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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ndency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studies to review the studies 

critically and to suggest the new directions. To do this, this study included 164 articl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studies published in five Korean major journal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2009. The identified 164 article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five areas : study subject, study content, study method, the tendency through times 

and journals publishing Korea traditional textile artic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study subject, 

the ratio of traditional motifs study was the highest in any other study subject and an actual textile pattern study 

and society․culture․historic study were also favored. And, the ratio of foreign textile study was the lowest in 

any other study subject. Second, in the fiber type of study content, the ratio of silk fiber was the highest in any 

other fiber type. Hemp, ramie and cotton fiber were followed by silk fiber. Also, the ratio of wool fiber was lowest 

in any other fiber type. In the weaving type, ratio of plain weave was the highest in any other weaving type. In 

the times of study, the ratio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was the highest in any other times of study. Third, in 

the study method, the ratio of an actual proof study method was higher than that of literature study method. In 

the tendency of times, there were society․culture․historic studies from the time publishing the first edition in 

each journal, the ratio of an actual textile pattern study, traditional motif study and preservation science study has 

increased since the 2000. Fourth, in the characteristics of journa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has 

published the most articles in any other journal publishing Korea traditional textile study.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textile study(한국의 전통 직물 연구), tendency analysis(경향 분석), study subject 

(연구 주제), study content(연구 내용), study method(연구 방법), tendency of times & journals(시

대․학술지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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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직물은 의복의 기본 재료로서, 한국은 신석기 시

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유한 전통 직물 문화를 이

루어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양한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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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토 유물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 동안 학

문적으로도 문헌 자료와 실증 유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미래에도 

실증 유물의 발굴과 이에 따른 연구들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학문 분야의 전체 혹은 세부

적인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

지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과중되거나 편중된 부

분 그리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간

과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의 연구 경향 분석은 과거를 통해 미래의 발전적이

고 새로운 연구 방향과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전통 직물 연구는 인류학을 포함

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

이나, 전통 시기가 아닌, 개항부터 일제시대의 한국 

직물업에 관한 경제학 분야1)와 사회학 분야2)의 연

구들이 있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박선희3)와 최덕

경4)과 같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 전통 직

물의 고유성과 중국 지역 전통 직기에 관한 관심들

이 있었을 뿐 한국 전통 직물 연구는 그 동안 주로 

의류학 분야의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현재 대한가

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

국의류산업학회지의 연구들 가운데 의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의류학적 주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의

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통시적 범위에

서 의류학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한 김미자5), 

정찬진 등의 연구6)와 공시적 범위의 의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7)가 있다. 또한, 의류학 전체가 

아닌 하위 분야의 소비자학8), 복식 사회 심리학9), 

의복 구성학10), 패션 마케팅11)의 경향 분석과 명품12)

이나 참고 문헌13)과 같은 세부 연구 주제와 방법론
14)을 분석한 연구들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

안 일반적인 한국 전통 직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문헌 연구와 실증 유물 분석 연구로 분류되어 세부

적인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까지 

통시적인 범위에서 한국 전통 직물 선행 연구들의 

전체적인 경향,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

에 관한 비판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 직물 연구 역시 기존의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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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와 같은 연구는 미래 지

향적인 한국 전통 직물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의류학 관련 5개의 대표

등재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한

국 전통 직물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 내용은 한국 전통 직물 연구가 게

재된 학술지들 가운데, 5개의 등재 학술지인 대한

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의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 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시대별, 학술지별 경향성을 고찰한다.  

Ⅱ. 연  방법

1.자료 정

한국 전통 직물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전통 직물 연구가 게재된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

로 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 의류학의 대

표 등재 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

지, 복식, 복식문화, 한국의류산업학회지의 5개 학

술지에 게재된 전통 직물 관련 연구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또한 전통 직물 관련 연구들 가

운데 전통 문양 연구는 독립적인 문양 연구뿐만 아

니라, 직물의 유형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부

로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전통 문양 연구는 독립적인 문양 연구와 직물의 유

형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부로 포함된 전통 

문양 연구를 모두 포함하 다. 그러나 염색 연구는 

직물과는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파악하여, 본 연구 

자료에서는 제외하 다. 시대 범위는 5개 등재 학

술지의 창간호부터 2009년까지의 범위 안에 발표

된 전통 직물 연구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 지만, 이 

가운데 근대 이후 현대 직물에 관한 연구는 본 연

구 자료에서 제외하 다. 

