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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corative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skirt of contemporary style.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elected 167 pieces of Korean 

traditional skirts which were shown in relevant monthly magazine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10. Then,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 types of decorative techniques found in those selected piec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ecoration technique for each area of the pie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tterns used in relation to those 

techniques. The Korean traditional skirt, otherwise called ‘Hanbok chima’, was classified into two types, single and 

composite, in accordance with which technique of decoration was used to it. The single type was characterized by 

so many embroideries, while the composite type, a combination of two decorative techniques, seonchigi and 

jatmulim. In the Korean traditional skirt, decorative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knotting and entire of the skirt. 

Patterns used to decorate the Korean traditional skirt were usually in form of embroidery, gold or silver foil or 

painting. Out of the patterns, those which were embroidered or painted were shaped flowers, while those which 

were plated with gold or silver are shaped bosangdangchomun and flowers. There were other decorative techniques 

than mentioned above, for example, applying two or more different colors to the hem of the skirt, attaching pads 

to the knotting of the skirt and padding a decorative cloth on the front center of the skirt. 

Key words: the Korean traditional skirt(한복치마), decorative techniques(장식기법), types(유형), areas of appli-

cations(사용 부위), patterns(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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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복은 우리의 고유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양

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승 발전하여 오면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천사를 엮어 왔다. 우리의 민속의상인 한

복의 아름다움은 곧은 선과 은은한 곡선으로 이루

어지는 너그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에 있다. 특히 

한복치마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 장의 보자기와 

같지만 인체에 입혀졌을 때는 허리에 규칙적인 주

름을 잡아 생동감이 있으며 풍성한 여유미가 생긴

다. 또한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어 풍

성하고 다양한 여유미를 표출할 수 있다. 즉, 치마

의 만들어진 형태는 단순하나 감싸는 양식, 조이는 

정도 등의 착장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장식적인 기

법을 가미하여 다양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복치마는 주름과 말기, 끈으로 구성되어 편리

성과 간편함을 갖추면서 요권의(腰卷衣) 형식의 두

르는 방식으로 인해 미적인 요소도 함께 지닌다. 

또한 한복치마는 평면구성의 직선으로 재단되지만, 

착장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와 움직임을 만들어 낸

다. 한복치마의 착용법은 이미 고정된 일반적인 스

커트형에 비해 착장자의 미의식을 나타내기에 효

과적이며, 한복치마의 뒤트임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나타내어 고도의 은폐된 노출의 미를 형성

하며, 에로틱함의 암시적 형태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한복치마는 단순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지만, 착

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전

통복식 중의 하나이다.  

한복치마를 장식하는 방법에는 장식기법에 의한 

것과 치맛단을 두 가지 이상의 색상과 길이로 배색

하는 방법, 치마말기에 덧단을 대거나 치마의 앞중

앙에 별도의 장식천을 덧대어 장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식기법에는 자수, 금․은박, 그림 그리기, 

색동, 조각잇기, 아플리케, 선치기, 스티칭, 염색, 잣

물림, 매듭, 핀턱 등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와 두 

가지 이상의 장식기법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혼합

기법 등이 있다. 

한복치마의 장식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들

어서면서 치마는 저고리 길이에 따른 치마길이의 

변화나 다양한 착장법에 의한 실루엣의 변화를 추

구하면서 직접적인 장식이 아닌 직물의 문양과 색

상으로 장식하 고, 오늘날은 자수와 금․은박, 그

림 그리기 등의 수공예적인 장식기법의 발달과 함

께 치마의 미적 표현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한복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의 ‘월드 디자이너’ 지원 정

책과 2005년의 ‘한(韓)스타일’ 사업, TV드라마와 

화, 공연 등의 문화산업 속에서 한복은 다양한 형

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복치마는 구

성면에서는 전통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

재나 색상, 화려한 장식기법, 착장법에 따라 현대적

인 실루엣을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복식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한복치마는 그 선의 풍성함과 변

화무쌍함, 단정함과 요염함, 색깔과 형태의 깊이
1)
는 

세계 어느 옷도 따라 올 수 없는 훌륭한 디자인적

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으로 현대의 한복치마에 나

타난 장식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복치마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남

정, 이수현은 치마의 기원을 고찰하 고,2) 구남옥은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과 한복치마

의 가변성을 이용한 디자인을 연구하 고,3) 이수현

과 조우현은 한복치마의 착용 실루엣을 연구하

으며,
4)

 임경화와 정진 은 한복치마의 특징을 응용

한 복식디자인을 연구하 다.5) 한복에 사용된 장식

기법에 관하여는 하덕순(80년대～1992년까지), 정

혜경과 박 희(1995～2002년까지)는 한복에 장식된 

문양의 종류와 기법 등을 연구하 고, 이현숙(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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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권 5호 (2010), pp. 564-573. 

