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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varieties in folk costumes have inspired fashion designs for a long time. Each country, 
with a unique style of its own reflects their own traditions, beliefs, customs and morals into their 
traditional costumes. The traditional methods of creating different ways of drapery methods by 
using only a rectangular piece of cloth have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t is still used today. This way of styling has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Middle East, Asia 
and Africa and the modifiable ways of creating drapery wearing methods are as follows. The first 
modifiable styling method is changing the purpose of wearing costumes according to the needs 
and the wants of the person who wears it. The second method is exposing the knots on the sur-
face of the garments and by doing this, there was no visible difference on the aesthetic formation 
and it did not alternate for a long time. This means that simple knot shapes have been used to 
tie edges of rectangular fabrics. The third method is a wrapping type of modifiable styling meth-
od, which has been used most commonly in folk costumes because there are lots of ways to wrap 
a rectangular cloth around the body. The fourth way is the fixed type of modifiable styling 
method and this method can only be noticed only in the Moroccan Izar using fibulas and belts 
to alter the shape of the Izar. The fifth method is the composite type of modifiable styling 
method. This method starts by cutting out cylindrical shapes of fabrics and then wraps or twists 
it to fit the body.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 of modifiable styling methods in folk costumes is 
to use rectangular cloths, which varies only in ratio of length, width and siz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ectangular cloths can create enormous amounts of fashion styling which can 
be easily adapted and created in everyday fashion life. 

Key words: drapery(드레이퍼리), drapery styling(드레이퍼리 스타일링), folk costume(민속복식), 
modification(가변성), styling(스타일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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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ttali, Jacques는 21세기를 유목사회로 규정하고,

불안정하므로 모든 것을 휴대화하려 할 것이다1)라고

하였다. Goyal, O. P.는 유목적인 생활은 그들의 필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아의존도와 생존 능력을 강

화시키는 사회적 체계와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2) 따라서 착장자의 상황(T.P.O)에 따

라 아이템을 변형하여 착용 가능케하는 가변성 스타

일링 패션상품의 등장은 이러한 노마드(nomad)적 라

이프 스타일을 적용, 패션 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지속

적으로 가변성 스타일링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3)

따라서 복식 스타일링의 가변, 즉 동일복식의 외

관과 기능을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다른 스타일의 패

션으로 연출 가능하도록 하는 스타일링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고차원적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가변성 복식 디자인에 대

해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가변성 디자인

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는 디

자인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복식사적 측면

에서 비구조적이며 평면적인 단순 도형의 직물을 고

유한 착장방식을 통하여 가변적으로 적용하였던 서

양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로 진행되었다.

가변적 스타일링은 서양복식사적인 측면과 현대

복식 디자인에만 국한되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현재

까지도 선조들이 착용했던 고유한 착장 방식과 스타

일링을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민속복식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속복식에 대한 연구는

민속복식의 디자인적 요소가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적

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속적 디자인 표현의 이미지

를 분석하거나, 디자인 유형의 특성적 구분을 통한

연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또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근간으로 사용되는 각국 민속복식의 디자인, 색채, 텍

스타일, 장식 및 악세서리, 헤어와 메이크업 등에 대

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국가간 민속복식의 특성

비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된

민속복식 영역에서 가변적인 착장 방식을 보이는 복

식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변

적 스타일링이 적용된 민속복식의 착장 방식을 면밀

히 고찰하여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민속복식이 각 국

가에 국한되거나 제한된 특수복식이 아니라 이 시대

에 패션 아이템을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이 쉽게 응

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착장방

식을 통하여 문화복합적인 새로운 스타일링을 창안

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한 선행연구로 진행된 서양복식의 가변성 착장 스타

일링과 민속복식을 근간으로 한 가변성 스타일링 유

형을 혼합하고 응용하여 독창적인 가변적 스타일링

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디자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세계 민속복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체위에 스타일링 되었는지에 관하여 학자들이 기

술한 문헌자료6)를 근거로 민속복식의 착장 방식을

고찰하여, 다양한 착장 방식 중 가변성을 보이는 민

속복식의 스타일링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며, 어떤

명칭으로 명명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각종 학

술지와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민속복식에 대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착장방식이 어떻게 가변적으로 적

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민속복식의 스타일링 가변성은 비정형화된 드레이

퍼리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유사한 스타일링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사

진자료와 동시에 문헌자료로서 가변성 스타일링의

구체적 사례를 보이지 않는 민속복식은 가변성 스타

일링의 유형 분류에서 제외하면서, 민속복식의 가변

성 스타일링 유형도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을 적용한

복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용도변경으로

전환된 가변을 보이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본 연구에

서 민속복식의 머리쓰개류 스타일링 유형분류는 다

루지 않았다.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분류는 가변성

및 가변성 스타일링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양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연구시 적용하였던 유형분류의 카

테고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스타일링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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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7)

Ⅱ. 이론적 배경
1. 민속복식의 스타일링 유형
민속복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민속복식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그 유형안에는 민속복식의 착장방식,

즉 스타일링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는 카테고리도 있

음을 알 수 있다.

