합  상의의 어깨와 소매 부분의 제거  아이템과 디테일의 부가  전통 장식의 용도변경으로 강조

 내용
전통과 현대의 융합, 현대에 전통
을 부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하기 위한 발상법

한국의 전통적인 의복을 현대적 
패션디자인으로 재창조하는데 효
과적인 발상법

한국전통의 장식성과 디테일을 활
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인 발상법

장식과 아이템의 활용으로 현대적 
의외성과 독특함으로 포인트을 주
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발상법

 대
 표
 사
 진

07 FW이상봉, 04 S/S이상봉 
 Paris Collection

 

 06 S/S이영희 07 S/S이영희
 Seoul Collection 

 

 06 FW이영희 04 S/S이상봉 
 Paris Collection

 

07 FW이상봉, 05 S/S이상봉
Paris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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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천연의 아름다움, 문양의 부분적 채움에서 나타나

는 여백의 미가 최적성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디자인 발상법에서 앗음법은 디자인의 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

법으로 제거로 인해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재창조된다

는 점에서 최적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최적성은 장식을 무

채색, 소색을 기본으로 한 한 두가지 색의 사용, 최소한의 장

식적 요소, 디자인의 제거와 단순화로 인한 최소한의 요소로 자

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가치이다.

약동성은 화려한 톤의 적색과 황색, 태양, 숲, 대지, 노을 등

자연색의 대비, 원단의 중첩, 잔잔한 꽃무늬와 수묵화 기법의

대담한 추상무늬를 통해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율동

미와 해학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적가치이다. 한국적 패션디자

인의 형태에 나타난 표현특성 중 분리와 중첩에 의한 구성은

치마의 드레이프와 개더에 의한 주름의 중첩, 층층의 원단의 중

첩으로 율동감이 나타나고 있다. 색채에 나타난 표현특성 중 직

접적 표현과 대비적 표현은 시각적 주목성을 지니는 강렬한 원

색과 한국 전통의 오방색의 강렬한 대비로 역동적이고 생동감

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 표현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중심으로 율동감과 생동

감을 주며 수묵화 기법의 번짐효과를 통해 전통적인 멋이 나타

난다. 문양에 나타난 표현특성 중 채움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잔

잔한 무늬들의 전방 배열은 리듬감을 나타내며, 채움과 비움,

부분적 채움의 표현특성에서 나타나는 붓의 터치가 느껴지는

수묵화 기법의 대담한 추상무늬는 역동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약동성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해학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미적가치를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의복과 대상자, 과거

와 현재라는 시간,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유

기성, 소박한 자연주의적 미의식을 표현하는 최적성, 생동감과

역동성, 리듬감을 표현하는 약동성의 미적가치를 지닌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적 패션디자인 사진에서 형태, 색채, 재질, 문

양, 디테일, 트리밍으로 분류하여 디자인의 표현특성과 전개방

법, 발상법, 미적가치를 분석하였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조형

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자인의 표현특성은 형

태에 있어서 면분할에 의한 구조미와 선의 미가 두드러지는 전

체와 부분형태의 분리에 의한 구성,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는 디

자인에 효과적인 형태의 분리와 중첩에 의한 구성, 한국 전통

의 형태를 현대화된 한국적 패션으로 표현하는데 효과적부분간

의 조합과 변형을 통한 연결 구성이 특징적이다. 색채에 있어

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주목성이 있는 직접적 표현, 강

렬하며 한국적인 색조화가 나타나는 대비적 표현, 현대의 감각

과 전통적인 멋이 나타나는 점진적 표현으로 나타나 한국적 정

서와 현대적 정서가 잘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문양에서는 작은

크기의 문양을 전방 배열한 채움, 대담한 문양을 공간 배열한

채움과 비움, 상의나 하의에 공간배열한 것이 특징인 부분적 채

움의 방식으로 나타나 전통적 문양뿐만 아니라 전통문양을 현

대적으로 해석하거나, 현대적 문양과 함께 독특하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전개방법은 전통에 현대적 요소

의 부가법, 전통과 현대의 융합법, 현대에 전통요소의 부가법으

로 나타났다. 전통에 현대적 요소의 부가법은 소색의 말기드레

스, 가슴라인의 띠장식, 두루마기나 저고리 아이템, 전통의 노

리개와 자수 등의 전통적 요소에 단순화된 네크라인, 소매나 치

마의 길이변화를 주어 현대적 요소를 부가하여 표현하였다. 전

통과 현대가 융합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말기치마를 응용한

원피스, 고름형태의 띠장식, 깃이 있는 저고리와 좌임 여밈을

응용한 재킷 등이 중요한 특징이다. 현대에 전통요소를 부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에 수묵화기법과 현대화

된 전통무늬를 사용, 색동의 띠장식, 전통소재와 자연적인 색

등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잘 융합

되어 새로운 한국미기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발상법은 엮임법, 앗음법, 덧붙임

법, 바뀜법으로 나타났다. 엮임법은 동양과 서양의 결합이 특징

이며 앗음법은 상의의 어깨와 소매부분의 제거가 특징이다. 덧

붙임법은 아이템과 디테일의 부가가 특징적이며 바뀜법은 한국

전통복식의 장식의 변경으로 강조를 한 것이 특징이다.

넷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조형성을 통한 미적가치는 유기

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하는 유기성, 최소한의 요소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최적성, 역동성과 율동미가 있는 약동성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첫째 전통적인 한국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소색의 말기드레스, 가슴라인의 띠장식, 전통의 노리개

와 자수를 사용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융합된 패션디자

인으로 표현할 때에는 말기 치마를 응용한 원피스, 고름형태의

띠장식, 깃이 있는 저고리와 좌임여밈을 응용한 재킷 등을 사

용할 때 효과적이다.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

는 수묵화 기법과 현대화된 전통 무늬의 사용, 색동의 띠장식,

전통소재와 자연적인 색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전통과 현대의 융합, 현대에 전통을 부가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을 하기 위해서는 엮임법을 발상법을 사용하고 현대적으로 재

창조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앗음법을, 한국전통

의 장식성과 디테일을 활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개발에는 덧

붙임법, 현대적 패션디자인에 의외성과 독특함으로 포인트를 주

고자 할 때는 바뀜법의 발상법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후속연구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전통적인 이

미지의 모티프발굴과 현대적 응용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패션디

자인 발상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세계시장을 겨

냥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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