2.자료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전통 직물 관련 논문 

자료는 총 164개로 학회지별로는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13개, 한국의류학회지 논문 22개, 복식 논문 

91개, 복식문화연구 논문 18개,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논문 20개이다. 연구 자료의 분석 방법은 첫째, 

선별된 한국 전통 직물 연구 논문들을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시대별 특징, 그리고 학회지

별 특징으로 분류하여 그 경향성을 분석하 다. 분

류된 분석 내용들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연

구 주제는 사회․문화․역사적 연구, 직물의 유형

적 특징 연구, 해외 직물 연구, 보존 처리 연구, 전

통 문양 그리고 현대적 응용 연구로 분류하여 그 특

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은 전통 직물에 관한 세

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섬유의 종류, 조직의 종류, 시대적 분포의 측

면에서 연구 내용을 분석하 다. 연구 방법은 주요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크게 문헌 연구, 실증 연구, 

그리고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의 혼합 방법 연구 3

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된 연구 방법 안에서 세부적

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5개 등재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한국 전통 직물 연

구들의 시대별 특징과 변화 양상 그리고 전통 직물 

연구와 관련된 5개 학술지들의 특징을 분석하 다. 

Ⅲ. 연  결과 

1.연  주제의 특징

연구 주제에 의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통 직물 

연구 논문 총 164개를 사회․문화․역사적 연구,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 문양 연구, 보존 과학 연

구, 해외 지역 연구로 분류하 으며, 전체 전통 직

물 연구에서 각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그림 1〉

과 같다. 분석한 전통 직물 연구 중 사회․문화․역

사적 연구는 주로 문헌 중심의 연구로서, 전체 164

<그림 1>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연구 주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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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문화․역사적 연구의 특징.

개 중 21%(34개),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는 24%(39

개), 해외 직물 연구는 4%(7개), 보존 과학 연구는 

10%(17개), 전통 문양 연구는 41%(67개)로 나타났

다. 이것은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주제 측면에서

는 전통 문양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와 사회․문화․역사적 연

구가 그 다음으로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 다. 보존 과학 연구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 직물 연구는 다른 연구 

주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류된 각 연구 주제들의 세부적

인 특징은〈그림 2〉와 같다.

1)사 ․문 ․역사적 연

사회․문화․역사적 연구는 실증 유물 분석이 아

닌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 직물 

연구로서, 전체 164개의 논문 중 21%(34개)에 해당

한다. 사회․문화․역사적 연구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시대의 특정 섬유류 및 직물류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거나 발달하게 된 정치,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15%, 전통 직물 생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 국내의 

사용, 유통 현황 연구가 12%, 직물 사용의 규제와 

금제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3%, 

고문헌의 직물 명칭이나 제직 공장(工匠) 기록을 수

집, 정리한 연구가 12%, 문헌 자료를 통해 통시적 

차원에서 특정 섬유류의 제사, 조직적 특징의 유형 

도출과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가 32%,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직물 문화 교류와 한국 제직 기술 유추에 

관한 연구가 26%로 나타났다. 

<그림 3>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에서 분석 대상 유

물의 종류.

2)직물의 유 적 특징 연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는 한국 전통 직물 연구 

중 실증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서, 주로 전통 

직물 유물들의 섬유학적, 조직적 측면에 관한 연구

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직물 유물

의 섬유학적, 조직적 특징을 실의 굵기, 꼬임, 조직, 

밀도, 크기 등을 실측하고, 실측 결과 나타난 특징

들을 제시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연구

들의 세부적인 수치의 내용은 본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물의 유

형적 특징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직물 유물

의 성격에 의해 출토 직물, 불복장 직물, 수착 직물

로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났고, 분석 결과, 전체 직

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에서 출토 직물 연구는 44%, 

불복장 직물 연구는 28%, 수착 직물 연구는 28%로 

나타났다. 