1997년까지), 김순구와 이 애(2001～2005년까지)는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에 관하여 연구하 다.6) 이

상의 선행 연구를 보면 치마의 기원과 실루엣, 치

마의 특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장

식기법은 9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와 저고리에 집중

되어 나타나고, 치마의 경우는 제외되거나 부분적

으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2000년대 이후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식기법의 종류와 현대 한복

치마의 장식 경향을 고찰하고, 2001～2010년의 한

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한복 자료를 선별

하여 장식기법의 유형 분류와 사용 부위에 따른 

특성 , 문양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고찰

1.장식기법의 종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종류에 관한 선행 연

구를 보면, 하덕순(1993)은 염색, 자수, 금박, 아플

리케, 혼합기법으로 분류하 고, 정혜경과 박 희

(2004)는 자수, 금박과 은박, 조각보, 아플리케, 잣

물림, 상침질, 파이핑, 그림 찍기, 나염, 그림 그리

기, 핀턱, 꼴라쥬 등으로 분류하 고, 이현숙(2006)

은 바느질기법, 박장식, 염색 등으로 분류하 으며, 

김순구와 이 애(2010)는 금․은박, 자수, 색동, 조

각잇기, 아플리케, 선치기, 스티칭, 누비, 그림 그리

기, 잣물림, 매듭, 핀턱, 수모, 염색, 혼합기법 등으

로 분류하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한복치마에 나

타난 장식기법을 자수, 금․은박, 그림 그리기, 색

동, 조각잇기, 아플리케, 선치기, 스티칭, 염색, 잣물

림, 매듭, 핀턱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자수는 바탕천에 색실로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

아 장식하는 공예미술의 하나이며, 그 기원은 의복

의 장식에서 출발하 다.   

금․은박은 금(은)가루나 금(은)종이를 사용하여 

의복이나 장식품에 문양을 찍어 장식하는 기법이

다. 문양을 새긴 금(은)박판에 접착제를 발라 옷감 

위에 찍은 후, 금(은)을 두드려 아주 얇게 만든 금

(은)판이나 금(은)가루를 그 위에 붙여 장식한다. 

그림 그리기는 주로 붓으로 직접 그리는 수작

업으로 ‘수화’라고도 하며,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기법이다. 조선화 

기법 중 테두리에 선을 긋지 않고 한 붓으로 단번

에 그리는 몰골기법, 세화기법 등을 활용하여 동

양적인 미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 

색동은 “오색 비단 조각을 잇대어 만든 어린아

이가 주로 입는 저고리의 소맷 길”이고 색동천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빛깔로 층이 지게 한 천”이

라 정의 한다. 전통복식에서 색동은 어린 아이들의 

돌저고리, 명절복, 까치두루마기, 마고자, 무복(巫

服) 등에 사용되었으며, 색동 색의 배합은 청, 적, 

백, 흑, 황의 오정색(五正色)을 중심으로 녹색, 자주 

등이 한두 가지씩 가미되었다. 

조각잇기는 예부터 보자기에 주로 많이 응용되

었으며,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직물로 만

들었다. 여러 가지 색의 조각천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드는 기법이다. 

아플리케는 서양의 패치워크처럼 다른 소재를 

자수를 이용하여 저고리나 치마에 붙이는 장식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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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혜경, 현대한복,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0), p. 83.

8) 정현, 신황수정, “한복을 응용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이미지 지각 특성,” 복식 60권 9호 

(2010), p. 108.

한다. 

선치기 - 선치기는 1～3mm 정도의 바이어스 선

을 바느질선에 바탕색과 같은 색이나 대비되는 다

른 색으로 배색하여 장식하는 기법으로 ‘바이어스 

선 끼우기’ 또는 ‘파이핑’이라고도 한다.

