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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한국 전통신발의 2D데이터베이스 구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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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search materials of Korean traditional shoes have so far been mainly literary explanations or plane pictures
expressed on the basis of the explanations and photographs of incomplete forms of relics excavated and it makes us have
difficulty in observing them visually and producing products with them by design application.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database of literal data of Korean traditional shoes and visual data using 3D in order to make
the foundation of developing culture industry contents using Korean traditional shoes.
According to the initial research plan. first. it analyzed and arranged the Korean traditional shoes into period. sex and func-
tion as the research goals of the first year. categorized the form. composition. materials. patterns. and colors of traditional
shoes and then database of the materials was performed with text. Second. visual image materials including forms. com-
position. materials. patterns. and colors of traditional shoes were established as database with scanner. digital camera and
computer 2D. Results of such a database will be able to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s which can be the foundation of
culture industry contents development of traditional shoes and be the materials for developing digital culture contents of
traditional shoes and teach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shoes, Cultural Contents, Text, Digital Camera, Two-Dimension(2D), Three-Dimen-
sion(3D)

1. 서 론

오늘날의 문화산업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은 그리 높지 못한 수준인데 이는 콘

텐츠 개발에 필수적인 인문학적 토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들도 콘텐츠 개발자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중국의 전통신발을 문화상품의 중요한 콘텐츠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전통신발의 구성법을 응용하거나 소재. 문

양 등을 응용하여 트랜드화한 문화상품을 뉴욕을 비롯한 전 세

계 시장에 출시함으로서 중국전통신발을 응용한 문화상품은 전

세계인의 실생활에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문화상

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신발경제에도

엄청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전통신발은 문화 콘텐츠로서 가장

활발하게 수용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작 현장

에 도입되어 쓰일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자료 정리

가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한국 전통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

구를 보면 대부분이 전통복식이나 장신구 등은 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 자료가 비교적 많으나 문화상품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전통신발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미비하다. 한국 전통복

과 전통장신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에 많은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를 바

탕으로 현재는 전통복식과 장신구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된 콘테

츠 개발이 비교적 다양하게 되어있다. 고려시대 전통복, 디지털

콘텐츠 개발, 조선 궁중여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글로브

인터랙티브), 한국전통 머리모양새와 치렛거리 디지털 콘텐츠개

발(중앙대학교), 근대기생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한국방송통신대

학교), 한국의 전통장신구(숙명여자대학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통신발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단행본은 거의 없으며 몇 편의 학위논문과 학

술지 발표 논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자료 들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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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헌의 해석과 발굴 자료의 사진 등을 분석함으로서 전통신

발의 변천사나 형태와 기능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박수자,

1968; 고경숙, 1981). 또한 발굴 유물과 문헌을 비교하여 조선

시대 전통신발의 형태와 문양이나 색상에 대해 연구한 것 등이

있다.(조진애, 1987; 김지희, 1988) 전통신발장식의 정도를 문

헌에서 분석하여 신분의 정도를 추측한 연구자료(오희경, 1982),

전통신발을 도자에 응용한 연구자료(우영민, 1997), 옛 문헌을

분석한 조선시대 남자신발에 대한 연구자료(곽경희, 2003) 등

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통신발의 연구 자료는 지나치

게 미비하여 축적된 자료가 거의 없으며 전통신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 혹은 교육적 자료로서도 지나치게 부족하여

전통신발에 대한 자료 축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국전통신발의 연구 자료들은 주로 문헌

고증의 문자적 설명이나 설명에 따라 표현된 평면적으로 그린

그림과 발굴 유물들의 불완전한 형태의 평면 사진 등으로 자료

들이 구축되어 있어 시각적 관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응용 디자인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3D를 이용하여 입

체적으로 복원되어 완성된 전통신발이미지가 필요하며 3D를

이용한 입체적 이미지 자료는 전통신발을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전통신발에 대한 문자적 자료와 3D를 이용한 시각적 자료

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목적은 다음 2차년도 연구목

적인 한국전통신발의 3D 입체적 이미지 자료 구축을 위한 기

초자료인 2D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고자 한다.

1차년도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통신발을 신발의 형태, 구성방법, 재질, 문양, 색

상, 용도 등을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여 문자(Text)로 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 한다.

둘째.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전통신발의 원형을 부분적

으로 상세하게 촬영하여 컴퓨터 2D와 3D를 위한 기본 자료로

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셋째. 컴퓨터 2D 그래픽을 이용하여 3D 원천자료인 시각적

이미지 자료를 완성한다. 신발의 형태를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앞면, 후면, 윗면, 바닥 등 전통신발의 형태, 구성방법,

문양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를 데이

터베이스화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결과는 전통 신발 문화산업의 콘텐츠 개

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신발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개발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한국전통신발을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원형신발을 부분

적으로 상세히 촬영저장하고 컴퓨터 2D그래픽 기법으로 한국

전통신발의 2D이미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신발의 형태, 구성방법, 재질, 문양, 색상, 용도 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한국전통신발의 기원 및 종류의 이론적 배경을 살

펴보았다.

2.1. 문화콘텐츠의 개념 및 활용방안

문화콘테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다. 문화예술과 교육, 스포

츠, 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상품의 생

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영상, 음반, 비디오물, 게

임물, 출판, 미디어, 문화재, 캐릭터,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

품, 전통공예품 관련산업, 기타 전통의상, 전통식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을 망라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 경

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의 개혁을 위한 촉매재의 역할을 수

행할 것이며 또한 문화유산을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변화시킨다.

이에따른 문화상품에 대한 일반적 의미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정

의 한 것을 살펴보면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

써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분야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넓은 의미로서

는 문화산업의 결과물인 문화상품은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

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최종 결과물로서 문화적 부가가치

가 높은 아이디어 및 기술집약적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적 협의의 의미로는 한국적인 소재, 표현기법, 제작기술을 차용

한 공예 분야, 생활 문화상품, 미술품 복제, 캐릭터 상품 등의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소재를 상품화 하는 것에

는 특히 경제적 가치, 시대적 정서와 가치, 심미적 가치 기준

으로 재해석 하여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Table 1

과 같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전통신발의 기원과 착용계층에 따른 분류

2.2.1. 전통신발의 기원

Table 1. 문화콘텐츠 산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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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고시대의 신은 화(靴)와 이(履)등의 한자로 표기되는

데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를 총하여 신어 왔음이 쌍영총(雙楹塚)

벽화나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등에 나타나있다. 화는 목

이 긴 신으로 방침(防浸), 방한(防寒)에 적당하여 북방민족이 많

이 착용한 신이고 이는 운두가 낮은 신으로 남방민족의 신이었

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두 종류가 거의 상고시대부터 계속 혼

용되었다는 것은 국토가 그리 넓지 않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족이 북방민족이라고 생각할 때 한국

고유의 신은 목이 긴 화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박수자, 1968).