3)전통 문양 연

전통 문양 연구는 전체 164개 전통 직물 연구 가

운데 41%(67개)의 비율을 차지하며, 본 연구에서 분

류된 전통 문양 연구는 전통 문양만을 단독으로 연

구한 문양 연구와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의 세부 

내용으로서 전통 문양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를 모

두 포함하 다. 전통 문양 연구는 세부 주제로서 유

품, 발굴 유물, 벽화, 회화에 나타난 전통 문양의 유

형, 배치, 표현 방식과 특징들을 분석한 연구가 4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지역 전통 문양의 특징이나 한국․중국․일

본의 전통 문양과의 비교 연구가 11%, 전통 문양의 

분석과 분류를 위한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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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통 문양 연구의 특징.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현대적 응용 연구는 

전통 문양의 선호도와 기호도, 감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16%, 문화 상품이나 현대 디자인으로 응용

하는 연구가 26%로 나타났으며, 전체 전통 문양 연

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직물

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물을 현대적

으로 응용하는 연구의 비율이 거의 없었던 점과 비

교할 때 전통 문양 연구에서는 전통 문양의 현대적 

응용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전통 직물은 전통 직물의 기술적인 특징을 규명하

는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전통 직

물을 복원하거나 현대적인 기술로 응용하는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 문양은 전통 직물

과는 달리 현대적으로 쉽게 응용이 가능한 분야라

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해  직물 연

해외 직물 연구는 해외 지역의 직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분류한 것으로 세부 주제와 

연구 경향은〈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

<그림 5> 해외 직물 연구의 특징.

으로 살펴보면 해외 직물 연구는 해외 특정 지역,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직물의 특징 그

리고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가 72%로 가장 많

았으며, 해외 지역 전통 직물의 기법적 특징에 관

한 연구 14%, 이들 지역들의 문화 교류에 관한 연

구가 14%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해외 전통 직물 

연구는 전체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주제로 파악되고 있

다. 

5)보존 과학 연

보존 과학 연구는 전체 전통 직물 연구 164개 중 

1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0

년대 이후 점차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

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연구 주제로 파

악된다. 보존 과학 연구는 세부 연구 주제에서 출

토 이후 섬유 종류, 오염물과 미생물과 같은 섬유 

외 성분을 확인하는 연구가 12%, 보존 처리 자체에 

관한 연구로서, 세척, 표백, 훈증과 같은 보존 처리 

과정, 방법, 효과, 처리 후 직물의 물성 변화를 다루

는 연구가 46%의 비율을 나타내어 보존 과학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토 직물의 

전시와 보존 환경 그리고 취화에 관한 연구는 18%, 

전통 직물의 복원과 복제에 관한 연구 24%의 비율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존 과학의 세부적인 연

구들 가운데 보존 처리와 처리 효과를 평가하는 연

구, 출토 직물의 취하 방지를 위한 전시와 보존 환

경 그리고 복원과 복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

후 점차로 연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세부 분야들

이다.  

<그림 6> 보존 과학 연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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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내 의 특징

연구 주제로 분류된 한국 전통 직물 연구들은 구

체적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섬유의 종류, 조직의 

종류, 시대적 특징을 중심으로 세분하여 그 경향성

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그림 7～9〉와 같다.  

1) 유의 종

전통 직물 연구들에서 분석된 섬유의 종류는 견

섬유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다음으로 

마섬유가 28%, 면섬유는 15%, 모섬유 9%의 비율

로 나타났다. 분석된 섬유의 종류에서 견섬유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현재 분석되는 유

물의 대부분이 왕실, 상류층과 같은 지배 계층 그

리고 고급 직물에 해당되는 불복장 유물들로서, 이

와 같은 종류의 고급 직물들에서는 대부분 견섬유

가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견섬

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마섬유는 다른 섬유

류에 비해 한국에서 고대부터 제직된 연대가 비교

적 빠르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사용된 섬유류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섬유의 종류 중 

모섬유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

국의 지리,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 모섬유를 생산하

고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출토되는 유물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조직의 종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분석된 조직의 종류는 

평직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

으로 이중 조직이 18%로 평직 다음으로 많은 비율

을 보 으며 능직이 15%, 익조직이 14%, 주자직이 

<그림 7> 전통 직물 연구의 섬유의 종류.

<그림 8> 전통 직물 연구의 조직 종류.