Horn, Marilyn J.8)에 의하면 민속복식이 만들어지

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테일러드 형

(tailored garment), 드레이프 형(draped garment),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혼합형인 혼합형(composite

type)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이 중 드레이프형이란

괘포형 또는 권의라고도 불리며, 천을 허리에 둘러

어깨에 걸치거나 팔에 늘어뜨려 인체에 착장 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떠한 형태가 정해진 것이 아닌 넓

은 폭의 네모난 천을 재단이나 봉제를 거치지 않고

인체와 머리를 감싸는 방식은 열대, 아열대, 온대지

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복식은 그

리스의 히마티온, 인도의 사리, 로마의 토가 등으로

분류하였다.

Anawalt, Patricia9)는 세계를 중동, 유럽, 중앙아

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10개의 지역을

구획을 나누어 각국의 복식 형태의 형성 요인을 지

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남아시아의

인도 복식 중 남성이 착용하였던 도티(dhoti)의 스타

일링에 가장 공통적으로 일곱가지 착장 방식이 있음

을 의복 역사가 Boulanger, Chantal의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순홍 외10)의 연구에서는 민속복식의 유형을 권

의(drapery)형, 관두의(tunic)형, 전개(kaftan)형, 체

형(trousers)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권의형 민속복

식은 봉제되지 않은 상태로 장방형의 천을 허리에

둘러 어깨에 걸치거나 팔에 늘어뜨리는 형식으로 인

체에 걸치는 착장 방식을 뜻하는데, 이 형식은 “주름

이나 접힘의 배열이 디자인의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

고 있어 많은 모양으로 변화가 가능하다”11)고 하여

민속복식에서 변화 가능한 가변성 착장이 적용됨을

설명하였다. 인도의 도티(dhoti)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지방마다 착용방법이 조금씩

다르다12)고 하여 가변성 착장 스타일링이 지역에 따

라 특징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춘섭13)에 따르면 인체에 착장되어 나타내는 형

태로서 민속의상은 의복 자체의 고유형과 착장방식

에 의한 표현방법과의 종합상태라고 하였으며, 이 상

태의 분류는 착장방식․착장된 상태․체부(體部)를

싸는 정도․의복 자체의 기본형․의복제작방법, 그

유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Tilke, Max14)의 연구는 민속의상에 관한 자세한

착장 방식을 드러내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착장했던

의상의 평면 전개도를 제시하였다. 평면 전개도는 대

부분 착장자의 신장길이보다 과도하게 큰 단순 도형

형태의 한 장 또는 두 장의 직물인 것이 대부분이었

으며, 같은 의상이라도 지역과 부족에 따라 스타일링

의 다양성과 상이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직물을

인체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에 적용하였을 때, 가변성

착장 방식이 가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민

속의상 뿐만 아니라, 서양 복식사에서 동일한 아이템

의 드레이퍼리 가변성 스타일링을 적용한 복식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Bruhn, Wolfgang과 Tilke, Max15)는 국가별, 민족

별, 부족별로 나누어 스타일링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였는데, 유사한 복식 아이템이 적어도 서너가

지 방법으로 다르게 가변적으로 착용되었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2.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가변성 스타일링의 개념은 열린 구조를 근간으로

한 형태의 의상을 착장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안과

밖, 위와 아래, 길이의 변화를 주어 착장방식을 달리

하여 여러가지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한 것으로, 그

원형이 보존되는 스타일링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속

복식에도 가변성 스타일링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국한된 지역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민속복식을 가변적으로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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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urye, G. S는 인디언 복식에 보이는 가변성 스

타일링을 언급하였는데, 미대륙의 동쪽과 서쪽의 인

디언들이 착용하는 복식 스타일 커다란 상이함 존재

하며, ‘도티’ 스타일은 서쪽지방에서 착용하는 방식과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인디언 여

성복식에 있어서도 도티는 동쪽지방이 가슴을 노출

시키면서 사리(sari) 패션으로 착용된 반면, 서쪽지방

은 스커트 혹은 스카프와 같은 스타일로 착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스카프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하였

다.16)

Hollander, Anne은 중부와 동부 유럽의 일부 및

중동지방 대부분의 민속복식은 초점에 맞지 않으며

(unfocused), 과도한 무게의 시각적 형태를 띠고 있

다고 하면서, 착장에 있어서(in wear) 결과적으로 몰

개성적인 효과가 있다17)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이 지

역 민속복식에 여러 가지 착장방식이 적용되었으나,

외관이 유사해보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12월 Indian Today에 소개된 ‘사리’는 불변