우리나라의 신은 삼국 시대의 고분 벽화와 출토 유물로 미루어

조선 시대까지 그 기본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고대의 한국의

신은 크게 이와 화(靴)로 나눌 수 있고, 靴는 다시 목이 긴 靴와

목이 짧은 靴 둘로 나눌 수 있으며. 履와 관련된 것으로 말(襪),

말요(襪), 화대(靴帶) 등이 있다. 신라 흥덕왕 9년(서기 834년)에

복식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와 말은 남녀 모두 착용했지만.

화와 화대는 남자만, 말요는 여자만 착용했다. 

<해동역사(海東繹史)>에 “고려의 이는 위(韋)로 발에 맞추어

만들어 신었고 묶지 않았으며 천자(賤者)는 우피(牛皮) 귀자(貴

者)는 녹피(鹿皮)를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에 들어와서는 화보다 이를 많이 신은 듯하다. 이는 앞이 얕고

뒤가 높은 모양을 하며 일반서민은 혁리(革履)보다도 초리(草

履)를 많이 신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신은 목이 있는 화와 운

두가 낮은 혜(鞋)와 이로 나뉘어지고 이것은 다시 다양한 재료

에 의해 피혁(皮革製), 초마제(草麻製), 포백제(布帛製), 유제

((鍮製. 놋쇠제품), 지제(紙製), 목제(木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수자, 1968).

2.2.2. 성별에 따른 구분

곽경희(2003)의 조선시대 남자용 혁 포제 신에 관한 연구에

서 조선시대의 신은 화(靴)와 이(履)로 분류하였으며 화의 종류

로는 흑궤자피화(흑궤자피화), 흑사피화(黑斜皮靴), 흑피화(黑皮

靴), 목화(木靴), 협금화(挾金靴), 수화자(水靴子), 전피(화皮靴),

기자화(起子靴), 백화(白靴) 등이 있고 화 안에 착용하는 정(精)

이 있다고 하였다. 운두가 낮은 신의 종류로는 석(석), 삽혜(삽

혜), 흑피혜(黑皮鞋), 태사혜(太史鞋), 당혜(唐鞋)와 운혜(雲鞋),

비혜(鼻鞋), 발막신, 유혜(油鞋), 분투혜(分套鞋)와 투혜(套鞋), 피

초혜(皮草鞋), 승혜(僧鞋)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선 후기 혜에서

표현된 각지고 뽀족한 코 부분에서 뒤축으로 이어지는 신울타

리의 날렵한 곡선미는 조선후기 복식 전반에 나타나는 배래선,

섶선,깃의 둥글려진 부분, 치마의 윤곽선 등의 곡선미와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곽경희, 2003).

남자용 전통신발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신으로 신의 울타리는

흰색, 옥색, 검정색, 회색 등으로 비단이나 쟁피로 몸체를 만들

고 울타리 윗부분인 착휘는 개가죽으로, 도리는 마피로 만들었

으며 장식을 놓지 않은 것이 특징인 외코신과 신코에 장식이 있

는 남자 신으로 화려하며 사대부들의 마른 신이다. 신의 운두(雲

頭)가 깊지 않고 둘레의 울에 무늬가 없는 비단이나 양피(羊皮)

를 대서 만들었다. 발막신과 함께 남자 마른신의 대표적인 신으

로 사대부의 나이든 사람이 평복에 신었고 조선의 말기에는 왕

도 평상복에 신었다. 가죽신에 천으로 겉을 대었고 뒤축에는 흰

무늬를 새겨 넣은 태사혜(太史鞋)가 있으며. 발막신은 마른신의

하나로 흔히 상류계급의 노인들이 신어 “발막”이라고 하였다. 뒤

축과 코에 접합한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였으며 가죽조각을

대고 경분(염화제일수은)을 칠하였다. 발막신은 외코신과 그 형

태가 흡사하며 신코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단조로운 것이 특징

이며 가죽신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여 만들었다.

여자용 전통신발에는 당혜(唐鞋)가 있는데 당혜는 당초문(唐

草紋)을 수놓은 것이나 무늬가 있는 비단을 신 둘레에 두른 관

계로 당혜라 하였다. 당혜는 신코와 뒤축에 눈을 새겨 붙이며.

도리는 백마피(白麻皮)로 둘렀고 울타리와 눈은 여러 가지 색

으로 배색하였다. 또한 운혜(蕓鞋)는 조선 여인들이 신던 마른

신이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신이었다. 앞코가 제비부리처럼 생

겼다고 해서 제비부리신이라고도 불렀다. 바닥은 가죽을 댔으

며 겉은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고 그 안은 융을 대었다. 수혜(繡

鞋)는 꽃신 이라고도 불렀다. 이 꽃신은 검은 비단에 꽃무늬가

있으며 이 화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수혜를 만드는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자기 취향에 맞는 꽃무늬를 선택하

기도 했다. 이것은 마른신의 일종으로 신코를 아름답게 보이도

록 초록색으로 장식하였다. 궁혜(宮鞋)는 궁중여인들이 신던 신

이었다. 이것도 마른신으로 안은 융같이 푹신한 재료로 하고 거

죽은 여러 색으로 화사한 비단으로 백비하여 만든 다음 바닥에

는 징을 박아 만든다. 남녀 공용 전통 신발로는 진신(유혜)이

있는데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 신던 가죽신. 바닥에 징을 달

아서 징신이라고 하기도 하며 비오는 날(진날)에 신는 신이라

고 하여 진신이라 이름 붙여졌다. 가죽에 들기름을 입혀 방수

가 되게 했고 바닥에 있는 징은 진흙이 신발에 묻는 것을 방

지하는 역할을 하고, 유혜(油鞋)라고도 한다. 박만인(1983)은 우

리나라 나막신에 관한 고찰에서 나막신은 나무를 깎아내어 만

든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 여자용 신의 형태는 당혜, 운혜

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것은 운두가 얕고 앞코가

뾰족하면서 살짝 올라간 형태이다. 여자용 신은 고구려 벽화에

서 보았던 이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남자용 신에 비하여

신 울타리가 낮은 형태로 앞코에서 뒤축에 이르는 부분이 부드

러운 곡선 형태를 이룬 것은 변화가 없고, 다만 조선후기에 들

어와 앞코가 뾰족하면서 도톰한 형태로 되었다고 본다. 나막신

은 나무로 만든 신발을 나막신이라고 하며 목격지, 목격, 나무

신이라고도 한다. 나막신의 종류에는 굽이 있는 것과 굽이 없

는 것이 있으며 굽이 있는 것은 주로 비나 눈이 올 때 신는

신발이며 아이들의 나막신에는 채색(彩色)을 하기도 했다. 