스티칭은 의복의 가장자리나 바탕천 위에 한 땀 

또는 세 땀으로 상침하여 장식하거나 새발뜨기, 버

튼홀스티치로 가장자리나 바느질선 위에 장식하는 

기법이다.

염색은 자연에 대한 색체관념을 인위적인 방법

으로 색상을 가하여 옮겨주는 것으로, 현대의 염색

은 일반적으로는 섬유에 어떻게 물들이는가 하는 

염착 방법에 의해 침염과 날염으로 나누고, 바탕염

으로는 기계염(일반적으로 염직 공장에서 대량으

로 염색한 것으로 통용되는 기법)과 손염색(붓염, 

침염, 천연염, 그라데이션염)으로 나눈다.

잣물림은 여러 가지 색의 얇은 감을 1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자른 후, 반으로 3번 접어 삼각형을 

만든 다음 시접이 보이지 않는 쪽이 0.3cm 밖으로 

가도록 자리를 맞춰가며 꿰매어 장식하는 기법이다.

매듭은 실이나 천을 가늘게 접어 박아서 한 가

닥, 두 가닥 또는 세 가닥 이상 꼬아서 독특한 문양

을 만들어 입체적으로 장식하는 효과를 준다. 한복

의 장식에 쓰이는 매듭은 연봉매듭과 박쥐매듭이 

주로 쓰인다.

핀턱은 제천을 핀처럼 좁게 걸어 잡아 박은 주름

을 말한다. 겉에서 접은 산으로부터 1～2mm 되는 

곳을 풀리지 않도록 재봉틀로 박아 펼쳐서 장식하

는 기법이다. 

2. 대 한복치마의 장식 경향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 것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문화의 특

성을 디자인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양복이 일

상적으로 착용되고 한복은 주로 의례복이나 무대

의상으로 착용되었으며 , 1970년대에는 경제적인 

부흥과 생활패턴의 변화 ,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

에 따라 한복은 고급화 장식화의 방향으로 변화되

었다 . 한복치마의 주름을 줄이고 서양 드레스와 

같이 패티코트를 속옷으로 착용하여 A라인 실루

엣이 되도록 형태가 변화되었으며, 아플리케, 자수, 

금박 , 색동 ,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

하여 과다한 장식 경향이 나타났다 . 1980년대 역

시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으

나,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전 시대에 지나친 장

식성으로 흘렀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려한 장

식이 사라지고 점차 품위 있는 분위기를 내도록 

디자인되었다. 1990년대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전통소재와 천연염색에 의한 자연색을 

선호하 다. 장식 경향은 기법상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인 누비 , 잣물림 , 섶코싸기, 조각잇기 , 선치기 

등을 고수한 반면, 표현방법과 장식의 배치구도 

등의 변화를 통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한 것으

로 나타났다.
7)

 

2000년대 이후로 한복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2003년의 ‘월드 디자이

너’ 지원 정책과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을 수

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한(韓)스타일’ 사업, TV

드라마와 화, 공연 등의 문화산업 속에서 한복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전통적

인 한복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한복의 변형

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희는 한복의 아름다움

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현대 디자인에 가장 많이 활

용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치마의 조끼허리와 말

기허리의 구성 및 풍성한 실루엣을 원피스 드레스 

디자인에 응용하거나 길고 넓은 소매를 가진 조선

시대 포의 형태적 특징을 재킷과 코트 디자인에 적

용하 다.
8)

 이와 같이 2000년 이전에는 한복의 고

유미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2000년 이후에는 현대

생활에 적합한 현대적인 미적가치를 중요하게 부

각시켰다. 

Ⅲ. 연  방법

1. 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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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복 전문잡지에서 발췌한 한복치마의 자료 내역

분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

저고리에 장식이 있

는 경우
 83 40 50 38 29  49 12 40 36 17

394

( 51.0)

치마에 장식이 있는 

경우
  4  3  6  0  7   5  8  4  8  8

 53

(  6.9)

저고리․치마에 장

식이 있는 경우
 35 12  5 14  7  13  5  2 15  6

114

( 14.7)

장식이 없는 경우  18 23 34 12 18  36 17 26 22  6
212

( 27.4)

소계
140

(18.1)

78

(10.1)

95

(12.3)

64

(8.3)

61

(7.9)

103

(13.3)

42

(5.4)

72

(9.3)

81

(10.5)

37

(4.8)