11%, 카페트, 타피스트리, 펠트직이 5% 비율의 순

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존의 전통 직물의 종류

에서 거의 분석되지 않았던 꼬임조직 4%, 교직 2%, 

편직 2% 등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분석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직물 조직들은 

현재까지는 전체 전통 직물 조직 연구에서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로 전통 직물 조직 연

구의 새로운 분석 대상으로 추가되는 경향성을 보

이고 있다.

3)  대상의 시대적 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통 직물 연구들의 시대적 

분포의 특징은〈그림 9〉와 같은데, 조선시대가 4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삼

국시대가 34%로 조선시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

이며, 고려시대 16%, 상고시대 7% 순서로 나타났

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 직물 연구의 시대적 분

포에서 조선시대가 가장 높고, 상고시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을 보

이는 이유는, 먼저 조선시대는 전통 시기 가운데 현

<그림 9> 전통 직물 연구 대상의 시대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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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가장 근접한 시기로서 현존하는 전통 직물 유

물이나 문헌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고시대는 문헌 자료나 현

존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의 제약이 전통 직물 연구의 시대적 분포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3.연  방법의 특징

한국 전통 직물 연구들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그

림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헌 연구 방법이 전체 

연구 방법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문

화․역사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었다. 실

증적 연구 방법은 36%, 문헌 연구 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혼합한 연구 방법은 32%에 해당되는 

비율로, 문헌 연구와 혼합하는 방식이라도 실증적 

연구의 비율이 문헌 연구 단독의 방법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전통 직물 연구

는 전체 연구 주제에서 주로 문헌 연구 방법만을 

사용하는 사회․문화․역사적 주제보다는 실증적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 

보존 과학 연구, 전통 문양 연구, 현대적 응용 등의 

연구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와 같은 연

구들은 주로 실증적 연구 단독 혹은 문헌 연구 방

법과 병행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시대별 경향

사회․문화․역사 연구는 전체 164개의 연구 중 

21%를 차지하는 분야로서, 창간 시기가 비교적 빠

른 복식,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들의 경

<그림 10> 전통 직물 연구의 연구 방법 특징.

우 1970년대부터 사회․문화․역사 연구를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다른 전통 직물 연구 주제보다 비

교적 이른 시기부터 게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 사회․문화․역사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

어 논문 게재율에서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

히 연구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지만, 출토 유

물 분석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2001년부터는 사

회․문화․역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전체 연

구 중 24%를 차지하는 연구 주제로서, 1970년대부

터 1990년대까지는 2개의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

어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 다. 그러나 1991년

에서 2000년대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에

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000

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가 증가

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직물 연구는 전체 연구 중 

7%를 차지하는 분야로서, 1970년대부터 소수의 연

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

지만 전 시기에 걸쳐 다른 전통 직물 연구 분야와 

비교할 때 연구된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보존 과학은 전체 연구 중 약 11%를 차지하는 주

제로서, 1990년대까지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

이며, 1990년대 이후로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하다

가 2000년대 이후로 많은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출토 유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

와 맞물리면서 과학적인 유물 보존에 대한 사회

적, 학술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 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전통 문양 연구는 한국 전통 직물 연

<그림 11> 전통 직물 연구의 시대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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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가운데 독립적인 주제 혹은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전 시기에 걸쳐 가

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 주제이다. 전통 문양 연구

의 시대별 연구 경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점

차 증가해 왔으며, 보존 과학과 마찬가지로 1990

년대부터 2009년까지 출토 유물 연구의 증가와 함

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전통 직물 

연구의 모든 주제 분야가 2000년대 이후에 게재율

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

은 한국 사회와 학계 안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발

굴과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의 세

계화’라는 분위기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증가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5.학 지별 특징

