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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jurumpo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s daily outfit of Joseon Dynasty is a clothes which has a 
characteristic of having creases under the armhole and it has a lot of chance to use on modern clothes design. This 
study wants to provide a information on traditional clothes to the public and modernize traditional clothes by 
designing modern women clothes by adapting Acjurumpo, one of Joseon Dynasty’s men’ daily outfit which is not 
very well-known to publics as a link of traditional clothes modernization. Acjurumpo’s characteristic is usually 
having a knife-shape collar and having two sup and one sup, but outside sup of having two sup was more common.  
There were tongsu, duri, as a example of shape of sleeve. For Mu the combinations were different from Acjurum 
starting with a shape of trapezoid, triangle to big Mu on a body of side line. For Gorum there were two pairs 
of long and short Gorum, two pairs of short Gorum or one pair of short or long Gorum. Slit of po was on both 
side or back. Acjurumpo which was adapted on modern clothes, it was usually used on Hanbok companies that 
used traditional shape or similar shape to design children’ clothes. This study designed three summer one-piece and 
two winter jacket for women clothes adapting Acjurumpo. And it was designed by using modern material adapting 
Acjurumpo’s characteristics, changing knife-shape collar, Acjurum, mu and Gorum. This study expects for populari-
zation of many traditional clothes developed by modern design in future. 

Key words: Acjurumpo(액주름포), women' fashion design(여성복 디자인), popularization(대중화), modernization 
(현대화), pleat(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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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전통복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미의식을

반영하며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다양한 조형적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전통복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복식을 원형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과 현

재 착용하는 복식에 전통 요소를 접목시켜 디자인하

는 방법이 있다. 현대에는 전통복식인 한복이 예복

으로 착용되고 일상복으로는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

어 현실적으로 전통복식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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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 고부자,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 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 15호 (1992).
3)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4) 이은주,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5) 송미경, “심수륜 묘 출토복식, 심수륜 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2004).
6) 이경희, “조선시대 액주름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 이황조, “조선시대 액주음의 조형적 특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김경희, “중년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직접 계측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2007), pp. 677-687

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이란 35～59세를 의미하며 중년 전기는 35～39세, 중년 중기는 40～49세, 중년 후

기는 50～59세로 분류하였고, 신체변화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기술하였다.

어렵다. 최근 한(韓) 브랜드 사업과 같은 정부 차원

의 노력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통복 이미지의 현대화를 위

한 실용적인 디자인 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조선시대 액주름포를 응용하여 현대 여성들이 일

상복으로 착용하는 원피스와 재킷을 디자인하여 평

상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대중에게 잘 알려

지지 않은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복

이미지를 현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

여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복식이 대중에게 소개되고

다양한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통복식을 응용

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시대 편복포 중의 하나인 액주름포는 겨드랑

이 아래 주름이 잡혀 있는 특징적인 복식으로 겨드

랑이 아래 무와 그 아래 큰 무 사이에 주름이 잡혀

있어 허리부분은 잘 맞고 허리 아래 부분이 자연스

럽게 플레어지는 실루엣이 여성복 디자인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특징으로 주름

과 깃, 무의 형태, 고름 부분은 유물마다 조금씩 다

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액주름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박성실

1), 고부

자2), 이순원 외3), 이은주4), 송미경5) 등의 연구가 있

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출토 복식에 대한 실증적 고

찰을 다루고 있으며 액주름포는 출토 복식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 액주름포 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는 이경희6), 이황조7)의 연구가 있다. 종합해볼 때 다

른 편복포에 비해 액주름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액주름포를 연

구하여 전통복 이미지를 현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디자이너와 학자들

이 전통복식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여 한국 전

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 먼저 조선시대 출토 복식 보고서와

관련 논문을 통하여 학계에 보고된 36점의 액주름포

에 대하여 개념 및 착용자, 시기, 형태적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액주름포를 시기별로 구

분하여 15세기 유물 1점, 유물이 많이 출토된 16세
기 24점 중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별

되는 특징이 있는 액주름포 4점을 선정하였고, 17세
기 11점의 유물 중 3점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특

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대에 응용된 액주름포는

2005년 이후 작품으로 한정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

여 분석하였다. 액주름포는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식으로 현대 서양복에 응용된 작