하며(staid), 표준적이며(standard), 가장 신성한 것

(sacred)이라고 하였으나, Tarlo, Emma에 의하면 감

추었던 만큼 노출시키는 에로틱한 랩(wrap)을 적용

하여 사리를 두르고18) 있다고 하여, 사리의 착장 방

식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Harrod, Robert19)의 연구에서는 Legg, Phyllida의

민속복식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시하였으며, 약 55개

국의 민속복식의 구체적인 스타일링에 관하여 묘사

하였다. 중동지역 이란의 동떨어진 마을에서는 여성

들이 여전히 전통방식대로 인체 밀폐형(enveloping)

클록(cloak)을 착용하는데, 이를 차도르(chador)라고

부르며 이는 머리와 인체에 드레이퍼리 스타일로 착

용하는 클록이며, 필요시에는 얼굴을 가로질러 당긴

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도르는 여성의 정숙성을 의복

의 착장방식으로 표출하며, 얼굴을 가리거나 노출하

는 가변성 스타일링을 적용하였다고 본다.

서봉하, 김민자20)에 의하면 아시아의 민속복식은

기독교 국가들의 복식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으며, 종

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의 민속복식은 ‘비움의

미’, ‘감춤의 미’, ‘자연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

였으며, ‘자연의 미’는 풍성한 드레이퍼리로 가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구조적이고 비균제적 형

태가 많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순홍21)은 모로코 민속복식 연구에서 버버족(Berber)

여성들의 기본 복식인 타미자르(Tamizart)라고 불리

는 단순히 작은 모직천으로 된 의상의 착장 방식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 복식은 기후와 고온지대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착장 방식을 언급함으로서 기능

적 가변 스타일링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최호정22)은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들이 사용해 오

는 바디 랩(body wrap)으로 드레이프되는 직물을 사

용하며, 서아프리카의 랩퍼(wrapper)를 이 지역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복식으로 설

명하였다. 이 스커트 랩은 때때로 스톨(stole)과 넓은

새쉬(sash)를 착용하거나, 가슴까지 끌어 올려매는

착장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여, 아프리카 여성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을 언급하였다.

Ⅲ.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분류

1. 용도변경형 가변성 스타일링
용도변경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원래 착용되었던

복식의 용도가 다른 스타일링을 적용, 변경되어 다른

복식의 아이템으로 보이도록 착용하는 스타일링이며,

非복식과 복식 간의 가변 스타일링이 있으며, 상의로

착용되던 복식이 스타일링의 가변을 통하여 하의로

변경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적용되어 인체위

에 착용되는 복식의 근본적인 역할이 변경되는 복식

간의 가변 스타일링이 있다.

나이지리아 북부 하우사 왕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왕국의 공식 사신을 보낼 때는 손이 완전히 덮일 만

큼 옷의 소매를 엄청나게 길게 내려뜨려 가변적으로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데, 임무에 따라 다른 착장방식

을 적용하여 소매길이의 가변형을 적용한 예다.<그림

1>23) 사우디아라비아의 구트라(ghoutra)<그림 2>24)

는 평상시에는 사막의 모래를 막기 위해 착용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스타일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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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신

- 세계복식문화사, p. 550.

<그림 2> 구트라

- Wrap & Drape, p. 49.

<그림 3> 차다르

- 세계복식문화사, p. 239.

<그림 4> 모로코 여성

- Folk Costumes of the World, p. 138.

<그림 5> 캉가 - Erie Art Museum

- http://www.erieartmuseum.org

<그림 6> 캉가 - Erie Art Museum

- http://www.erieartmuseum.org

로 연출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른 용도변경형 스타일

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차다르(chadar)라고 불리는 직물인데,

인도에서 다목적으로 쓰였다. 차다르는 운반용, 숄,

베개, 자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어깨 천인데,

명칭은 기능보다는 재료가 되는 직물에서 유래되었

다. 여성들은 차다르를 스카프로 사용하거나,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로 쓰기도 하였다.25) 따라서

착장자의 필요에 따라 차다르를 복식용으로 인체에

두르기도 하다가 생활용 침구로 사용하기도 하여, 다

목적 가변성 용도로 사용하였다. Harrod, Robert의

연구에서는 태국에서 사롱(sarong) 혹은 두르는 스커

트 형태인 프라신(prasin)과 재킷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논일을 할 때 프라신을 두른 직물을 다

리 사이로 통과시켜 팬츠의 형태로 착용하였다26)고

설명하였다. 이는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움직임에 용

이하도록 스커트를 팬츠로 전환하여 변경한 가변성

스타일링으로 볼 수 있다.