773

(100.0)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

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한

복 전문 월간잡지 ‘한복’(2001～2010년)과 ‘자연염

색과 우리옷’(2005～2008년)을 이용하 다. 이상의 

잡지들은 매월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복업

계의 불황으로 격월 또는 계절별로 발행되는 경우

도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월간잡지 ‘한복’의 경

우 2001년 1월호인 No. 3호를 시작으로 하여 2010

년도의 12월호인 Vol. 67까지 65권과 2005년도 7월

호가 창간호인 ‘자연염색과 우리옷’의 경우 130-1

에서 2008년 9월호인 130-18까지 18권을 합하여 총 

83권의 한복 전문잡지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 내역은〈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잡지에서 수집된 자료의 수는 

총 773점으로, 그 중 치마에 장식이 있는 경우 53점

과 저고리․치마에 장식이 있는 경우 114점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2.자료 석

현대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한복 자

료 167점을 선별하여 장식기법의 유형 분류와 사용 

부위에 따른 특성, 문양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지 화보에 나타

난 전통적인 저고리․치마를 착용한 성인 여자의 

한복치마를 대상으로 조사하 다.

Ⅳ. 결과 및 석

1.장식기법의 유 별 석

장식기법의 유형은 장식기법의 종류에 따라 분

류하 고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하 다. 

유형별 출현 빈도는〈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장식기법의 유형은 크게 단독

형과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복합형으로 분

류되고, 장식기법이 나타나는 한복치마 자료 167점 

중 단독형은 147점(88.0%)으로, 복합형은 20점

(12.0%)으로 단독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

낸다.  

단독형의 경우 총 147점 중 자수(그림 1, 2)가 71

점(42.5%)으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그림 그리기

(그림 3)와 금․은박(그림 4, 5)이 각각 26점(15.5%)

과 24점(14.4%)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그 외에 

스티칭, 염색, 핀턱, 잣물림, 매듭 등이 단독형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그림 1～5〉는 모두 단독형으로 사용된 장식기

법이다.〈그림 1〉은 치마의 아랫부분에 화문이 자

수로 장식되어 있고,〈그림 2〉는 치마말기에 꽃과 

나비문을 화려하게 수를 놓아 장식하 다.〈그림 

3〉은 치마의 아랫부분에 활짝 핀 매화문을 그려 넣

어 장식하 다.〈그림 4〉는 치마 전체에 산점형으

로 구름문을 금박하여 장식하 고, 치마의 앞중앙

에는 별도의 장식천에 당초문을 금박하여 연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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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식기법의 유형별 출현 빈도

분류
년도별 N 총 N

(출현 빈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

독

형

자수 17  5  2 11  3  9  6 2 11  5 71(42.5)

147

(88.0)

금․은박  3  4  1  2  2  8  4 24(14.4)

그림 그리기  3  1  8  2  1  4  1 2  1  3 26(15.5)

색동  2 1  2  2  7( 4.2)

조각잇기  2 1  3( 1.8)

아플리케  4  1  5( 3.0)

선치기  1  1  1  3( 1.8)

스티칭  2  2( 1.2)

염색  1  1  2( 1.2)

잣물림  1  1( 0.6)

매듭  1  1( 0.6)

핀턱  1  1  2( 1.2)

복

합

형

자수+금․은박  1  3  4( 2.4)

 20

(12.0)

자수+조각잇기  1  1( 0.6)

자수+아플리케  1  1  2( 1.2)

자수+선치기  1  1( 0.6)

색동+스티칭  2  2( 1.2)

조각잇기+매듭  1  1  2( 1.2)

선치기+잣물림  4  2  6( 3.6)

선치기+매듭  1  1( 0.6)

매듭+핀턱  1  1( 0.6)

소계
39

(23.3)

15

(8.9)

11

(6.6)

14

(8.4)

14

(8.4)

18

(10.8)

13

(7.8)

6

(3.6)

23

(13.8)

14

(8.4)
167(100.0)

<그림 1> 단독형: 

자수(한복 No. 28, 

2004).

<그림 2> 단독형: 자수

(한복 Vol. 44, 2006).

<그림 3> 단독형: 

그림 그리기(한복 

No. 21, 2003).

<그림 4> 단독형: 

금박(한복 No. 11, 

2002).