품을 찾기가 어려웠고, 일부 한복 업체와 한복연구

모임을 중심으로 전통형태를 고증 제작한 경우가 많

아 검색된 사례를 전통 액주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

았다. 넷째,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들을 대

상으로 액주름포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하여 여름용

원피스 3점과 겨울용의 재킷 2점을 디자인하였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은 신체 변화의 특

징이 두드러지는 중년에 해당되지만8) 폐경기 이전

까지는 체형에 있어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지닐 수

있는 연령대로 액주름으로 인해 강조된 허리선과 플

레어지는 도련선은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

어 대상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원피스는 포의 원래 형태와 비슷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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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송옥,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8), p. 162.
10) 이황조, op. cit., p. 33 재인용.
11)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1999), p. 276.
12) 세종실록, 권112, 28년 5월조, ‘庶人各司諸員隊長隊副, 外方日守兩班工商賤隷, 除團領, 通著帖裏. 與腋皺
衣直領衣.’

13) 이경희, op. cit., p. 47.

성들이 여름용으로 몸을 구속하지 않고 시원하게 입

을 수 있어 선택하였고, 재킷은 겨울에 속에 입은 옷

위에 편하게 겹쳐 입을 수 있고 아이템이라 생각되

어 선정하였으며, 두 가지 복식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여성복 디자인이라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액주름포의 개념 
액주름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편복포의 하나로

액주음(腋注音) 또는 액추의(腋皺衣), 방습아(傍褶兒)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액주름포의 ‘腋’은 겨드랑이를뜻하며 ‘注音’은 ‘주
름’이라는 우리 말의 한자표기이므로 이를 합하면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잡혀 있는 포를 의미한다. 
액추의라고도 하는데, ‘皺’는 주름잡혀 쭈구러진다

는 의미가 있어 겨드랑이 밑에 쭈구려서 주름이 잡

힌 옷이라고 할 수 있다9). 박성실10)은 방습아를 액주

름의 다른 명칭으로 보았는데, ‘傍’은 ‘옆’이라는 뜻

으로 겨드랑이와 같은 뜻이며, ‘褶’은 주름을 뜻하므

로 액주름과 같은 형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주름포는 남자용 포의 하나로 출토 유물로 미

루어 볼 때 조선시대 초중기에 착용한 것으로 보이

며 깃 형태는 칼깃이 많으며 소매는 좁고 겨드랑이

아래 무가 시작되는 곳에 주름을 잡았다11).
액주름포에 대한 가장오래된 기록은『세종실록』

에서 볼 수 있다. 세종 28년(1446)에는 액주름의 다

른 호칭인 ‘액추의’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데12), 

서인(庶人), 각사제원(各司諸員), 대장(隊長), 대부(隊
副), 외방(外方)의 일수양반(日守兩班)과 공상천례(工
商賤隷)는 단령을 없애고 철릭과 액추의, 직령의를

입도록 하라
13)
는 내용으로 상류계층에서부터 천민

에 이르기까지 액주름포를 착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액주름포는 총 18분묘의 36점이

있다. 시기별로 보면 15세기 1건, 16세기 14건, 17세
기 3건으로 모두 조선 초중기 유물이며, 착용자는 문

관이 많으나, 무관과 지방의 문무관직인 외관직도

있어 문무관 모두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관이었던 벽진 이씨의 액주름포 중 소매가 철릭과

같이 탈착식인 것이 있어 무관용은 유사시에 편리하

게 착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표 1).
종합해 보면 액주름포는 조선 초중기에 상류층에

서부터 천민층까지 편복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겨

드랑이 아래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인 포라 할

수 있다.

2. 액주름포의 형태적 특징
액주름포는 조선시대 편복포의 하나로 깃, 소매, 

고름의 형태에 있어서는 시대별 복식의 특징을 공통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깃의 형태는 같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포

라 하더라도 깃은 시대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가

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다른 포와의 차이점으로 첫째, 대부분의 포는 무

가 겨드랑이부터 도련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반

해 액주름포는 겨드랑이 아래 사다리꼴의 무가 있고

그 아래 큰 무로 나누어 절개선이 들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는 주름으로 사다리꼴 무와 그 아래 무

사이에 주름이 잡혀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가 여러 개로 나누어 있으므로 허리 옆선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무의 연결부위에 있는 주름