2.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드레이퍼리를 형성한

후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매듭을 지어 복식의 외관에

매듭이 보이는 스타일링으로 정의하였다. 동일한 복

식을 가변적으로 착용할 때, 매듭의 위치 변경은 착

장 방식의 순서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모로코의 여성의 스타일링에는 매듭이 많이 이용

되었다. <그림 4>27)은 북부 모나코의 버버족(berber)

여성인데, 히야크(hiyyak) 또는 헨디라(hendira)로

불리는 클록을 착용하고 있다. 히야크는 한 장의 직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족을 구분하는 다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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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과 텍스타일 문양을 적용한다. 히야크의 매듭은 단

순매듭형으로 매듭은 다양한 착장 방식을 적용할 때

직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클록은 하이크(haik)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면, 모 또는 면과 모가 섞인 직물로 만들어졌다. 클

록의 드레이퍼리 착장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인다.28)

이 여성의 헤드 드레스 또한 한 장의 직물을 머리

에 둘러 양 끝을 목 주위에서 매듭으로 묶어 스타일

링 하였는데, 여성들이 도시로 외출하거나, 그들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나, 사진이 찍힌다고 생

각되면 헤드 드레스로 얼굴을 가리는 가변성 스타일

링이다.

스와힐리어가 쓰이는 동아프리카 지역, 즉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모잠비크, 콩고 등지에서 입

혀진 두르기 형태의 복식을 캉가(kanga)라고 칭하는

데29), 캉가는 직사각형의 천으로 나라에 따라 가변성

스타일링을 다르게 적용한다.

캉가는 같이 착장할 다른 한 장의 직사각형의 직

물과 같이 팔리며, 허리에 두른 후 머리 위로 두르거

나 어깨 위로 두르는 착장 방식이 일반적이다.30) 탄

자니아의 캉가는 매듭형의 스타일링을 적용한다. <그

림 5>31)은 아이를 업은 부녀자의 캉가 스타일링인데

먼저 허리에 캉가를 한 장 두르고, 아이를 업은 후

추가적으로 한 장 더 캉가를 이용하여 아이를 감싸

면서 앞가슴 중심부에서 네 귀퉁이를 묶어서 착장하

는 방식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포대기와 유사하며

다목적성을 띠는 스타일링 방식이다. <그림 6>32)는

탄자니아의 어린아이가 캉가를 착용한 모습인데, 천

을 둘러 목 주위에 매듭이 드러나도록 스타일링을

마무리 하였다.

3.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
두르기형 가변 스타일링은 두르는 방식에 의해 여

러 가지 다른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르기의 경우는 스타일링 과정에서 허리띠나 핀과

같은 간단한 고정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타일링

을 형성하더라도, 겉으로 고정도구가 드러나지 않으

면 두르기형으로 구분하였다.

허리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남성의 요의인

도티(dhoti)를 들 수 있다.

인도의 도티는 남성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무봉

제인 직사각형의 직물을 허리에 둘러 둔부와 다리를

감싸는 하의 두르기 스타일링을 지역별로 가변성을

적용하여 두른 것을 볼 수 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서 도티의 스타일링은 다양하며, 별도의 고정장치 없

이 허리 직물의 끝부분을 말아 넣어 고정하는 가변

성 스타일링이다.

<그림 7>33)는 동인도 지역의 도티이며, 태국의 파

츈가벤과 유사한 스타일링 방식이다. <그림 8>는 안

드라(Andhra) 파라데시 지역의 도티 스타일링이다.

인도 사리(sari)는 대체적으로 폭 90~120cm, 길이

450~1,100cm가량의 직사각형이며 한 장의 천으로

착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 준 후

하반신에 3, 4회 감아 허리에 고정시킨 후 몸에 둘러

감고 나머지를 머리에 덮거나 또는 어깨에 걸쳐 뒤

로 흐르게 해서 착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리의

착용방식은 지역별로, 신분별로 다른 스타일링을 보

여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리의 스타일링은 인도의 도티 위에 착용되었을

때 다른 스타일링을 적용하여 두르는데, 도티 위에

사리를 걸칠 수 있도록 허리와 다리를 감싸고 양 어

깨에 걸쳐 가슴과 등 뒤로 늘어뜨리거나 때로는 머

리를 덮기도 한다.34) 기원전 3500년경부터 인도 북부

에서 착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리는 초기에

는 상체와 하체를 따로 감싸는35) 스타일링을 적용하

였으나, 편의성과 무슬림의 인도지배와 같은 정치적

인 변혁을 겪으면서 한 장의 직물로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착장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리<그림 9>36)의

착장 방식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인체에

두르는 방식만 적용한 스타일링 중에서 가장 다양한

가변적 특성을 보인다.

폴리네시아의 파레오(pareo)의 스타일링을 살펴보

면, <그림 10>의 우측 여성은 유방을 노출한 허리 두

르기형 스타일링으로 파레오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림 11>의 여성들은 튜브탑 스타일과 어깨둘레를 둘

러 파레오를 가변적으로 스타일링 하고 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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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티

- Wrap & Drape Fashion, p. 30.

<그림 8> 도티

- Wrap & Drape Fashion, p. 30.

<그림 9> 사리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84.