2.2.3. 신분에 따른 구분

오희경(1982)은 조선조 화혜(靴鞋)공예에 관한 고찰에서 신

을 신분에 따라 장식성이 다르다고 하여 나누고 있는데 신의

종류로는 신분에 따라 太史鞋, 塵皮鞋, 挾金鞋, 唐鞋, 雲鞋, 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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鞋, 草履, 皮草鞋, 麻鞋, 紙鞋 등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특정한

용도에 따른 것으로 曷, 木靴, 水鞋子, 木履, 油鞋, 鍮鞋, 分套

革, 套鞋, 憎鞋, 白鞋, 祭鞋, 삽혜(鞋), 妓鞋, 노파리, 털신, 설피

(雪皮), 설진(雪震), 썰매 등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신분

상으로 전통 신발을 구분하면 초혜(草鞋)는 짚신을 말하며 서

민들이 신던 일반적인 신발이었다. 짚신은 대개 26~30개의 총

을 세워 만들며 고운 짚신이란 왕골, 부들 등을 가늘게 꼬아서

촘촘히 삼은 고급짚신이며 엄짚신은 볏짚으로 만든 것으로 상

제가 초상(初喪)때 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신기도 했으며 이때

신는 짚신을 간이라고 불렀다. 마혜(摩鞋)는 삼껍질을 모아서

만든 신발로 짚신보다는 고급이기 때문에 유생이나 중인층에서

주로 신었으며 일명 미투리라고 했으며 이 신은 총을 50~60개

세워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날씬했다. 총(銃)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종이를 꼬아서 만든 것을 지총(紙銃), 가죽을 잘라서 만

든 것을 피총(皮銃)이라고 했으며 절에서 신던 것을 절치라고

했고, 갈근 섬유로 만든 것을 치신이라고 불렀다. 목화(木靴)는

관원들이 신던 신으로 당상관이면 목화 목 부분에 소피(素皮)

를 대었으며 발목 앞쪽에 흰 선을 한 줄 둘렀다. 목화는 목이

길고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후기에는 바닥은 나무이고 목은

천으로 되었으며 검은 융 같은 천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 붉

은 띠를 두른 반장화 같은 목화를 조복, 제복으로 사용하였다.

협금혜(挾金鞋)는 일명 놋갖신 이라고도 하는데 1.2품의 당상

관(堂上官)이 주로 신었으며 신 밑에는 많은 징을 박았고 형태

는 태사혜와 같다. 승혜(僧鞋)는 승려들이 신던 마른신으로 일

명 흑혜(黑鞋)라고도 했고 융을 주재료로 했기 때문에 푹신한

것이 특징이며 밑바닥은 단창이고 형태는 포혜(佈鞋)와 비슷하

였다. 적역(赤易)은 일명 주이(侏易)라고 하며 고려 때부터 신어

왔는데 이 신은 왕과 왕비만이 신는 유일한 의식용 신발로 왕비

가 신는 역(易)은 혜(鞋)형태의 신이고 왕이 신는 것은 화(靴)형

태의 신이 없는 외코신이며 검은색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었

다. 투혜(套鞋)는 추울 때나 눈 비올 때 추의를 막거나 신을 보

호하기 위해 신던 덧신으로 이것의 사용은 태조실록에서도 보

통 때는 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추운 날 궁정 뜰에서 조

회할 때와 영송행사(迎送行事)때에만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병이 있는 연로한 자가 이를 신기를 원하면 신는 것을 허락한

점으로 보아 특별한 경우에만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3. 조형적 특징에 따른 분류

2.3.1. 형태 및 제작방법

이경자 외(2005)의 연구 자료에서 한국전통신발의 세부도(細

部圖)에서 형태와 구성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태사혜의 소재

는 실크와 가죽이 사용되었다. 남자용으로는 검정색 실크로 신

발전체를 만들고 앞코와 뒷축 겉면에 흰색 가죽으로 테사무늬

를 만들어 아플리케형식으로 붙여 만들었으며 소년이 사용한

테사혜는 초록색의 실크와 붉은 가죽이 사용되었다. 운혜에 사

용된 소재를 보면 가죽과 실크이며 여성용은 꽃무늬로 짜여진

실크를 사용했으며 신발의 코끝은 가죽이 사용되었다. 고무바

닥은 이랑무늬와 요철(凹凸)무늬를 사용하여 오목볼록하게 만

들었다. 소녀용은 격자(格子)무늬로 짜여진 핑크색의 실크가 사

용되었으며 앞코와 뒷축은 초록색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뒷축

의 중심에는 인디고 색상의 구름모양이 붙여져 있다. 짚신은 짚

을 꼬아 만들었으며 발목에 검정 끈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신

발바닥을 둘러 발등을 두르는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신발바닥

은 밧줄형태의 4개의 선을 연결하여 꼬아서 만들어졌다. 징신

은 퍼릴라(perilla)라는 기름으로 방수(防水)가공을 한 가죽으로

만들어 졌으며 신발 바닥에는 징을 많이 박았다. 남자용 징신

의 앞코는 테사혜의 앞코와 같으며 여자용 징신의 앞코는 당혜

의 앞코와 같다. 나막신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신발의 굽은 5-

7센티 정도로 높게 하였는데 이는 비온뒤 진흙 위를 걸을때 사

용되기 위해서 이다. 나막신을 만들때 신발 몸통과 신발 굽을

분리하여 만들지 않고 나무로 신발 몸통과 굽을 연결하여 깍아

만들었다. 굽은 모두 닳아 없어질 때 까지 신었으며 굽이 모두

닳으면 굽만 만들어 붙여 다시 사용하였다. 나막신의 신발문양

은 표면을 파서 문양을 만들거나 패인트 칠을 하여 꽃무늬나

나무 넝쿨 문양을 만들었다. 

2.3.2. 재료

재료는 유형에 따라 가죽, 비단, 마, 초, 목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유형이라도 재료에 따른 차이가 있다. 신에 사용되는 가

죽으로는 홉피, 백마피, 쟁피, 녹피, 비김, 백오피,구피(拘皮), 담

등이 있다. 그리고 미투리에 가죽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는

신분에 따른 재료의 차이가 뚜렷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은 재

료는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와

혼용이 된다. 울타리는 가죽을 뒤집어 사용하였고 신목부분은

청색 무명을 사용하였다. 비단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태사혜, 당

혜, 운혜가 있고 이에는 겨울용으로는 공단, 제변단, 구름운단

이 사용되고 여름용은 숙고사(熟庫紗)나 생고사(生庫紗) 등이 사

용되며 면이나 모를 사용한 목화가 있다. 마로 된 것은 미투리

라 하여. 초(草)로 만든 것은 짚신보다 고급품이며, 초는 다시

고부들과 서민용 볏짚으로 구분이 된다. 나막신은 배나무, 박달

나무, 피나무, 오동나무등이 사용되었으며 오동나무를 가장 고

급품으로 취급하였고 굽아래에(밑창에) 쇠징을 박은 것도 있다.
 