으로 인해 도련선이 플레어져 포의 형태가 자연스럽

게 아우어글래스 라인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특

징으로 남자용의 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복포에

비해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깃은 칼깃이 주를 이루는데, 칼깃이면서 중

간에 박음선이 들어있는 이중깃, 같은 칼깃이라도

깃머리가 둥근 형태이거나 좀 더 날카로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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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출토 액주름포 착용자 및 형태 특징

　 이름 생몰년도 관직 깃형태 주름
소매

형태

홑겹

누비
삼각무 트임 고름 형태

15C
전주 이씨

이계윤
1431～1489 외관직 칼깃 외주름 - 겹누비 - - -

16C

경주 이씨

이정온
1481～1538 문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 -

남양 홍씨 1550년대　 무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옆트임

1쌍-짧은고름

1쌍-긴고름

칼깃 외주름 통수형 겹 삼각무 - 2쌍-짧은고름

나주 정씨

정응두
1508～1572 문관 이중깃 외주름 통수형 겹 삼각무 옆트임 2쌍-짧은고름

고령 신씨

신언식
1519～1582 문관 칼깃 맞주름 통수형 누비 삼각무 - 1쌍-긴고름

고령 신씨

신여관
1530～1580 외관직 칼깃 외주름 통수형 겹 삼각무 - 1쌍-긴고름

벽진 이씨

이석명
1513～1583　문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옆트임 -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 1쌍-긴고름

성주 이씨

이언충
1524～1582 문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홑 - - 1쌍-짧은고름

벽진 이씨 1585 무관

이중깃 외주름 통수형 솜 삼각무 _ -

칼깃 외주름 탈착형 솜누비 삼각무 옆트임 -

- 외주름 - 솜누비 삼각무 - -

칼깃 외주름 - 솜누비 삼각무 - -

광주 이씨

이언웅
1580년대 -

칼깃 외주름 통수형 누비 삼각무 - -

칼깃 외주름 두리형 겹 삼각무 - 1쌍-긴고름

칼깃 외주름 통수형 홑 - - 1쌍-짧은고름

진주 류씨 16C 중후반 무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 1쌍-긴고름

고성 이씨

이응태
1556～1586 -

칼깃 외주름 통수형 홑 - - 1쌍-짧은고름

칼깃 외주름 두리형 홑 - - 1쌍-긴고름

청송 심씨

심수륜
1534～1589 문관 칼깃 외주름 두리형 겹 삼각무 - 1쌍-긴고름

단양 장씨 16C 말 -

칼깃 외주름 통수형 겹 삼각무 - -

칼깃 맞주름 통수형 솜 삼각무 옆트임 -

칼깃 맞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 1쌍-짧은고름

연안 김씨

(女)
중종～선조 문관 칼깃 외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 -

17C
동래 정씨

정휴복
1529～1604 문관

칼깃 외주름 두리형 솜누비 삼각무 - -

칼깃 맞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옆트임 -

칼깃 맞주름 통수형 솜누비 삼각무 옆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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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황조, op. cit., p. 48.
15) Ibid, p. 52.

<표 1> 계속

　 이름 생몰년도 관직 깃형태 주름
소매

형태

홑겹

누비
삼각무 트임 고름 형태

17C

풍양 조씨

조경
1541～1609 문관

칼깃 맞주름 통수형 겹누비 삼각무 - -

칼깃 맞주름 통수형 겹누비 삼각무 - 1쌍-긴고름

칼깃 맞주름 통수형 겹누비 삼각무 - -

진주 강씨

강대호
1541～1624 문관

둥근

칼깃
외주름 둥근배래 겹 삼각무 뒤트임 1쌍-짧은고름

둥근

칼깃
외주름 둥근배래 겹 삼각무 옆트임 -

둥근

칼깃
외주름 둥근배래 겹누비 삼각무 옆트임 -

둥근

칼깃
외주름 둥근배래 겹누비 삼각무 옆트임 1쌍-긴고름

둥근

칼깃
외주름 둥근배래 겹누비 삼각무 옆트임 -

출처: 이황조, op. cit., pp. 46-62 참고.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14).