<그림 10> 파레오

- Wrap & Drape Fashion,

p. 63.

<그림 11> 파레오

- Wrap & Drape Fashion,

p. 64.

<그림 12> 하이크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25.

<그림 13> 하이크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31.

다. 따라서 성별과 무관하게 튜브탑 스타일링, 목둘

레를 둘러서 착장 하는 스타일링 등 다양한 두르기

형 가변성 스타일링이 적용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누비아(Nubia), 아비시니아

(Abyssinia), 소말리아(Somalie)에서 착용된 하이크

의 스타일링 유형 또한 가변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하의로 바지를 착용하고 바지가 드러

나도록 하이크를 스타일링 하기도 하였다. 북아프리

카 지역의 하이크 스타일링은 남성의 경우는 머리를

덮는 스타일링이 가장 보편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

타일링은 안쪽에 의상을 입고 겉으로 몇 겹의 드레

이퍼리를 형성하는 착장방식으로 동아프리카 지역과

는 차별화되는 스타일링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13>.

4. 고정형 가변성 스타일링
고정형 스타일링은 한쪽의 어깨 또는 양어깨를 피

불라와 같은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키거나, 새

시나 벨트와 같은 것으로 허리를 고정하여 가변적인

스타일링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고정형

도구는 스타일링에 가변을 주기 위하여 드레이퍼리

를 고정하는 기능적인 역할 뿐 아니라 외관으로 보

이기에 아름답도록 미적인 기능을 지니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모로코의 이자르(izar)는 긴 장방형37)의 직물을

뜻하는데, 이자르의 크기는 여러 가지였으며, 착용하

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38) 모로코의 이자르는 튀니

지의 멜리아(mellia)와 흡사하다. 이 긴 직물은 양 옆

이 막혀있어서 착장자가 뒷부분을 어깨 양 옆으로

당겨 인체에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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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자르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33.

<그림 15> 이자르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34.

<그림 16> 이자르

-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p. 34.

라(fibula)와 같은 고정 악세서리를 이용하기도 하였

으며, 가느다란 직물을 새시와 같이 접어 허리를 고

정하기도 하였다. <그림 14>39)는 이자르를 두른 모습

인데, 어깨에 두 개의 피불라를 사용하여 인체에 밀

착되지 않으며 여유분이 많고 그리스의 키톤과 흡사

한 형태의 기본형 이자르 스타일링이다. <그림 15>는

이자르를 착용 한 후 허리에 가느다란 천을 한 방향

으로 꼬아서 허리띠로 스타일링을 연출한 허리를 드

러내는 가변적 스타일링이며, <그림 16>은 허리띠는

생략하고, 뒤쪽으로 드레이퍼리 분량을 모두 모아 버

슬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변형한 것인데, 등부분에 집

중적 드레이퍼리로 슬리브리스(sleeveless) 튜닉과 같

은 스타일링으로 변형된 것이다. 모로코 골리마인

(Goulimine) 지역에서 이자르는 두 개가 아닌 수많

은 피불라를 이용40)하여 매우 다른 가변성 스타일링

을 보인다.

5.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이란, 스타일링의 연출 기

법에 있어서 위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법

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되어 복합적인 스타일링으로

복식을 가변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 형태

의 도형을 간단한 봉제로 고정한 것도 스타일링 기

법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미얀마에서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요의인 론지

(lungyi)는 본래 허리둘레에 감는 긴 천으로 허리 감

기를 일컬어 부르는 총칭인데, 장방형 두 장의 직물

의 가장자리를 봉제로 고정하여 원통형의 직물로 만

들고, 두르는 스타일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

되도록 다른 방식의 스타일링으로 착용되어, 혼합형

가변성을 보이는 사례이다. “론지의 명칭도 구분하여

여성의 것은 타메인(tamein), 남성의 것은 푸소(puso)

라고 부른다."41) <그림 17>42)은 여성의 론지 착용법

이며 <그림 18>은 남성의 론지 착용법이다.

론지와 동일한 원통형의 직물을 인체에 드레이퍼리

스타일링을 연출한 사례로는 태국의 파눙(panung)을

들 수 있다. <그림 19>의 여성은 태국의 삼폿(sampot)

또는 파눙으로 불리는 스커트를 착용하고 무용을 하

는 모습인데, 원통형의 직물을 론지와 같이 몸통으로

통과시킨 후 여유분을 앞중심에 여러겹의 플리츠를

잡아 몸에 맞도록 한 뒤, 끈으로 허리를 고정시키는

스타일링이다. 따라서 솔기의 봉제고정, 두르기와 허

리 고정형의 스타일링이 공존하는 혼합형 가변성 스

타일링이다<그림 20>43).