<그림 5> 단독형: 

은박(한복 Vol. 5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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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으로 고정하여 장식한 점이 특이하다.〈그림 5〉

는 치마의 스란단에 운봉문과 박쥐문을 은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 다.

복합형의 경우, 총 20점 중 선치기와 잣물림의 

조합(그림 6)이 6점(3.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자수와 금․은박의 조합(그림 7)이 4점(2.4%)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그 외에 자수와 조각잇기의 

조합(그림 8), 자수와 선치기의 조합, 선치기와 매

듭의 조합, 매듭과 핀턱의 조합 등이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그림 6～8〉은 모두 복합형으로 사용된 장식기

법이다.〈그림 6〉에서 선치기는 치마의 폭과 폭을 

이은 선에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장식되어 있

고, 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잣물림이 장식되어 

있다.〈그림 7〉의 치마말기에는 화려한 꽃을 수놓

아 장식하 고, 세 겹의 치마 밑단에는 국화문이 

은박으로 장식되어 있다.〈그림 8〉은 치마 전체를 

흰색과 흑색으로 조각잇기를 한 다음 조각 위에 화

문을 산점형식으로 수놓아 장식하 다.

이상에서 자수, 금․은박, 조각잇기 등의 기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

고, 그림 그리기, 색동, 아플리케, 염색 등은 단독형

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며, 선치기와 잣물림, 매

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되어 나

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형으로 쓰 으나, 문

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화려한 

<그림 6> 복합형: 선치기+잣물림 

(한복 No. 8, 2001).

<그림 7> 복합형: 자수+은박

(한복 Vol. 53, 2007).

   <그림 8> 복합형: 자수+조각잇기

   (한복 Vol. 63, 2009).

장식기법들이 더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장식성과 

화려함을 더해 한복의 미를 더욱 조화롭게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2.사  위에 따  특성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 부

위별로 정리하면〈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장식기법의 유형을 사용 부위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총 190점 중 자수가 79점

(41.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금․은박

이 28점(14.7%), 그림 그리기가 26점(13.7%)으로 비

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색동이 12점(6.3%), 선

치기가 11점(5.8%), 아플리케와 잣물림이 7점(3.7%), 

조각잇기가 6점(3.2%), 매듭이 5점(2.6%)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스티칭, 핀턱, 염색 등은 극히 미

미한 수준이다. 이는 자수, 금․은박, 조각잇기 등

의 기법이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

어 나타나고, 선치기와 잣물림, 매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

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결과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을 통해 장식기법이 사용된 부위를 살펴보

면, 치마말기(39점, 20.5%), 치마 전체(35점, 18.4%), 

치마폭(33점, 17.3%), 치마의 앞중앙(21점, 11.1%)

과 밑단(21점, 11.1%), 치마아래(20점, 10.5%), 스란

단(10점, 5.2%), 치마위쪽(4점, 2.1%), 선단(3점, 1.6%), 

앞중심선(2점, 1.1%), 치마색동선위(2점, 1.1%)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수는 치마말기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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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기숙,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1998), p. 36.

<표 3> 사용 부위에 따른 유형별 출현 빈도

유형 사용 부위(N) N(출현 빈도: %)

자수 치마말기(38), 치마아래*(12), 앞중앙(8), 치마 전체(7), 치마폭(7), 밑단(6), 선단(1)  79( 41.6)

금․은박 스란단(10), 밑단(9), 치마 전체(6), 선단(1), 치마폭(1), 앞중앙(1)  28( 14.7)

그림 그리기 치마 전체(14), 앞중앙(8), 치마아래(2), 밑단(1), 치마폭(1)  26( 13.7)

색동 치마위쪽*(4), 치마 전체(3), 앞중앙(2), 선단(1), 치마폭(1), 치마말기(1)  12(  6.3)

조각잇기 밑단(4), 치마 전체(1), 치마폭(1)   6(  3.2)

아플리케 치마 전체(4), 앞중앙(2), 치마아래(1)   7(  3.7)

선치기 치마폭(11)  11(  5.8)

스티칭 앞중심선(2), 치마색동선위(2)   4(  2.1)

염색 밑단(1), 치마아래(1)   2(  1.0)

잣물림 치마폭(7)   7(  3.7)

매듭 치마폭(4), 치마아래(1)   5(  2.6)

핀턱 치마아래(3)   3(  1.6)

소계 190(100.0)

* 전체 치마길이를 기준으로 3등분하여 밑단에서 1/3지점까지를 ‘치마아래’, 2/3지점을 치마중앙, 3/3지점(치마말기

쪽)을 ‘치마위쪽’으로 구분하여 명명한다.