둘째, 홑이나 겹으로 된 것, 솜을 둔 것, 겹으로 누

빈 것, 솜을 두고 누빈 것 등이 있었다. 
셋째, 소매의 형태는 통수형, 두리형, 탈착형이 있

었는데, 시기적으로 후대로 갈수록 배래가 전체적으

로 둥근 형태로 바뀌었다. 탈착형은 벽진 이씨 묘 출

토 액주름에서 볼 수 있으며, 철릭과 같이 소매의 중

간이 떨어져 있어 매듭단추로 여밀 수 있는 형태였

다15).
넷째, 무는 몸판의 옆 부분에 달아 폭을 여유 있

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액주름포에는 겨드랑이

아래 사다리꼴 무와 그 아래 길의 옆선에 붙는 큰

무, 그리고 삼각무가 있었으며, 유물마다 조금씩 다

른 조합이나 형태로 달려 있었고 삼각무는 없는 경

우도 있었다.
다섯째, 주름은 액주름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

로 진동아래 사다리꼴 무와 큰 무를 연결하는 부분

에 잡아 무위의 사다리꼴 무와 연결하는 부분에 잡

았다. 주름은 외주름 또는 맞주름의 형태가 있었다.
여섯째, 고름은 2쌍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함

께 있거나 2쌍의 짧은 고름만 있거나 1쌍의 짧은 고

름만 또는 1쌍의 긴 고름만 있는 경우로 다양하였다.  
일곱째, 포의 트임은 뒤가 트이거나 양옆이 트인

경우와 트임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주름포는 칼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름과 트임, 홑겹누비의 종류

와 삼각무의 유무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며, 
소매는 후대로 갈수록 둥근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겨드랑이 아래 무와 그 아래 큰 무의

연결 부위 주름은 공통적으로 보여졌으며, 주름으로

인해 옆선이 퍼지고 도련이 플레어지는 공통적인 특

징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출토된 유물 중 시

대별로 다른 유물과 액주름포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15세기 유물 1점, 16세기 유물 4점, 17세기 유

물 3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오래된 액주름포 유물은 이계윤(1431～1489)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15세기 액주름포를 알 수 있

는 유일한 유물이다. 형태는 반만 남아 있는데 누비

이며 칼깃이 달려 있고 고름은 소실되어 알 수 없는

형태이다. 진동아래 무와 그 아래 사다리꼴 무의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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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계윤 액주름포. 
출처: 이황조(2006), “조선

시대 액주음의조형적특

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9

<그림 2> 남양 홍씨 액주름

포. 출처: 이황조, op. cit.,
p. 115.

<그림 3> 정응두 액주름포. 
출처: 이경희(2003), “조
선시대 액주름포에 관

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2.

<그림 4> 벽진 이씨 액주름

포. 출처: 이경희, op. cit., 
p. 87.

<그림 5> 심수륜. 액주름

포, 출처: 이황조, op. cit.,
p. 154.

<그림 6> 정휴복. 출처: 이
황조, op. cit., p. 131.

<그림 7> 정휴복. 액주름

포, 출처: 이황조, op. cit.,
p. 133.

<그림 8> 강대호. 액주름포, 
출처: 이황조, op. cit., p. 
143.

부분에 주름을 잡아 연결하였고, 삼각무는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1). 16세기 유물로〈그림 2〉는
남양 홍씨(1550년대)의 액주름포이며, 앞길이 길고

뒷길이 짧은 독특한 형태이다.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을 탈 때 편리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깃이며 겨드랑이 아래 사다리꼴의 무가

있고 그 옆에 삼각무가 있으며 아래 무에 주름이 잡

혀 있다.〈그림 3〉은 정응두(1508～1572) 묘에서 출

토된 것으로 깃 중간에 바느질 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중깃이고 사다리꼴 무와 삼각형 무가 있으

며, 그 아래 주름 잡은 큰 사다리꼴 무가 있다. 겉고

름은 2쌍이며 속고름은 한쌍이다. 문관의 것으로 16
세기 액주름포의 공통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벽진 이씨(?～1585)의 액주름 중 하나로

양 소매 중간에 매듭단추를 달아 소매를 탈착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칼깃이 달려 있으며 양옆에

트임이 있다. 큰 무의 윗부분에 잔주름을 잡아 사다

리꼴 무와 연결하였다.〈그림 5〉는 심수륜(1534～
1589)의 액주름포로 칼깃이며 겉고름이 길어 허리에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17세기 유물로 정휴복(1529～1604) 묘에서 출토된