동남아 지역의 사롱(sarong)은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입혀진 민속복식의

종류이다. 두 장의 직사각형 직물의 가장자리를 스티

치 고정하여 원통형으로 만든 뒤, 허리에 둘러 고정

하는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이다. 사롱을 여성이 착

용할 때에는 가슴부위까지 가리며 두르는 스타일링

을 채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길이 가변성을 적용하

기도 하였다44)<그림 21>.

카인 판장(kain panjang)은 ‘긴 천’이라는 뜻으로,

사롱보다는 좀 더 큰 크기로 가변적인 스타일링이

좀 더 용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롱과 카인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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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여성 론지 스타일링

-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p. 41.

<그림 18> 남성 론지 스타일링

-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p. 41.

<그림 19> 파눙

- Folk Costumes of the World, p. 137.

<그림 20> 파눙 착장법

- 민속의상, p. 115.

<그림 21> 사롱

- Wrap & Drape Fashion,

p. 45.

스타일링

가변 유형
해당 복식 스타일링 연출방식 특성

용도

변경형

* 나이지리아 사신복

* 사우디아라비아 구트라

* 태국 프라신 * 공식 석상에서 임무에 따라 다른 가변성 스타일링 연출.

* 지리적 기후, 전쟁과 같은 상황에 따라 얼굴을 가려 보호

용도로, 혹은 노동시에 활동이 용이하도록 스타일링 변경

* 복식 아이템에서 생활용 아이템으로 용도변경

<표 1>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특성

모두 스커트 형식으로 착장되며, 직물의 위쪽 가장자

리를 접거나 비틀어 인체에 맞도록 고정시키는 방식

을 적용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Ⅳ. 결론
민속복식에서의 가변적 스타일링은 역사적으로 고

찰했던 서양복식에서의 가변적 스타일링과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민족 전통의 독창적인 가

변적 스타일링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민속복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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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가변 유형
해당 복식 스타일링 연출방식 특성

매듭형

* 모로코 히야크

* 탄자니아 캉가
* 스타일링 마무리에 매듭이 겉으로 드러나는 착장 방식

* 직사각형의 직물을 공통적으로 사용

* 매듭은 단순매듭 스타일로 미적인 기능보다 실용적 기능

두르기형

* 인도 도티, 사리

* 폴리네시아 파레오

* 아프리카 하이크

* 인체 위에 드레이퍼리가 둘러지는 부위가 다르도록 가변적으로

두르는 착장 스타일링 변경

* 지역에 따라 다른 착장 스타일링으로 민족 및 부족 구분

* 아시아 지역은 국가간에 유사한 착장 스타일링 공유

* 직사각형의 직물이 공통적으로 사용.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몸통 안으로 자락을 넣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링

마무리

고정형

* 모로코 이자르

* 헤드 드레스 종류 외에 겉으로 악세서리를 드러나게 하여 드레

이퍼리를 고정하는 스타일링

* 끈이나 각종 장신구를 이용하여 다른 실루엣을 연출

혼합형

* 미얀마 론지

* 태국 파눙

* 동남아 사롱, 카인 판장 *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링 혼용

* 원통형의 직사각형, 원통형의 직물이 아닌, 두 장의 장방형 직

물을 봉제로 고정하여 응용

* 그 외에 허리고정이나 매듭형의 스타일링 응용

* 대부분 동남아 지역의 요의에 적용된 스타일링

<표 1> 계속

의 가변성 스타일링은 중동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착장 방법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민속복식에서 가변성 스타일링이 적

용된 복식의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에 따라 민속복식

의 스타일링의 유형을 용도변경형, 매듭형, 두르기형,

고정형, 혼합형 등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

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변경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동일 복식이

착장자의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착장 혹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식의 기능의 변경을 유도하는

착장 스타일링 기법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신분 역

할에 따라 민속복식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아프리카,

중동지대와 인도에서는 신체 보호적인 기능을 위하

여, 태국에서는 활동의 용이를 위하여 복식간의 용도

변경 스타일링을 적용하였다.

둘째, 매듭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민속복식에서 직

사각형의 직물을 공통적으로 이용하여, 직물로 인체

를 둘러 스타일링을 연출한 후 마지막 고정의 의미

로 매듭을 지었다. 매듭의 스타일링 형태는 단순 매

듭으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민속복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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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듭은 미적인 기능으로 발전보다 실용적 기능을

지닌 고정의 기능에 국한된다.

셋째,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인체에 직물을

두르는 스타일링에 가변을 적용한 것으로, 민속복식

중 가장 많은 복식의 종류에서 응용된 착장 방식이

기도 하다. 두르는 가변성 스타일링은 허리두르기 가

변형, 목 아랫부분을 둘러 스타일링 변형을 적용하는

신체두르기 가변형, 머리까지 모두 두르는 전신두르

기 가변형 등으로 세분화 할 수도 있다. 인도의 사리

는 신체두르기와 전신두르기 등 다양한 두르기 방식

을 적용한 가변성 스타일링을 보이며, 파레오의 스타

일링 가변형은 토르소 두르기, 목둘레 두르기, 어깨

두르기 스타일링을 복합적 가변형으로 적용한 사례

로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광범

위하게 걸쳐 가장 많은 가짓수의 가변성을 나타내는

스타일링이 두르기 가변형이다.

