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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design a ball-jointed doll costume with historical research in clay female doll's 
costume from Hwangsung-dong tomb of the Silla Dynasty[新羅] in 7C. This clay female doll's cos-
tume was characterized by slim silhouette, long sleeves, no neckline, side slit, high waistline, and 
bun on the back neck of representative of the early era. According to literature of 7-8C and tex-
tile relics, it is presumed that she wore short Jeogori[短衣, Dan-eui] with long sleeves and two 
layered skirt, and Dan-ryeong(團領) could be added as attachment that is reflective of the time 
era. For making design costume, Ra[羅, silk gauze] was used for long Dan-ryeong, plain silk and 
brocade[錦, Geum] for Dan-eui and skirt as a special textile of this period. Waist dart and small 
snap were added to the costume of ball-jointed doll because of hardness and curvy shape of 
doll's body, without contradicting traditional value. For better use of this study and cost reduction 
purposes, development of production system for traditional doll costume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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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sung-dong(황성동), silk(견), Silla(신라)1)

이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Jeong Choi, e-mail: jeongch@wku.ac.kr



服飾 第61卷 7號

- 68 -

사서 직물 및 의료의 묘사 시기 비고

삼국사기 권 제 3,

신라본기 제 3

금에 자수를 놓은 옷(衣之以錦繡),

색견 너울(冪以色絹)
소지(炤知)

16세 미녀 벽화의

성장(盛裝)

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중국 의관 도입(始服中朝衣冠) 진덕(眞德) -

삼국사기 권 제 5,

신라본기 제 5
여왕이 짠 5언 태평송의 금(王織錦作五言太平) 진덕(眞德) 당에 보낸 헌납품

삼국사기 권 제 6,

신라본기 제 6

문희의 비단치마(錦裙), 춘추의 옷고름(春秋衣紐),

문희의 연한 화장과 가벼운 옷(淡糚輕服)
문무(文武) -

삼국사기 권 제 7,

신라본기 제 7
잡색 비단 백 단(雜綵百段) 문무(文武)

보덕왕 안승의

결혼예물

삼국사기 권 제 8,

신라본기 제 8
미체(美髢),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紬) 성덕(聖德) 당에 보낸 공물

삼국사기 권 제 8,

신라본기 제 8

금 5백량, 은 20량, 베(布) 60필, 머리칼(頭髮)

백량중
성덕(聖德) 당에 보낸 공물

삼국사기 권 제 9,

신라본기 제 9
금은(金銀), 어아주(魚牙紬), 조하(朝霞) 등의 방물 혜공(惠恭)

당에 보낸 신년

축하예물

<표 1> 삼국사기에 묘사된 7C 중반-8C 중반의 직물과 의료

Ⅰ. 서론
경주 황성동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신라 토우는 7C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며, 고신라와 통일신라 교체기

복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중요한 자료에 속한다. 이

시기의 복식유물은 매우 적고, 토우의 형태만으로는

당시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단하게 묘사된 황성동

여성 토우의 차림새를 고증을 거쳐 디자인에 응용하

고, 유물이 적은 시기의 복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

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며 대중

에게 친근한 돌 코스튬 디자인에 활용될 예정이며,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재위기의 신라 여성복식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주요 참고자료로는 해당 시기의 신라복식

과 관련된 선행연구1), 삼국사기, 삼국유사, 수
서, 북사, 구당서, 일본서기 중에서 7C 중반

-8C 초중반의 신라와 주변국의 복식과 직물이 언급

된 대목, 현존 관련유물, 현재 출시된 삼국시대 컨셉

의 인형의상들을 선택하였다. 가장 정확한 고증연구

를 위해서는 7C의 자료로 범위를 한정시켜야 하나,

해당시기의 자료가 매우 적은 점과 7C 복식의 흔적

이 한동안 이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8C 초중반의

관련 자료를 포함시켰다.

시판되는 신라 관련 돌 코스튬을 관찰한 결과 황

성동 여성토우 복식을 컨셉으로 한 상품은 아직 없

었으며, 대부분 앞에서 서로 맞닿지 앟는 대금(對襟)

포와 높은 허리선의 치마를 조합시킨 통일신라와 당

(唐)의 유행 스타일이었고 삼국시대 복식을 표현한

상품도 간혹 존재하지만 종류가 매우 적다. 따라서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을 응용한 돌 코스튬은 희소성

면에서도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응용 디자인을 위해서 토우의 의복을 독

립된 아이템으로 나누어 형태를 관찰하고, 고증결과

와 돌 코스튬의 특징을 모두 고려한 도식화와 의상

샘플 결과물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 시대적 배경 및
황성동 토우의 특성

경주 황성동 고분은 축조연대 7C 후반으로 추정되

는 돌방무덤 유적으로서2), 목 부분이 파손된 인물토

우 및 동물토우와 함께 온전한 상태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토우가 발견되었다.