액주름포 3점 중〈그림 6〉은 정휴복의 것으로 보이

며 칼깃에 두리형 소매이며 솜을 두어 누빈 포가 있

다. 이 포는 상하의 비율이 1:1인데 비해〈그림 7〉의
포는 허리아래 부분의 비율이 커 같은 착장자라도

포의 길이와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강대호(1541～
1624)의 액주름포는 둥근 칼깃이며 진동아래 사다리

꼴 무와 삼각형 무가 있고 그 아래에 사다리꼴 무에

주름이 잡혀 있다. 그리고 고름의 길이가 길어 가슴

에 한 바퀴 돌려 묶을 수 있는 형태이다(그림 8). 
시대별로 특징적인 액주름포를 살펴본 결과, 액주

름포의 공통적인 특징 외에 탈착형 소매, 앞길보다

뒷길이 짧은 형태, 고름을 가슴에서 한 바퀴 돌려 매

는 형태,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소매통이 둥글어지

고 포의 상하 비율에서 하의 비율이 길어지는 특징

을 발견하였다. 

3. 액주름포의 응용 사례
액주름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액주름포를 응용한 디자인은 많지 않

았다. 현대 서양복에 활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

웠으며, 일부 한복업체에서 여성용 포와 어린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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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자인한 예와 한복연구모임에서 제작한 작품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료는 2005년 이후 자료로 한

정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림 9〉는 대표적인 한복업체인 ‘담연’에서 제작

한 액주름포로 겨드랑이 아래 액주름과 그 아래 무의 
연결 부위에 잡힌 주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벽진 이씨의 액주름포에서 볼 수 있는 탈착형 소매

형태와 매듭단추로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그

림 10〉도 ‘담연’의 작품으로 깃의 끝 부분에 두 줄의

박음선이 들어간 이중깃 형태로 액주름포의 깃 특징

을 살린 전통복식에 충실한 디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1〉은 어린이용 액주름포로 겨드랑이 아래

주름과 무과 있고 어린이들이 움직일 때 고름이 잘

풀리지 않도록 돌림고름으로 달았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이러한 돌림고름은 어린이 복식의 특징이기도

 

<그림 9> 액주름포. 출처: 
http://ellies.egloos.com/
4457644, 검색일: 09.08. 
03.

<그림 10> 액주름포. 출처: 
http://damyeon.com-2007 
image book, 검색일: 09.08. 
18.

<그림 11> 어린이 액주름포. 
출처: http://www.myungjuna
bee.co.kr, 검색일: 09.08.16.

<그림 12> 액주름포. 출처:
http://blog.naver.com/jji
negg1004/140049565395,
검색일: 09.08.28.

<그림 13> 액주름포. 출처: 
http://cafe.daum.net/narag
ung/KnhU/4, 검색일: 09. 
08.16.

<그림 14> 자수액주름포. 
출처: http://mywedding.design.
co.kr/in_magazine, 검색일:
09.08.16.

<그림 15> 누비 액주름포. 
출처: http://blog.naver.com/ 
cys2111/30030146893, 검색

일: 09.08.28.

<그림 16> 액주름포 변형.
출처: http://cafe.daum.net/
naragung/KnhU/5, 검색일:
09.08. 16.

 

하지만〈그림 5〉와〈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액주

름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전통의 형태를 잘 응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그림 12〉는 모시 액주름포로

역시 여성용이며 전통적인 칼깃 형태에 가늘고 긴

고름을 달아 여미도록 구성하였다.〈그림 13〉은 여

성용 액주름포로 겨드랑이 아래 주름을 잡고 무의

윗부분에 주름을 잡아 연결시킨 전통형태이다. 길과

고름의 색을 달리한 전통형태를 고증하였으나, 전체

적인 형태는 오늘날의 두루마기에 가까우며 고름 역

시 오늘날의 두루마기나 여자 저고리에 알맞은 형태로

넓고 길게 응용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그림 14〉는
신부 예복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다리꼴 무와 큰 무

사이에 주름을 잡고 앞판에 자수 장식을 하여 화사

하게 디자인하였다.〈그림 15〉 역시 신부 예복으로

디자인된 액주름포인데 누비 소재를 이용하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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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을 대 방한용으로 구성하였다. 소매 끝동의 색을