2.3.3. 색상 및 문양

조선에서 관복용인 화(靴)의 색은 왕과 백관용 모두 언제나

흑색이었고 밑창의 옆 부분 즉 창구루 부분은 분칠을 하여 흰

색이었다. 화의 색은 흑색과 백색의 배색으로 이루어졌다. 혜의

색중에서도 관복용인 색은 언제나 흑색이었다. 조선의 혜에서

도 이러한 흑백의 조화를 볼 수 있다. 태사문과 신울타리의 배

색 중에 가죽일 경우 회색, 검정색 울타리에 흰 눈과 흰 테두

리를 두르고 겉감이 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옥색에 남눈, 초록에 자주눈, 검정색에 자주눈의 배색이

있었다. 그 외에 단색으로 흑색, 소색, 징신을 만들 때 쓰이는

기름먹인 가죽의 색인 짙은 갈색 등이 남자용 신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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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1964)의 연구에서 당혜는 당혜의 색으로 특히 홍바탕

에 청문을 놓은 것을 청목댕이, 청바탕에 홍문을 놓은 것을 홍

목댕이라 하였다. 또한 연분홍 바탕에 초록문, 연두색 바탕에

자주문, 노랑바탕에 다홍문, 금향색 바탕에 남색문 등이 있다.

운혜는 가장 다양하게 색이 사용되었으며 운혜의 바탕과 문양

과의 배색은 청바탕에 홍문, 황바탕에 남문, 황바탕에 다홍문,

남바탕에 옥문, 남바탕에 홍문, 홍바탕에 청문 등이 있다. 태사

혜, 진신, 당혜, 운혜 등 신에 나타난 문양은 태사문, 운문(雲紋),

식물문(植物紋)으로 나눌 수 있다. 태사문은 태사혜의 특징인데

이 선문(旋紋)은 특별할 뜻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다만 장식으로

만 한 것이다. 이 선문은 항상 신의 앞과 뒤축에 같이 들어가

고 좌우가 대칭되게 넣었다. 남자용 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선

이 가늘지만 크고 대담하고, 여성용 신에는 작고 아담하여 여

성스럽다. 태사문과 비슷한 선문이 있는데, 후기 신발에서 보이

는 태사문과는 다르다. 선이 좀 더 굵고 대담하며 곡선으로 되

어 있다. 이는 당혜에서 보이는 선보다 더 곡선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선은 18세기 중기에 사용되었던 태사문

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이 형태가 후기에 가서 가늘고 직선적

으로 변하여 태사문으로 정착한 것으로 본다. 운문은 운혜에 들

어가는 특징적인 문양으로 운문의 수를 놓거나 구름 무늬가 있

는 비단을 댄 것이다. 원래 운문은 조선왕조 시대에 가장 애용

되어온 것으로 다른 길상(吉相)문양과 혼용되어 왔다. 또한 운

혜에는 앞코에 대나무 잎사귀 무늬인 죽엽(竹葉)의 무늬가 들

어가고, 뒤축에는 반원형의 뒷머구리를 대고 태극 무늬의 굼벵

이를 붙인다. 식물문으로는 꽃무늬를 들 수 있다. 지문(指紋)으

로 된 것과 비단위에 그리거나 수놓아진 것이 있는데, 유물중

에서는 지문과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당혜는 울타리에 두른 비

단에 꽃무늬가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운혜의 지문에 작

은 꽃잎이 있는 것이고 검은 비단 바탕에 꽃이 그려져 있다.

신에 나타나 있는 문양은 나막신을 제외하고는 작은 꽃무늬가

주를 이룬다. 이는 신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문양이 작아

져서 귀엽고 아담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태사혜는

무늬없는 검은 비단이나 가죽에 백색 선문을 대는 것이 기본이

고, 어린이용으로 연두빛 바탕에 다홍문이나 다홍바탕에 연두

문을 놓았다. 그 외에 남자 신의 배색으로는 옥색바탕에 남문,

검정 바탕에 자주문, 회색바탕에 흰 눈, 초록 바탕에 자주문을

하였다고 한다. 진신은 주로 흑색이나 밤색계통으로 문양의 색

도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용이나 여자용의 것에서 약

간의 변화가 있다.

2.4. 용도에 따른 분류

한국의 화혜류에 관한 고찰에서 신발을 기능상으로 분류하

였다.(고경숙, 1981) 기능상의 전통신발을 분류하면 백혜(白鞋)

는 초상이 났을 때 누구나 신던 흰빛의 신이며 제혜(祭鞋)는

제례가 있을 때만 신는 신으로 일반혜와 비슷하나 운두가 낮고

가장자리에 3정도 띠 같은 흰 선을 대었다. 그리고 발이 벗겨

지지 않도록 양쪽에 끈이 달려 있는데 이 끈을 ‘신들메’, 혹은

‘들매끈’이라고 부르며 흑피에 기가 달리고 선이 넓으면 제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삽혜(鞋)는 궁중에서 신던 신으로 가죽

이나 풀로 만들었으며 앞쪽이 깊고 뒤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내화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노파리는 방한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추위를 막기 위해 융단으로 만들었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노파리는 천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들었다. 백목화(白

木靴)는 국상 때에 왕족이나 관리들이 신던 흰색의 신발로 바

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몸체의 겉은 흰색 광목으로 하고

한쪽은 삼베를 대어 만들었다. 습신(襲-) 은 시체에 신기는 신

을 말한다. 남자 습신의 재료는 공단. 창호지를 사용했고 남색

이며 여자의 습신은 창호지, 비단을 사용하며 연두색이고 갓신

비슷하게 만들었다. 설피는 눈 위에서 신는 덧신으로 미끌어지

거나 눈 속으로 발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준다. 재료는

10년생 정도의 다래나무 넝쿨이나 물푸레 나무, 노가리 나무 등

을 사용했다.