되었고, 금․은박은 스란단과 밑단, 그리고 치마 전

체에 산점형식으로 사용되었고, 그림 그리기는 치

마 전체에 회화형식으로 사용되었고, 색동은 치마 

위쪽과 치마 전체에 사용되었고, 아플리케는 치마 

전체에 산점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선치기와 잣물

림은 치마폭과 폭 사이에 끼워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이 주로 사용된 부위는 치마

말기와 치마 전체, 치마폭과 폭 사이, 치마의 아래

쪽이나 밑단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넓

은 치마말기에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한 점이 두드

러지는데, 이는 최근 화와 TV드라마의 향으로 

한복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

와서 새로운 현대한복의 트렌드를 전통한복에 제시

함으로써 한복 시장에서도 새로운 유행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복에서는 인체의 허리선보다 훨씬 올라

간 저고리의 선과 치마의 넓은 폭수에 의하여 전체

에서 차지하는 치마의 면적이 넓어진다. 이렇듯 크

고 긴 치마는 착용자의 착장 모습에서 인체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므로, 이 확대된 공간에 대한 장

식의지가 작용하게 된다.9) 치마의 장식에 있어 전

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충전형의 배치구도보

다 장식하려는 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산

점형으로 장식한 경우가 많았다.   

3.문양의 특성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문양의 

종류별로 정리하면〈표 4〉와 같다. 

총 167점 중 장식기법의 특성상 문양이 나타나

지 않은 색동, 조각잇기, 선치기, 스티칭, 잣물림, 

매듭, 핀턱 등의 32점은 제외하 다.

〈표 4〉를 통해 장식기법에 사용된 문양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총 141점의 장식기법  중 자수가 78

점(5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금․은박

과 그림 그리기가 각각 28점(19.9%)과 26점(18.4%)으

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아플리케가 7점(5.0%)으

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염색이 2점(1.4%)으로 

극히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자수는 화문(그림 1, 7, 8)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

나며, 그 외에 화접문(그림 2)이 비교적 많이 사용

되어 나타났고, 금․은박은 보상당초문, 화문(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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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순구, 이 애, op. cit., p. 570. 

11) 최경순, 김수경, “1990년대 후반 한국 전통 의상에 사용한 문양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권 5호 (1999), 

p. 820. 

<표 4> 문양에 따른 유형별 출현 빈도

유형 문양의 종류(N) N(출현 빈도: %)

자수 화문(56), 화접문(12), 포도문(3), 기하문(3), 박쥐문(2), 수파문(1), 십장생문(1)  78( 55.3)

금․은박
보상당초문(5), 화문(4), 운봉문+박쥐문(4), 수복문(2), 당초문(2), 화문+봉황문(2), 포

도동자문+박쥐문(2), 기타(2), 운문(1), 봉황문(1), 박쥐문(1), 길상어문(1), 운용문(1) 
 28( 19.9)

그림 그리기
화문(8), 풍경화(4), 매화문(4), 연화문(3), 화접문(2), 소나무문(2), 풍속화(1), 비천

문(1), 연화문+꿩과물고기(1)
 26( 18.4)

아플리케 화문(6), 기하문(1)   7(  5.0)

염색 화문(1), 물결문(1)   2(  1.4)

소계 141(100.0)

7), 운봉문과 박쥐문(그림 5)이 사용되어 나타났고, 

그림 그리기와 아플리케에서도 역시 화문이 가장 많

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순구와 이

애(2010)의 금․은박과 자수, 아플리케, 그림 그리

기 등에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나타난 연구

결과
10)

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문은 

화목, 다복, 부귀, 다손, 여의 등을 뜻하는 것으로 

모두 삼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11) 예로부터 한

복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문양 중의 하나로 현재

까지도 많이 활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장식기법에 주로 사용된 문양의 종류

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화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복을 우아하고 아름

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기타 치마의 장식

치마를 장식하는 방법에는 장식기법에 의한 장

식이 일반적이나 이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맛단을 두 가지 이상의 색상과 길이로 배색하는 

방법(그림 7, 9)과 치마천과 함께 여러 폭을 덧대어 

말기에서 같이 주름을 잡아 마치 전행웃치마를 착

용한 듯한 효과를 낸 방법(그림 10), 치마의 앞중앙

에 별도의 장식천을 덧대거나 매듭으로 고정시켜 

장식한 방법(그림 4) 등이 적은 비중으로 보여진다. 