다르게 하고 은박을 찍어 장식하였으며, 옆선의 액

주름이 특징이다.〈그림 16〉은 액주름포의 변형 디

자인으로 전통형태와 달리 소매 없이 액주름과 무를

달아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색채면에서 고름을

제외하고는 단색으로 구성된 전통 액주름포와 달리

무와 길, 액주름, 고름의 색을 달리한 것에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액주름포 응용 디자인을 찾아 보

았는데 전통 형태에 가깝게 디자인한 경우가 많았으

며, 공통된 특징으로는 겨드랑이 아래 무와 그 아래

큰 무 연결부분의 액주름이었다. 또 다른 공통된 특

징은 칼깃의 형태가 보여지며 조선시대에는 남성이

착용하는 포였으나 현재에는 여성예복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액주름포가 가지는 여

성적인 실루엣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여성용 포로

디자인되면서 자수를 장식하거나 색채 면에서 전통

액주름포와는 달리 길과 사다리꼴 무, 큰 무의 색을

달리한 경우, 소매 없이 구성한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Ⅲ. 액주름포를 응용한 여성복 디자인
전통 액주름포의 특징과 현대에 응용된 액주름포

의 특징을 종합하여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30
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용 원

피스 3벌과 재킷 2벌을 디자인하였다. 액주름포의

공통된 특징인 사다리꼴 무와 큰 무의 연결 부위에

잡힌 주름은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5벌 모두에

공통적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서양복 패턴을 사용하

여 제작하므로 겨드랑이 아래 무는 프린세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사각형의 형태로 구성하고 주름

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무 전체에 주름을

잡고 아래의 큰 무와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주름을 잡

아 형태적인 특징을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프린세

스 라인과 허리에 액주름으로 인해 허리선이 강조되

고 도련선이 플레어지는 실루엣은 착용자를 슬림하

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고름을 이용하

여 여미는 형태로 품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색채는 오방색에 속하면서 현대복식에서 선호되

는 검정과 흰색을 각각 겨울용, 여름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소재는 전통소재가 아닌 실용적인 혼방 직물로

여름용 원단은 한지 느낌이 나는 소재를 선택하였

고, 겨울용으로는 누비유물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혼방 누빔 원단을 사용하였다.
디테일은 칼깃을 주로 하되 폭을 좁게 하거나 형

태를 반전시키거나 비대칭으로 한쪽 만 달아 변화를

주었다. 여밈은 모두 고름을 사용하였고 소매의 길

이는 여름용은 민소매에서 7부 소매로, 겨울용은 긴

소매와 탈착용 소매로 디자인하였다.

1. 작품 1

가장 오래된 유물인 15세기 이계윤의 액주름포를

응용하여 삼각무 없이 옆선의 무에 주름을 잡고 그

아래 큰 무의 연결부분에 주름을 잡아 디자인하였

다. 무 부분을 프린세스 라인과 연결시켜 날씬해 보

이도록 하였고, 여름용이므로 소매는 반소매로 구성

하였다. 여밈은 전통 고름 형태로 하였으며, 깃은 좁

은 칼깃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2. 작품 2

17세기 유물인 정휴복의 액주름포를 응용하여 큰

무의 폭을 나누어 구성하였고, 삼각무를 달아 액주

름포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여름용 원피스로

깃은 생략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7부 소매에 여밈은

고름으로 앞 중심 윗부분에 달아 포인트를 주었다.

3. 작품 3

액주름포의 특징을 종합하여 공통적 특징인 칼깃

을 겉으로 나오는 길에만 비대칭으로 달고 왼쪽의

주름이 앞에서 많이 보이도록 비대칭으로 구성하여

변화를 주었다. 겨드랑이 아래 무와 큰 무 사이에 주

름을 잡아 연결하였고 고름으로 여몄으며, 민소매로

구성하여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4. 작품 4

액주름포의 특징인 칼깃과 액주름, 큰 무의 주름

을 살려 겨울용 재킷으로 디자인하였다. 칼깃이 목

둘레에 잘 맞도록 짧게 구성하였고, 액주름 갯수를

적게 잡아 옆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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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Fabric Color

액주름, 칼깃, 주름잡은 큰 무 면/레이온/ 폴리 혼방 White

도식화 작품 사진(Front/back/detail)

      

<그림 17> 작품 1.