전통 직물 연구의 학회지별 경향을 살펴보면, 복

식지는 5개의 학술지들 가운데 전통 직물 연구에 관

한 게재율이 전체 164개의 논문 중 총 56%로, 전통 

직물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학회지 다. 다음으

로 한국의류학회지가 14%, 한국의류산업학회지가 

12%, 복식문화연구지가 11%, 그리고 대한가정학회

지가 7%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학회지의 연구 주

제별 분포는 1977년에 창간된 복식지는 창간 초기

부터 전통 직물 연구들이 게재되기 시작하 으며, 

사회․문화․역사 연구가 11%, 직물의 유형적 특

징 연구가 18%, 해외연구가 3%, 보존 처리 연구가 

4%, 문양 연구가 20%로, 세부적인 연구 주제에 있

어서도 5개의 학술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논문수가 

게재된 학술지 다. 대한가정학회지는 1959년에 창

간한 학회지로 5개의 등재 학술지들 가운데 그 역

사가 가장 오래된 학술지이지만 전통 직물 관련 논

문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사

회․문화․역사 연구가 4%,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

구가 2%, 해외 연구가 0.6%로 나타났지만, 보존 처

리와 전통 문양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류학회지는 1977년 창간 이래로 14%의 

전통 직물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 중 사회․

문화․역사 연구는 2%,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는 

1%, 해외 연구는 0.6%, 보존 처리 연구는 4%, 전통 

문양 연구는 6%이며, 한국의류학회지 안에서는 다

른 주제보다 보존 처리 연구와 문양 연구의 비율이 

<그림 12> 전통 직물 연구의 학회지별 특징.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문화연구와 한국의류산

업학회지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창간된 학

회지들로서, 그 역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전통 직

물 연구들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복식문화연구

는 전체 전통 직물 연구 가운데 11%의 연구를 게

재하 으며, 이 가운데 사회․문화․역사 연구는 

3%,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2%, 보존

처리 연구는 2%, 문양 연구는 4%로, 사회․문화․

역사 연구와 문양 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류

산업학회지는 전체 전통 직물 연구 논문 중 약 12%

의 게재율을 보 으며, 이 가운데 사회․문화․역사 

연구는 0.6%,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1%, 해외 연구는 0.6%, 보존 처리 연구는 0.6%, 문

양 연구는 9%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역시 전통 

문양 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모

든 학회지들이 전체 전통 직물 연구 논문 가운데 

전통 문양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

며, 학회지별로는 복식지는 전통 직물 연구 게재율

이 가장 높은 학술지인 반면, 대한가정학회지는 전

통 직물 연구 게재율이 가장 낮은 학술지로 나타났

다. 한국의류학회지는 게재된 전통 직물 연구 중 

보존 과학 연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Ⅳ. 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전통 직

물 연구를 게재하는 5개의 대표 등재 학술지인 대

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

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들의 창간호부터 200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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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또한 연구 자료를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시대별, 학술지별 특징으로 분류하여 그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연구 주제는 전통 문

양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사회․문화․역사적 

연구가 그 다음 순으로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로 나타났다. 보존 과학에 관한 

연구도 최근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 직물 

연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연구를 위해 제

안할 점은 첫째, 사회․문화․역사적 주제의 연구

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술지들의 창간시기부

터 1970년대의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연구된 분야

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전통 직물 연구가 시작

되는 초창기로서 한국 전통 직물 문화의 고유성 혹

은 역사적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서 고

문헌에 나타난 직물 명칭이나 생산 기관을 수집, 

정리하고 구체적인 생산과 유통 현황에 관한 연구

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다. 이후로 문헌 자

료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구체적인 제직 기술의 문

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특정 섬유류, 

조직의 통시적인 유형이나 변화 양상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문화 교류와 이를 통한 제직 기술 유추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여 왔

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실증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래로 사회․문

화․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향이 나

타났고, 사회․문화․역사적 연구가 감소하면서 전

국의 묘지, 소장 유물,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주요 연구들이 유물의 섬유, 조직, 문양

의 유형적 형태나 수치에 관한 분석과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실증 유물 분석 연구들은 이와 같은 유물들이 한국

의 고유한 생산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것인가 혹은 

왕실과 상류층들의 소비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된 

직물들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과 전체 사

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러한 물질적 대상이 차

지하는 의미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실증 유물 연구와 문헌 자

료를 비교하여, 분석된 유물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

하고 문헌의 직물 종류를 유물과 연관시켜 유추함

으로써 구체적인 제직 기술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증가하고는 있다. 앞으로는 사회․문화․역

사적 연구들의 주제와 유물의 형태적 분석 연구들

이 연계되어 문화로서의 직물 생산과 사용이 갖는 

의미 그리고 한국 전통 직물의 역사적 위상 정립 

및 제직 기술의 규명을 위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문화․역사적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의 경우, 본문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분