이는 치마는 만들어진 형태는 단순하나, 감싸는 양

식, 조이는 정도 등의 착장방법에 따라 다양한 아

<그림 9> 기타 장식

(한복 No. 8, 2001).

 
<그림 10> 기타 장식

(한복 No. 8, 2001).

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 한복 시장에

서도 새로운 유행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약 및 결론

현대의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종류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사용 부위, 문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식기법의 유형은 단독형(88.0%)과 복합형(12.0%)

으로 분류하 다. 단독형의 경우 자수(42.5%)가 현

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복합형의 경우 두 가지의 

장식기법이 조합된 선치기와 잣물림(3.6%)이 주류

를 이룬다. 한편, 자수, 금․은박, 조각잇기 등의 기

법은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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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그림 그리기, 색동, 아플리케, 염색 등은 단

독형에서 많이 사용되어 나타나며, 선치기와 잣물

림, 매듭 등의 기법은 단독으로 쓰여 지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복합형에서 많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양과 색상이 배합

되어 나타나는 화려한 기법들은 단독형으로 쓰

으나, 문양이 없고 비교적 장식이 단순한 기법들은 

화려한 장식기법들이 더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장

식성과 화려함을 더해 한복의 미를 극대화한 것으

로 보인다. 

장식기법의 사용 부위를 보면, 치마말기, 치마 

전체, 치마폭, 치마의 앞중앙과 밑단, 치마아래, 스

란단, 치마위쪽, 선단, 앞중심선, 치마색동선위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수는 치마말기에 주로 사용

되었고, 금․은박은 스란단과 밑단, 그리고 치마 전

체에 산점형식으로 사용되었고, 그림 그리기는 치

마 전체에 회화형식으로 사용되었고, 색동은 치마 

위쪽과 치마 전체에 사용되었고, 아플리케는 치마 

전체에 산점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선치기와 잣물

림은 치마폭과 폭 사이에 끼워 주로 사용되었다. 

장식기법이 주로 사용된 부위는 치마말기와 치마 

전체, 치마폭과 폭 사이, 치마의 아래쪽이나 밑단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넓은 치마말기에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한 점이 두드러지며, 치마의 

장식에 있어 넓은 폭수와 긴 치마는 착용자의 착장 

모습에서 인체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므로, 전

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충전형의 배치구도보

다 장식하려는 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산

점형으로 장식한 경우가 많았다.

현대 한복치마의 장식기법에 나타난 문양을 보

면, 자수(55.3%)와 금․은박(19.9%), 그림 그리기

(18.4%)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자수와 그림 그리

기는 화문이, 금․은박은 보상당초문, 화문, 운봉문

과 박쥐문의 조합이 많이 사용되어 나타났다. 이처

럼 장식기법에 주로 사용된 문양은 화문이 가장 많

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복을 우아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있어 화려한 꽃문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장식기법에 의한 장식 이외에 치맛단을 두 가지 

이상의 색상과 길이로 배색하는 방법과 치마천과 

함께 여러 폭을 덧대어 치마말기에서 같이 주름을 

잡아 마치 전행웃치마를 착용한 듯한 효과를 낸 방

법, 치마의 앞중앙에 별도의 장식천을 덧대거나 매

듭으로 고정시켜 장식한 방법 등도 보여진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민속의상으로 구성형식과 

착장방법의 변화로 다양한 실루엣과 한국적인 곡

선미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한복치마는 만들어진 

형태는 단순하나, 직선재단의 장점으로 겹쳐 입을 

수 있어 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색채 겹침의 효과, 

감싸는 양식, 조이는 정도 등의 착장방법과 함께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을 가미하여 평면적인 구성

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어 우리옷의 아름다움을 극

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복치마에 나타난 장점과 현대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고

유문화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

한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

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

는 현대의 한복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특성을 

2001～2010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 고, 조사대

상은 각 업체에서 발행하는 카탈로그를 제외한 한

복 전문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점이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 남으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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