넷째, 고정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모로코의 이자르

의 스타일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자르 스타일링

은 피불라로 어깨를 고정하는 스타일링을 기본으로

허리끈을 묶어 다양한 드레이퍼리에 가변성을 주며,

그리스의 키톤과 같은 가변성을 적용한다.

다섯째, 혼합형 가변성 스타일링은 민속복식에서

는 성별 구분에 적용되기도 하며, 대부분 허리두르기

스타일링에서 가변성이 적용되었는데, 동일 국가 내

에서도 존재하지만, 유사한 크기, 즉 직사각형 직물

을 응용하여 겉으로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 넣거나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두 가지의 스타

일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변성 착장 방식을 적용한다.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은 단순한 직물을 인

체에 감아 다양한 형태로 연출되며, 또한 스타일링시

레이어링의 종류와 방식이 더욱 다양하여, 서양복식

사의 가변적 스타일링 유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양복식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가

변성 스타일링을 고안하고, 인체에 착용되는 직물의

형태를 착장 편의와 미적 추구 등의 목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인체 우선적인 구조적 복식의 형태로 진화

를 이루어왔다. 반면 민속 복식은 고대부터 착용하였

던 전통적 스타일링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사

실은, 민속복식을 유지하고 착용하는 지역의 패션영

역에 현대적인 의미의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

는 오히려 각 민족의 고유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

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착장 방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의 가장 큰 특성은 직

사각형 직물의 사용이다. 모든 유형의 가변성 스타일

링에 공통적으로 직사각형 직물을 사용하는데, 직사

각형의 비율이나 크기만 다를 뿐, 오랜 시간동안 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현대 패

션 트렌드와는 무관한 민속복식의 특성을 유지하며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속복식의 가변

성 스타일링 연구는 직사각형의 직물이 연출될 수

있는 스타일링의 다양함이 무궁무진함을, 이를 이용

하여 간단한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현대 패션

스타일링의 가변성 착장 방식을 유도하는데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Attali, Jacques (1998), Dictionary of the 21st century,
편혜원, 정혜원 역 (1998), 21세기 사전, 서울: 중앙
m&b, p. 230.

2) Goyal, O. P. (2005), Nomads at the crossroads, Delhi:
Chawla offset Press., p. 232.

3) 자료검색일 2011. 5. 12, www.lemuriastyle.com

Susanna Gioia: “A unique dress to look different"를

표어로 내세운 이탈리아 디자이너. 한 가지 스타일을

착장자에 의해 몇 가지의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여 착용

할 수 있는 드레스 종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검색일 2011. 5. 16, http://springsummer.fibre2fa

shion.com/2010/John-Ribee

John Ribbe: 디자인에 은으로 만든 장식류, 버클, 징,

고리와 같은 부자재가 쓰였는데, 그는 자신의 디자인

특성을 “Nothing is decoration, everything has a

function"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컬렉션에서는 부자재를

이용하여 동일 복식을 가변적으로 축소 또는 확장하는

기능적인 가변 스타일링을 볼 수 있다.

자료검색일 2011. 5. 16, http://www.topfashion-de

signers.info/af-vandevorst.html

A.F. Vandervorst: 벨기에 브랜드로서, 패션은 바로 마

음 내부의 움직임(“Fashion as nothing less than the

inner working of the mind.")이라고 표현되어 그들의

패션은 심상에 따른 유동성, 즉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비대칭적인 구조와 여밈, 니트와

저지의 드레이퍼리를 통한 가변적인 착장 방식을 적용

하였다.

4) 자료검색일 2011. 5. 18, http://academic.naver.com,

http://dl.nanet.go.kr/SearchList.do



민속복식의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분류

- 125 -

“에스닉 패션”, “오리엔탈 패션”, “이국취향 패션”을

키워드로 연구사례를 인터넷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이버 전문정보
(http://academic.
naver.com)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SearchList.do)

에스닉
패션

108건 37건

오리엔탈
패션

28건 23건

이국취향
패션

6건 3건

5) 자료검색일 2011. 5. 18, http://academic.naver.com,

http://dl.nanet.go.kr/SearchList.do

“민속복식” 관련 논문은 네이버 전문정보에는 108건,

국회도서관은 42건으로 검색되었다.

6) Anawalt, R. Patricia (2007), The Worldwide History
of Dress, 한국복식학회 역 (2009), 세계복식문화사, 서
울: 예담.

Bruhn, W. & Tilke, M. (1988),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New York: Arch Cape Press.
Drudi, K. E. (2007), Wrap & Drape Fashion, Ams-
terdam: The Pepin Press.