석되고 있는 전통 직물의 종류는 출토 직물류가 가

장 많고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수착 직물 연구가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지면서 수착 직물에 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

로는 출토 직물, 불복장 직물, 수착 직물 각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도 유물 

성격의 차별성을 보이는 이와 같은 종류의 유물들

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 전통 직물 연구 주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통 문양 연구의 경우, 

문양의 형태 분류, 배치 방식 등 단순한 문양의 형

태 분석에만 치중하는 경향들을 지양하고,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전통 문양의 시대별, 계층별 사용 

양상, 문화적 의미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연

관시켜 설명하는 연구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전통 문양 연구는 중

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전통 문양과 혼재된 경향

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문화 상품 개발과 같은 전

통 문양을 응용한 현대적 연구가 무비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해외 지역 전통 문양의 특징이나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문양과의 비교 연구는 

전통 문양 연구의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소수를 차

지하는 분야 다. 그러나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문양과의 비교 연구의 경우, 주변 국가의 문양에 

대한 단순한 형태적 분석 이외에 각 지역 간의 역

사적 교류 과정과 그 결과로 파악되는 문양의 전파

와 수용,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양에 관한 연구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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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전통 문양 연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 문양 분류를 

위한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들 역시 앞으로의 한국 

전통 문양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 지역 전통 직물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에서 해외 직물의 형태

적 특징 분석에만 그치고, 해외 지역의 문화는 단

순한 개관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직물이 

선호되고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부족하 다. 현재까지 한국 자체

의 직물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고, 이후에도 한국 직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해외 지역 

직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에서 해외 지

역 직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직물 문

화를 비교문화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자료의 확보

와 세계 직물 문화사 안에서 한국 전통 직물 문화

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앞으로

는 해외 지역 직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존 과학의 경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보존 과학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섬유 종류와 섬유외 

성분들을 확인하는 연구 그리고 세척 효과를 평가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점차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방

법의 제안, 보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물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전시와 보존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증가

하 다. 특히 최근에는 직금단, 자수, 금박의 특수 

보존 처리 방식이나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는 전문 

기술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

이 최신의 기기 분석적인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여 

나오는 최근의 보존 과학 연구의 결과들은 보존 과

학 연구 분야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통 직물 연

구 분야의 제사, 제직 기술의 규명과 복원 연구에

도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

라고 생각한다. 

2.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연구 내용은 섬유의 

종류, 조직의 종류 그리고 시대적 특징을 중심으로 

그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섬유의 종류

는 견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

음으로 마섬유, 면섬유, 그리고 모섬유가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종류는 평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다음으로 이중 조직, 능직, 익조직, 

주자직, 카페트, 타피스트리, 펠트직의 순서로 나타

났다. 시대적 분포에서는 조선시대가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삼국시대가, 그리고 

고려시대, 상고시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주

목할 점은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전통 직물의 

종류에서 거의 분석되지 않았던 꼬임 조직, 교직, 

편직 등이 소수이지만, 전통 직물 연구에서 새로운 

분석 대상으로 추가되는 경향을 보 다는 점이다. 

이후에는 각각의 섬유, 조직 그리고 시대적 특징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더욱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후의 전통 

시기 한국의 섬유와 직물 조직 발달사 연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연구 방법을 조사한 

결과, 문헌 연구 방법은 전체 연구 방법의 32%, 실

증적 연구 방법은 36%, 문헌 연구 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혼합한 연구 방법은 32%에 해당되는 

비율로 나타났다. 문헌 연구와 혼합하는 방식이라

도 실증적 연구의 비율이 문헌 연구 단독의 방법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바와 같이 이후의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는 상호 연구 방법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구 방법들이 선택적으로 활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시대별 경향성에서 사

회․문화․역사 연구는 학회지들의 창간 시기인 

1970년대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증 유물 분석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2000년부

터는 감소하는 비율을 보 다.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에 관한 연구는 1991년에서 2000년대에 조금씩 증

가 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 추

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부터 실

증 유물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 유물 연

구의 증가 시기와 맞물려 보존 과학 연구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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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 연구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고, 특히 전통 