Point Fabric Color

액주름, 삼각무, 무, 고름 면/레이온/ 폴리 혼방 White

도식화 작품 사진(Front/back/detail)

      

<그림 18> 작품 2.

Point Fabric Color

비대칭의 액주름과 칼깃, 고름 면/레이온/ 폴리 혼방 White

도식화 작품 사진(Front/back/detail)

      

<그림 19> 작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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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Fabric Color

칼깃, 액주름, 주름 잡은 큰 무 폴리 혼방 누비 원단 Black

도식화 작품 사진(Front/back/detail)

    

<그림 20> 작품 4.

Point Fabric Color

칼깃 변형, 탈착형 소매, 삼각무 폴리 혼방 누비원단 Black

도식화 작품 사진(Front/back/detail)

   

<그림 21> 작품 5.

여밈은 짧은 고름 형태로 고정하였다.

5. 작품 5

탈착형 소매가 특징적인 벽진 이씨의 액주름포를

응용한 겨울용 재킷 디자인이다. 칼깃의 위아래 방

향을 바꿔 달고 액주름과 삼각무, 큰 무 위에 주름을

잡았다. 작은 고름으로 여미며 소매는 매듭단추로

연결하여 떼거나 붙일 수 있으므로 반소매 또는 긴

소매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Ⅳ. 결  론
액주름포는 조선시대 초중기에 왕에서부터 천민

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된 편복포이다. 
겨드랑이 아래 주름이 있어 한자로는 액추의, 방습
아, 액주음 등으로 표기되었고, 우리말로는 액주름이

라 불리웠다.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칼깃이 주를 이

루면서 깃 중간에 바느질선이 있는 이중깃의 형태나

깃머리의 둥근 정도가 유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

으며, 겨드랑이 밑의 무와 큰 무 사이에 주름을 잡은

액주름과 삼각무가 특징적이었다. 소매는 통수형, 
두리형, 그리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탈착형이

있었다. 고름은 긴고름과 짧은 고름이 1쌍 또는 2쌍
으로 달렸는데, 일부 유물에서는 소실되어 달려 있

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홑이나 겹, 겹누
비, 솜누비, 솜만 둔 경우가 있어 계절에 맞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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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응용된 액주름포는 서양복에 접목시킨 경

우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전통 형태 그대로를 이용하

여 여성용 포로 제작하거나 어린이용 예복으로 구성

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색채나 장식 등에 변

화를 준 디자인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특징적인 형태미를 가지고 있는 액주

름포를 응용하여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원피스와 재킷을 디자인하므로 전통복

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

는 복식을 제작하여 전통복 이미지의 현대화를 모색

하고자 하였다. 액주름포는 겨드랑이 아래 부분의

주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허리선이 들어가 보이고, 
치마 부분이 퍼져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이루게 되

므로 여성의 원피스에 활용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

었으며, 포의 본래 용도 중 하나인 보온성을 살려 허

리선이 들어간 재킷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디자

인은 대상 연령대의 체형을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름으로 여미는 디자인의 경우 필요시 품

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호할 만한 디자인

이라 사료되었다. 원피스 디자인은 가볍고 비치는 흰

색 소재를 이용하여 여름용으로 3점을 제작하였고, 
재킷은 검정 누비원단을 사용하여 겨울용으로 2점
을 제작하였다. 액주름은 5점 모두에 적용하였고 칼

깃과 탈착형 소매, 액주름과 고름 등의 요소를 활용

하여 작품마다 특징 있게 디자인하였다.
다양한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복

식을 응용한 디자인 작업은 전통복식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액주름포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출토 유물에 대한 연

구와 함께 전통복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액주름포와 같이 현대 디자인에 응용할 수

요소를 지닌 복식을 연구하고 조형적 특성을 살려

디자인하는 작업은 전통복 이미지의 현대화에 꼭 필

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부자 (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 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 15호.
김경희 (2007). “중년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직접

계측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김영숙 (1999).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 복식연구.” 세종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미경 (2004). “심수륜 묘 출토 복식, 심수륜 묘 출

토 복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세종실록 권 112, 28년 5월조.
이경희 (2003). “조선시대 액주름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2000). “이석명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은주 (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

찰.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

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이황조 (2006). “조선시대액주음의조형적특징.” 단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