Table 2. 디자인 프로세스

자료수집
한국 전통신발의 이론적 고찰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

원천 자료 확보

한국전통신발의 
Text화 과정

한국 전통신발의 형태, 문양, 구성방법, 소재, 색상 등 Text화

한국전통신발 원형의 한국 전통신발 원형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하여 한국전통신발의

디지털 촬영 데이터베이스화
형태, 문양, 소재, 구성법, 색상 등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디지털사진기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촬영하여 원형이미지 자료 구축

2D그래픽 한국전통신발 원형 
이미지의 복원 과정

한국 전통신발의 원형을 3D 입체 복원을 위하여 2D그래픽으로 한국전통 신발의 형태, 문양 등을

 앞면, 뒷면, 옆면 등의 이미지로 상세하게 묘사된 이미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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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조선시대 문무관료가 관복을 입을 때 신었던 화자(靴

子)가 있으며 사슴가죽으로 만든 녹피혜가 있다. 또한 눈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방한을 위해 짚으로 만든 장화모양의

동구마니가 있으며 나이든 층에서 신은 흑피혜가 있다. 

3. 컴퓨터 2D그래픽을 이용한 한국전통신발

원형이미지 데 이터베이스화 과정

3.1. 디자인프로세스

본 연구의 내용은 2년에 걸쳐 크게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

지 범위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 전통신발을 실물사진, 제작방법, 재료, 문양, 색상,

용도, 해설에 따라 연구 분석하고 텍스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1년차). 

둘째, 국립 민속박물관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

는 12종류의 한국전통신발 실물을 구성형태, 문양, 재질의 특

성을 살리어 컴퓨터 2D에서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또한 신발

의 앞면, 뒷면, 윗면, 바닥으로 구분하여 이미지 형태를 완성

2D 데이터베이스화 한다(1년차).

셋째,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신발 형태의 앞면, 뒷

면, 윗면, 바닥을 컴퓨터 3D에서 실물과 같이 입체화 형상을

완성하여 3D 데이터베이스화 한다(2년차).

따라서 이번 연구는 1년차 연구이므로 연구내용과 과정은 다

음 Table 2의 디자인프로세스와 같다.

3.2. 한국전통신발 원형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구축 결과

3.2.1. 한국전통 신발의 원형이미지 Text화 

현존하는 한국의 전통신발의 전문서적의 스캐닝 또는 전통

신발의 원형을 디지털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Fig. 1에서 Fig.

13과 같이 Text화 한다. 이 자료는 다음 진행사항인 한국 전통

신발 원형의 디지털 사진 촬영 저장, 2D 그래픽 이미지 구축,

둥그니신

실물사진

\

제작방법 짚을 꽈서 발목 높이까지 한번에 엮어서 만듬

재료 초제, 볏짚, 칡, 노, 새끼(바닥부분)

문양·색상 직조형태에 따른 요철무늬, 볏짚색상

용도
겨울철 눈이 올 때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신던 장
화형의 신발. 

해설

둥그니신은 눈 오는 날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신었
던 짚으로 만든 장화 모양의 신발이다. 둥그니신은 설화
(雪靴)라고도 하며 설답(雪踏)의 일종이다. 설답은 겨울철 
눈이 올 때 신던 초제(草製)의 신으로 짚으로 두껍게 짜
서 만들며 사냥을 할 때도 신었다. 장화형으로 목이 길며 
바닥면과 몸체부분의 짜임이 다르며 바닥은 평평하다.

Fig. 1. 둥그니신 Text

 

백목화

실물사진

제작방법

흰색의 신발로 바닥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몸체의 
겉은 흰색광목으로 하고 한쪽은 삼베를 대어 만들었다. 
천으로서 전(氈)이나 가죽, 융 또는 금단(錦緞)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는 선을 둘렀으며, 완전히 가죽으로 만들
던 것을 뒤에 전으로 내장하고 청금선을 둘러 밖에 보
이게 하고 고급품은 금단으로 꾸미며 장화의 모양을 유
지하기 위하여 발목까지 나무를 대어 목화라고 불렀다

재료 면

문양·색상 민무늬, 흰색

용도

조선 중·후기 관복에 신던 신의 하나로 수화자(水靴
子)라고도 한다. 
상대(上代)의 백화 착용은 벽화에 나타난 기마인(騎馬
人)과 무용도(舞踊圖)중 여인이 백화를 신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음식을 나르는 여인이 백화를 신고 있어 
수렵 때 외에는 천인계급에서 신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세종 때 태상왕상에 문무백관, 종친, 부마가 백
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상중(喪中)에 목화를 대신하
여 백목화를 사용하였다.

Fig. 2. 백목화 Text

 

흑혜

실물사진

제작방법

형태는 일반 혜(鞋)와 같으며, 운두가 낮고 신코가 넓
적하며 가장자리에 흰색 선을 두르거나 양쪽에 끈을 
달았다.

재료 피모(皮毛) 사직(絲織) 견(絹) 

문양·색상 민무늬, 검은색

용도
흑혜는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조복과 제복에 신었
던 신발로 흑피혜(黑皮鞋)라고도 한다

해설

검은 가죽으로 만든 마른신, 백관(百官)이 착용한 신
은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나타나 있는데 조복과 제
복에는 각 품이 동일하게 흑피혜를 신도록 하였다. 이
는 ≪대전회통 大典會通≫에도 그대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제복에는 그대로 흑피화[祭靴]를 
신었으나 조복에는 화자(靴子)를 착용한 사진이 남아 
있다. 한편 조선후기의 초상화를 보면 유학자(儒學者)
들이 편복(便服)과 함께 흑혜를 신기도 하였다. 

Fig. 3. 흑혜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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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해

실물사진

제작방법

남자용으로는 검정색 실크로 신발전체를 만들고 앞코
와 뒤축 겉면에 흰색 가죽으로 테사무늬를 만들어 아
플리케형식으로 붙여 만들었으며 소년이 사용한 테사
혜는 초록색의 실크와 붉은 가죽이 사용되었다 울을 
헝겊이나 가죽으로 하고 코부분과 뒤축에 흰 줄무늬
〔태사문(太史紋)〕를 새기고 신의 앞부분과 뒤축에 대
칭이 되도록 넣었다. 바닥의 앞면과 뒤꿈치에는 징을 
박기도 하다.

재료 피모. 비단

문양·색상 흰 줄무늬〔태사문(太史紋)〕 ,배색

용도
흔히 사대부나 양반계급의 나이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 
신었다. 