Ghurye, G. S. (1995), Indian Costume (3rd ed.),
Bombay: Popular Prakashan Pvt.

Harrold, R. (1999), Folk Costumes of the World,
London: Cassell.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the fashion,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td.

Tarlo, Emma (1996), Clothing matters: dress and
identity in India, London: C. Hurst & Co. Ltd.
Tilke, M. (1990),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New York: Rizzoli.

이순홍 외 (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경기: 교문사.

7)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

스타일링 연출방식의 특성

용도
변경형

- 원래 착용되었던 복식의 용도가 다른 스타일
링으로 적용, 변경되어 다른 복식의 아이템으
로 보이도록 착용하는 가변을 적용.

- 非복식과 복식 간의 가변 스타일링
- 복식의 근본적인 역할이 변경되는 복식간의
가변 스타일링

매듭형
- 착장 방식의 완성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매
듭을 지어 복식의 외관에 매듭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스타일링

두르기형

- 두르는 방식에 가변적인 착장방식을 적용
-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변성이 연
출되는 드레이퍼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
된 허리끈과 고정핀과 같은 고정용 악세서리
가 사용되었더라도, 외관으로 보기에 고정용
악세서리가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스타
일링의 마무리가 아무런 마무리 기법없이 직
물 자체의 자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
우를 두르기형 가변성 스타일링에 포함

고정형

- 스타일링의 마무리 단계에 외관으로 도드라
지는 고정용 악세서리를 이용하여 드레이퍼
리를 고정하여 가변을 주는 스타일링.

- 고정형 도구는 스타일링에 가변을 주기 위하
여 드레이퍼리를 고정하는 기능적인 역할과
외관으로 보이기에 아름답도록 미적인 기능
을 지니는 역할 동시수행.

가변성
스타일링
유형

스타일링 연출방식의 특성

혼합형

- 스타일링의 연출 기법에 있어서 위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법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되어 복합적인 스타일링으로 복식을 가
변적으로 연출하는 것.

- 단순 형태의 도형을 간단한 봉제로 고정한
것도 스타일링 기법의 하나로 포함.

8) 권하진, 김민자 (2006), 아시안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 56(6), p. 117.

9) Anawalt, R. Patricia, op. cit., p. 226.

10) 이순홍 외, op. cit., p. 20.

11) Ibid., p. 20.

12) Ibid., p. 25.

13) 황춘섭 (1994),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pp. 44-51.

14) Tilke, M. (1990), Costume Patterns and Designs,
New York: Rizzoli, pp. 3-20.

15) Bruhn, W. & Tilke, M. (1988),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New York: Arch Cape Press.

16) Ghurye, G.S. (1995), Indian Costume (3rd ed.),
Bombay: Popular Prakashan Pvt., p. 166.

17)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the fashion,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td., p. 16.

18) Tarlo, Emma (1996), Clothing matters: dress and
identity in India, London: C. Hurst & Co. Ltd., p.

329.

19) Harrold, R., op. cit., pp. 192-193.

20) 서봉하, 김민자 (2008), 종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복식미의 연구, 복식, 58(2), pp. 103-105.

21) 이순홍 (1999), 모로코의 민속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3, pp. 154-155.

22) 최호정 (2007),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아

프리칸 스타일, 복식, 57(3), pp. 152-153.

23) Anawalt, R. Patricia, op. cit., p. 239.

24) Drudi, K. E., op. cit., p. 49.

25) Pendergast, S., Pendergast, P., Hermsen, S. (2003),

Fashion, Costume and Culture: clothing, headwear,
body decorations, and footwear through the ages,
Volume 1, p. 79.

26) Harrold, R., op. cit., p. 213.

27) Ibid., p. 138.

28) 자료검색일 2011. 5. 15, http://www.aberdeenccn.info

29) “Kanga & Kitenge Clothes and Culture in East Africa”.

Erie Art Museum Online. retrieved 2010, May 30, fr

om http://www.erieartmuseum.org

30) Ibid.

31) 자료검색일 2011. 5. 30, http://www.erieartmuseum.o

rg/exhibits/exhibits2008/kanga/kanga.html

32) Ibid.

33) Drudi, K. E., op. cit., p. 30.

34) 이순홍 외, op. cit., p. 24.

35) 자료검색일 2011. 5. 3, http://www.banglapedia.org/h

ttpdocs/HT/S_0101.HTM

36) Ibid.



服飾 第61卷 8號

- 126 -

37) Harrold, R., op. cit., p. 192.

38) Besancenot, J. (1990), Costumes of Morocco,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p. 154.

39) Tilke, M., op. cit., p. 33.

40) Harrold, R., op. cit., p. 192.

41) 이순홍 외, op. cit., p. 41.

42) Ibid., p. 41.

43) 황춘섭, op. cit., p. 115.

44) 라사라 교육개발월 편 (2000),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서울: 라사라 패션정보, p.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