문양 연구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던 반면, 해외 

직물 연구는 전 시기에 걸쳐서 다른 전통 직물 연

구 분야와 비교할 때 연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 직물 연구의 

시대별 경향에서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

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파악되었고, 관심

도가 증가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활발히 연구되

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연구 성과가 미미했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한국 전

통 직물 연구들은 한국 전통 직물 연구에서 각각의 

연구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중하

거나 편중하는 경향성 없이 세부적인 분야의 연구

들이 고르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학회지별 특징에서 복

식지는 5개의 학술지들 가운데 창간부터 2009년까

지 전통 직물 연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

된 학회지 다. 다음으로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

류산업학회지, 복식문화연구지, 그리고 대한가정학

회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학회지의 연구 주제별 

분포는 복식지는 사회․문화․역사 연구,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 전통 문양 연구의 비율이 높았

다. 대한가정학회지는 전체적으로 전통 직물 연구 

게재율이 가장 낮은 학술지로, 세부적으로는 사회․

문화․역사 연구, 직물의 유형적 특징 연구, 해외 

직물 연구가 소수 있었지만, 보존 과학과 전통 문

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의류학회지 역시 다른 학술지들과 비교할 때 전

반적으로 한국 전통 직물 게재율이 낮은 학회지에 

속하 으나, 이 가운데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다

른 주제보다는 보존 과학 연구와 전통 문양 연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문

화연구와 한국의류산업학회지는 비교적 최근인 1990

년대에 창간된 학회지들로서, 그 역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전통 직물 연구들이 게재된 것으로 나

타났다. 주목할 점은 5개 학회지들 모두 창간 초기

에는 사회․문화․역사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 게

재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연구 주제의 논문

들은 거의 게재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

이다. 시대별 경향성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사

회․문화․역사 연구의 감소 시기는 직물의 유형

적 특징에 관한 연구의 증가 시기와 맞물리는데,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현재에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학술지 공통적

으로 최근 보존 과학 연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면에 해외 지역 직물에 관한 연구

는 가장 관심이 낮은 분야이며, 분석한 학술지들의 

최근 연구에서도 해외 지역 직물에 관한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

다. 한편, 학회지들의 일반적인 성격과 게재하는 전

통 직물 연구의 주제와의 선호도 혹은 연관성이 파

악되었는데, 복식지의 경우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같은 전통 직물 연구가 가장 많이 게

재되고 있다는 특정 학회지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대한가정학회지

는 전통 직물 연구에 관한 게재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의류학회지의 경우, 한국 전통 직물 연구 논문

의 게재율이 대체로 낮은 학술지 지만, 이 가운데

에서도 보존 과학 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되는 일반적

인 논문들의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전반적으로 특정 학회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

통 직물 연구의 과중과 편중 현상은 논문을 투고하

는 연구자들이 학회지의 특성을 미리 감안하여 전

통 직물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투고 

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개

별 학술지들의 성향 혹은 경향성으로 형성된 것으

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전통 직물 연

구의 연구 경향성에서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점은 먼저, 2000년대 이후로 

실증 유물의 증가와 함께 실증 유물 분석 연구 역

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분석의 결과로 파악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지

속되고 있는 실증 유물의 섬유, 조직적 특징을 분

류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활발하지 않

았던 문화 교류 과정, 그리고 전통 직물의 생산과 

사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연구와 같은 이론적 차

원의 연구와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존 과학에 관한 관심도 2000년대 이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 는데, 특히 최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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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과학적인 보존 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더욱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

은 보존 과학 연구는 단순한 유물 보존에만 활용되

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문화․역사적 주제의 연

구와 직물의 유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보완된다

면 한국 전통 직물 연구의 가장 어려움으로 남아있

는 한국 전통 제직 기술의 규명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 시기에 걸쳐 해외 직물 연구에 관한 관심이 

낮았는데,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해외 지역들의 전통 

직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5개 학술지의 전통 직물 연구 주제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던 전통 문양에 관한 

연구는 문양의 형태 분석에 치중하는 연구의 편중

성을 지양하고, 고유한 한국 전통 문양을 규명, 재

발굴하고, 이에 따라 전통 문양을 현대화하는 연구

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연

구와 역사적 연구가 함께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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