해설

남자용 신의 하나로 성인용과 남아용이 있다. 조선 말
기에 와서는 왕도 평상복에 웅피혜나 녹피혜가 아닌 
태사혜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태사혜 Tex

 

운혜(온혜)

실물사진

제작방법

운혜(雲鞋)는 온혜(溫鞋)라고도 하는데 비단과 융가죽
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었고 바닥은 가죽을 댄 단창이 
있으며 그 겉에 융같은 것을 대어 곱게 기워 아름답게 
꾸미고 신바닥에 징까지 박았다. 운혜에 사용된 소재
를 보면 가죽과 실크이며 여성용은 꽃무늬로 짜인(직
조된) 실크를 사용했으며 신발의 코끝은 가죽이 사용
되었다. 고무바닥은 이랑무늬와 요철무늬를 사용하여 
오목볼록하게 만들었다. 소녀용은 격자무늬로 짜여진 
핑크색의 실크가 사용되었으며 앞코와 뒷축은 초록색
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뒷축의 중심에는 인디고 색상
의 구름모양이 붙여져 있다.

재료 피모(皮毛)

문양·색상 구름문양, 배색

용도 졸곡 또는 가례시

해설

여성용 신으로 1446년(세종28) 3월 <왕비상제(王妃喪
制)> 에 기록된 혜의 규정을 보면 졸곡 후 세자는 백피
혜이고 시녀도 백피혜이다. 대궐 각차비인은 백운혜이며 
졸곡 후에는 흑운혜이다. 대전 각차비인도 흑운혜이고 
견마배는 운혜이다. 또한 세종 때 명기로 혼전에 둔 복
식의 발기를 보면 “분홍단자동화 일”, “분홍단자온혜
일”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궁중에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에도 세자 가례시 
세자궁빈궁의대에 자적향직화온혜, 흑웅피화온혜. 대군 
가례시 부인의 의복과 공주,옹주 가례시 의복에도 흑웅
피화온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조때 제정된 
《국혼정례》의 중궁전의대와 왕비의 의대에는 흑웅피
화와 온혜로 규정되어 있다. 운혜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까지 궁중에서 신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운혜 Text

진신

실물사진

제작방법

만드는 방법은 생가죽을 퍼릴라(perilla)라는 기름에 절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오래 견디도록 여러 겹을 겹쳐서 바
닥을 만든다. 신등의 가장자리는 역시 가죽으로 백비를 
쳐서 안으로 감쳤으며, 봉임법은 청올치실로 견고한 박
음질법을 쓰고 있다. 사용되는 가죽은 탄탄한 소가죽, 말
가죽, 개가죽 등이었다. 또한 밑창에 징을 박기도 하였
는데, 가장자리에만 두 줄로 박은 것이 있고. 중간 부분
까지 촘촘히 박은 것도 있다. 징은 지름 0.7 cm정도의 원
형 돌기로 만들어 밑창의 둘레에 촘촘히 박고, 앞바닥 
가운데와 뒤꿈치 중간에는 세로 1 cm. 가로 2 cm정도의 
반원형이나 사분원 모양의 얇은 쇠붙이 징을 박았다. 이 
징은 방침(防浸)이 잘되어 신의 수명을 길게 하고, 진흙
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재료 피모(皮毛). 금속(金屬). 철(鐵) 

문양·색상 민무늬, 검정색

용도 비가 올 때나 땅이 젖었을 때 신는 신

해설

진 땅에 신는 가죽신, 조선시대에는 우중(雨中)에 신는 
신발로 일반화되었는데, 1920년경부터는 값싸고 경제적
인 고무신의 등장으로 진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진신은 조선시대 양반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Fig. 6.진신 Text

 

녹피혜

실물사진

 

제작방법
신발 입구와 앞코의 중앙에테두리 장식. 전체적으로 1 cm 
정도 굽(여러장 덧댐). 바닥에 징장식.

재료 피모(皮毛. 사슴가죽) 지(紙) 금속(金屬) 철(鐵) 사직(絲織) 

문양·색상민무늬, 미색

용도 편복(便服) 차림에 신던 마른신

해설

우리나라 신발의 종류에는 크게 용도에 따라 마른신과 
진신(징신)이 있으며 마른신은 신발의 형태에 따라 이
(履)와 같은 운두가 낮은 신과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화(靴)로 나뉜다. 혜(鞋)는 이(履)의 한 종류로 비단이
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상류층이 사용하던 고급 신발이
었다. 혜(鞋)는 재료와 문양에 따라 다양하게 이름 지
어졌다.

Fig. 7. 녹피혜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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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신

실물사진

제작방법

만드는 방법은 생가죽을 들기름에 절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오래 견디도록 여러 겹을 겹쳐서 바닥을 만든다. 
신등의 가장자리는 역시 가죽으로 백비를 쳐서 안으로 
감쳤으며, 봉임법(縫 法)(앞서 나온말은 한자 한번 쓰
기)은 청올치실로 견고한 박음질법을 쓰고 있다. 사용
되는 가죽은 탄탄한 소가죽, 말가죽, 개가죽 등이었다. 
또한 밑창에 징을 박기도 하였는데, 가장자리에만 두 
줄로 박은 것이 있고. 중간 부분까지 촘촘히 박은 것
도 있다. 징은 지름 0.7 cm정도의 원형 돌기로 만들어 
밑창의 둘레에 촘촘히 박고, 앞바닥 가운데와 뒤꿈치 
중간에는 세로 1 cm. 가로 2 cm정도의 반원형이나 사
분원 모양의 얇은 쇠붙이 징을 박았다. 이 징은 방침(
防浸)이 잘되어 신의 수명을 길게 하고, 진흙이 달라붙
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재료 피모(皮毛) 금속(金屬) 철(鐵) 

문양·색상  민무늬, 무채색 

용도 우중(雨中)에 신는 신발

해설

진땅에 신는 가죽신. 진신은 징을 박았다 하여 '징신'이
라 하기도 했다. 진신은 삼국시대 이래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우중(雨中)에 신는 신발로 일
반화되었는데, 1920년경부터는 값싸고 경제적인 고무
신의 등장으로 진신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진신은 조
선시대 양반 계층에서 비가 올 때나 땅이 젖었을 때 
신었다. 신발 모양은 남자신은 태사혜(太史鞋) 모양이
며, 여자신은 당혜(唐鞋)나 운혜(雲鞋)와 같았다. 

Fig. 8. 징신 Text

 

용도 일반적으로 서민층의 남녀가 사용

해설

섬세한 제품만이 다소 사대부 계층에서 편복에 사용
되었다. 미투리는 선비들이 맑은 날 나들이에 신었으
며, 조선말에는 종이 미투리와 미혼남녀의 장식신인 
꽃미투리도 있었다.《성호사설류선(星湖僿說類選)》
에서는 왕골신이나 망혜(芒鞋)는 가난한 사람의 신이
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미투리도 신분에 따라 그 
재료나 구조가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Fig. 9. 미투리 Text

갖신

실물사진

제작방법

가죽신의 주된 재료는 쇠가죽, 말가죽, 사슴가죽, 당나귀
가죽 등의 가죽과 신발은 겉을 가죽이 아닌 헝겊으로 만
들기도 하였다. 부속으로 삼베, 헝겊, 밀을 먹인 면사와 
명주실, 징 등을 사용한다. 갖신에는 기름을 들이지 않
고 마른 땅에서 신는 ‘마른신’과 가죽에 기름을 먹여 만
든 ‘진신’이 있다

재료 피모(皮毛) 기타(其他) 합성고무(合成고무)

문양·색상 민무늬, 검정색

용도 일반적으로 신는 신

해설

갖신은 신발의 재료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가죽으로 
만든 신의 통칭이다. 신분에 따라 쓰이는 재료로 귀천을 
구분하였다. 천한 사람은 소가죽신을 신고 귀한 사람은 
사슴가죽신을 신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시대에 갖신이 
이전(履廛), 화전(靴廛), 종루(鐘樓)나 소가죽의 창을 파
는 이저전(履低廛)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유통되면서 가
죽이 품귀현상을 빚자 일반인의 갖신금지령이 내려지기
도 하였다. 

Fig. 10. 갖신 Text

 

미투리

실물사진

제작방법

삼이나 모시 또는 노끈(실, 삼껍질, 헝겊, 종이 따위
로 가늘게 꼰 줄)따위로 삼은 신을 미투리라고 하는
데 이 미투리는 종이를 꼬아 총을 만든 지총미투리이다.
 미투리의 재료로는 삼, 왕골, 청올치, 백지, 면사, 견
사 등이 사용되었다. 흔히 마혜(麻鞋), 망혜(芒鞋), 승
혜(繩鞋), 삼신이라고도 부른다. 6날~8날에 총을 50~60
개 세워 바닥이나 총이 아주 정교하고 날씬한 형태
이다. 삼신은 미투리의 재료가 주로 생삼인데서 비롯
한 명칭이고, 무리바닥은 무리(쌀을 물에 불려 갈아
서 체로 받쳐 가라앉힌 앙금)를 바닥에 먹인 팔경분
도의 정제품이었다. 만든 곳에 따라 절에서 거칠게 
만들어 파는 것은 절치라고 하며, 탑골의 장인들이 
만든 것은 탑골치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썩 튼튼하고 
잘 삼았다. 

재료 지(紙) 사직(絲織) 마(麻) 면사 견사 

문양·색상 직조에 따른 요철무늬, 볏짚색상 

 
설피

실물사진

제작방법

설피는 10년쯤 자란 다래덤불이나 노간주나무의 껍
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
을 주어가며 타원형으로 구부리지만, 물푸레나무는 
워낙 악지가 세기 때문에 불에 쬐어가며 휘어야 한
다. 한번 돌려서 겹쳐지는 부분에는 다래덤불을 가로 
잘라서 위아래로 가로 매는데 이것이 설피의 바탕이 
되는 셈이다. 다래덤불보다 더 좋은 것은 가늘게 잘
라낸 곰가죽 끈으로 눈이 붙지 않는다.

재료 나무(나무) 물푸레나무(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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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색상  사각문양, 나무색상

용도 눈올 때 신는 신

해설

설피는 산간지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겨울철 사냥꾼
에게도 필수적이다. 이들은 사냥감을 산 뒤쪽에서 아
래로 내려 올때에는 설매를 타지만, 먼 거리까지 짐
승을 뒤쫓거나 비탈을 오를 때에는 이것을 신어야 움
직일 수 있는 것이다. 산간지방의 설피는 볼이 좁고 
길이도 짧은편이어서 걷기에 편리하다. 볼이 크고 넓
은 것은 안정성이 높은 반면, 걸음을 벌려가며 之(갈
지)자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능률적이다.

Fig. 11. 설피 Text

나막신

실물사진

제작방법

나막신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신발의 굽은 5-7센티 정
도로 높게 하였는데 이는 비온뒤 진흙 위를 걸을 때 사
용되기 위해서 이다. 나막신을 만들 때 신발 몸통과 신
발 굽을 분리하여 만들지 않고 나무로 신발 몸통과 굽을 
연결하여 깍아 만들었다. 굽은 모두 닳아 업어질 때까지 
신었으며 굽이 모두 닳으면 굽만 만들어 붙여 다시 사용
하였다. 나막신의 신발문양은 표면을 파서 문양을 만들
거나 칠을 하여 꽃무늬나 나무 덩쿨문양을 만들었다

재료 나무

문양·색상 꽃문양. 나무 덩쿨 문양, 나무색

용도 비오는 날 신는 신

해설

나무로 파서 만들고 굽을 달아 비오는 날 신게 된 신이
다.《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나막신을 신고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하여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
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
어 있다. 한말에는 청빈한 선비의 신처럼 여겨졌는데, 양
반은 가난하더라도 상민처럼 짚신이나 미투리같은 것은 
절대로 신지 않았으므로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
녔다. 가난한 선비가 많이 살았던 남산골의 선비들이 그
러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불렸다
고 한다

Fig. 12.나막신 Text

 

재료 사직(絲織) 면(綿) 

문양·색상 국화, 송죽(松竹), 당초(唐草), 십장생, 원색배색

용도 꽃신은 신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잠깐씩 신는 신발

해설

《삼국사기 三國史記》 신라 색복조(色服條)에 흥덕왕복
식금제(興德王服飾禁制)를 보면, 계수, 금라(錦羅), 세라
로 만든 신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어 수를 놓은 신발이 
신라시대에 이미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혜는 고
려시대를 걸쳐 조선시대까지 애용되었으며 사대부가의 
젊은 부녀자들이 주로 신었다. 개화기 이후에도 일반 부
녀자들이 혼인할 때 시댁에서 반드시 장만해 주었다고 
한다. 

Fig. 13. 수혜 Text

Fig. 14. 태사혜 디지털 촬영도

Fig. 15. 태사혜 디지털 촬영도

수혜

실물사진

제작방법

수를 놓은 신, 수혜(繡鞋)는 신 전체에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신목이 짧은 신의 하나로 꽃신이라고도 한다. 분
홍색 비단(전체에 글자가 수 놓아짐)에 앞코와 뒤꿈치 
부분을 파란 비단으로 덧대고 그 위에 다시 분홍색 천
을 작게 덧대어 장식. 신발 안쪽 바닥을 푹신한 느낌의 
천으로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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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태사혜 디지털 촬영도

Fig. 17. 짚신 디지털 촬영도

Fig. 18. 징신 디지털 촬영도

Fig. 19. 진신 디지털 촬영도

Fig. 20. 운혜 디지털 촬영도

Fig. 21. 수혜 디지털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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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설피 디지털 촬영도

Fig. 23. 미투리 디지털 촬영도

Fig. 24. 나막신 디지털 촬영도

Fig. 25.둥그니신 디지털 촬영도

Fig. 26. 녹피혜 디지털 촬영도

Fig. 27. 녹피혜 디지털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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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그래픽 이미지 구축 등의 원천 자료로 활용이 된다.

3.2.2. 한국전통신발 원형의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화

한국의 전통신발의 원형은 다른 유물과는 다르게 실제 사용

된 흔적을 볼 수 있다. 바람, 비, 흙 등 자연적인 훼손은 물론

이며 오랜 시간으로 변질되어 그 원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신발 원형의 시각적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18종류의 한국전통신발의 원형 유물을 박물관의 협조

를 얻어 직접 촬영하였으며 문양, 색상, 구성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을 디지털 사진기로 근접 촬영 저장하였다.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는 NIKON D 80 AF-S DX 18-55/3.3.6G VR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디지털 카메라로 250매 정도 촬영 한 후 컴퓨터

에 입력 후 스캐닝(스캔닝)한 데이터를 포토샵을 이용하여 Fig.

14에서 Fig. 31처럼 복원하는 것이다. 

3.2.3. 한국전통신발 원형의 2D 그래픽 이미지 데이터베이스화

우리나라 전통신발의 2D 그래픽이미지 구축은 형태, 문양, 색

상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이미지화 할 수 있다. 특히 문양은 남

녀별, 기능별, 신분별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따라서 문양의 종

류도 식물문, 운문, 태사문 등 사실적이거나 기학학적인 문양 등

으로 조형적 요소가 다종다양하다. 이와 같은 문양은 어느 분야

에나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통신발에

서 추출된 문양은 Adobe Illustrator에서 Pen Tool을 사용하여

형태를 다듬어서 원형의 문향에 일치된 이미지로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벌 이미지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Unit

를 증식하여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미지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신발은 그 형태가 매우 단순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

게 그 구조는 많은 요소들로 제작되어 있다. 가죽이나 실크. 나

무. 짚 등 소재가 다양하며 각각의 소재로 또는 소재간의 결합

으로 완성된다. 갑피, 창, 설포, 앞코, 굽창 등의 하나의 신발에

Fig. 28. 녹피혜 디지털 촬영도

Fig. 29. 나막신 디지털 촬영도

Fig. 30. 흑혜 디지털 촬영도

Fig. 31. 갖신 디지털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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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멱신 2D이미지

Fig. 32. 나막신 2D이미지

Fig. 33.녹피혜 2D이미지

Fig. 37.설피 2D이미지

Fig. 36. 미투리 2D이미지

Fig. 35. 목신 2D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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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징신 2D이미지

Fig. 39. 운혜 2D이미지

Fig. 38. 수혜 2D이미지

Fig. 43. 흑혜 2D이미지

Fig. 42. 태사혜 2D이미지

Fig. 41. 짚신 2D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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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각각 다른 형태가 만나 하나의 형태를 만든다. 따라서 원

천 소스가 왜곡이 되지 않고 각각의 신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형태의 구별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색상 이미지의 데

이터를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dobe

Illustrator를 이용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사진기로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각 신발에

따른 필요한 부분을 다음 Fig. 32에서 Fig. 43까지 한국전통신

발의 2D 그래픽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지금까지의 한국전통신발의 연구 자료들은 주로 문헌 고증

의 문자적 설명이나 설명에 따라 표현된 평면적으로 그린 그림

과 발굴 유물들의 불완전한 형태의 평면 사진 등으로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어 시각적 관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응용 디자인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3D를 이용하여 입체적으

로 복원되어 완성된 전통신발이미지가 필요하며 3D를 이용한

입체적 이미지 자료는 전통신발을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목적 하에 이번 1차년도의 본 연구의 목적

은 다음 2차년도 연구목적인 3D 입체적 이미지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인 2D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자 하였다.

첫째, 한국전통신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통신발의

형태, 구성방법, 재질, 문양, 색상, 용도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

고 각 항에 한국전통신발의 단면 사진과 문자(Text)로 자료를

정리하여 한국전통신발의 내용 별 기초적인 시각적 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 하였다.

둘째,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전통

신발의 원형을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촬영하였다. 근접촬영을 함으로써 자세한 부분들을 촬영 할 수

있었으며 앞면, 뒷면, 측면, 바닥, 윗면 등 여러 각도로 촬영

저장하여 컴퓨터 2D와 3D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데이터베이스

화하였다.

셋째, 한국전통신발의 연구자료들과 한국전통신발원형의 디지

털 사진 촬영 결과물을 가지고 컴퓨터 2D 그래픽을 이용하여

3D의 원천자료인 2D의 시각적 이미지 자료를 완성하였다. 세부

적인 부분을 묘사하여 입체적인 표현인 3D의 밑그림이 되도록

하였다. 신발의 형태를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고 앞면, 뒷면,

측면, 바닥, 윗면 등 신발의 특성 상 중요한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2D의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결과는 학문 발전의 공헌 측면에서 살

펴보면 인문학의 실용적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문학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자료들과

응용방법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문화상품 연구

들은 대부분의 의류나 공예품 등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한국의

멋이 담긴 전통적 그리고 현대적 이미지를 갖는 신발의 개발에

초점을 돌리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신발의 3D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연구는

학제간의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복식사, 복

식사, 민속학, 인류학, 문화콘텐츠학, 산업디자인학, 그래픽디자

인학 등과 연관되며, 그 결과는 이분화된 학문들의 경계를 자

유롭게 남나드는 학제적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를 갖는 신발 문화의 학

문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전통이미지의

신발 문화상품 등의 정보 축적으로 이들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

와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본 연

구의 이론적 정보와 전통이미지의 결과물은 최근 들어 사향해

가는 문화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한국전통신발의 학문적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문화 콘텐츠로의 활용연구가 거의 없는

한국전통신발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한국전통신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물론

한국전통복식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다. 특히 전통문화의 소재들을 현대적 감각의 모티브, 캐릭터,

아이템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리한 문화콘텐츠의 기본적

내용들은 가치 있는 교육보조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협력 인력 양성의 활용 면에서 살펴보면 본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대학만이 아니라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전문교육기관

에서도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근래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산업체 인력을 필

요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이다. 본 연구의 한국전통신발 3D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이같은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중요한 교육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무엇

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바로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의 현

장일 것이다. 그밖에 영화, 광고, 뮤지컬, 이벤트 공연,애니메이

션, 게임 디자인 및 각종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소재, 모티프,

캐릭터 등을 제공한다. 비전문가가 파악하기 힘든 한국전통신

발의 세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다른 신발 트랜드와 유기

적으로 조합하여 글로벌한 콘텐츠를 창출해내도록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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