남성들은 모두 복두와 단령 차림으로 당 관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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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황성동 여성토우(앞)

(국립경주박물관소장), 7C

- 신라인의 무덤, p. 103.

<그림 2> 황성동 여성토우(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7C

- http://blog.daum.net/kelim/

<그림 3> 황성동 여성토우(옆

하단),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7C

- http://blog.daum.net/kelim/

입기 이후의 신라 관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여성토우에는 높은 허리선이 그어져 있어, 무덤의 주

인공의 활동시기는 7C 중에서도 진덕여왕의 당(唐)

관복 도입기로부터 부인복식에도 중국풍을 받아들인

문무왕 재위기 이후, 즉 7C 후반 신라와 통일신라(南

國) 교체기 무렵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3) 여성의

신분은 확실하지 않으나 남성의 반려자이거나, 소매

가 긴 옷을 입고 술병을 든 것으로 보면 무희나 기

녀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1>4)의 황성동 여성토우를 보면 머리부분이

크게 묘사되었고, 허리선이 높으며, 폭이 좁고 소매

가 긴 상의를 입었으나 눈에 띄는 목둘레선은 묘사

되어 있지 않다.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 황성동 여성토우의 복식에

대한 견해는 긴 소매의 단의(短衣)와 가슴선 높이의

치마를 입는 형식5), 겉에 긴 포를 입고 높게 허리띠

를 묶은 형식6)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제시된 바 있다.

참고로 <표 1>7)은 7C 중엽부터 8C 중엽까지의 신라

복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된 삼국사기의 서술

을 정리한 것으로, 자수를 놓은 금, 견 너울, 중국풍,

문자금, 금군, 연한 화장, 가벼운 차림새, 아름다운

가체, 조하주와 어아주 등이 언급되었다.

Ⅲ.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의
종류별 고찰

1. 상의(上衣)
동사강목에 의하면 7C 초 진평왕 43년의 신라

부녀는 긴저고리를 입었다고 하므로8), <그림 2>9)에

나타난 토우의 높은 허리선은 의복의 유행경향이 변

하는 중임을 보여준다. 황성동 여성토우의 소매부분

은 직배래로 길고, 하단 옆쪽에는 <그림 3>처럼 옆트

임처럼 보이는 선이 깊게 묘사되었다.

소매부분에 반비(半臂)나 표 등의 의복을 입은 듯

한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좁은 실루엣과 높은 허리

선을 보면 상의는 좁은 단의(短衣)10) 형식이라고 생

각되지만, 팔에 가려지고 뒷덜미에도 묘사되지 않은

목둘레선의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시기의 비슷한 실루엣을 가진 관련 유물을

들면 <그림 4>11)의 가운데로 모이는 대금(對襟)여

밈12)의 긴소매 단의와 이중치마를 입은 북제(北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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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제사녀

(北齊仕女) 도용,

山西省博物館 소장, 北齊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 222.

<그림 5> 착수장군

여인상, 上海博物館

소장, 隋代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 245.

<그림 6> 돈황 막고굴 공양인상,

隋代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 243.

<그림 7> 여성단령(內人雙陸圖),

(弗利美術館 소장, 唐代

- 中國織繡服飾全集 3, p. 322.

시녀상, <그림 5>의 앞섶이 교차하는 교임(交袵) 긴

소매 단의와 허리선이 높은 치마를 입은 수대(隋代)

여인상, <그림 6>의 둥근 깃의 긴소매 단의에 표를

두르고 허리선이 높은 치마를 입은 돈황 막고굴 제

390굴 벽화 수대(隋代) 귀족 공양인상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을 보면 긴소매 단의의 깃은 가운데에서

닿는 대금, 교임, 단령 등으로 다양하지만, 함께 입은

높은 허리선의 치마 중에서 옆트임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황성동 여성토우는 겉에 옆트임

이 있는 포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유사한 시기

의 당 여인들이 옆트임이 있는 직배래의 긴소매 포를

입을 때는 <그림 7>의 여성단령처럼 단령포의 허리

아래쪽에 대를 매고 바지를 받쳐 입은 것이 많았다.

따라서 단의와 치마만 입은 것으로 보려면 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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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옆트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며, 겉에 옆트

임 포를 입은 것으로 보면 허리선의 위치와 목둘레

모양 및 하의의 종류에서 의문이 생긴다.

2. 치마(下衣)
황성동 여성토우의 옆트임과 밑단 모양을 고려하

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중치마를 착용했고 겉치마에 옆트임이

있는 형태로서, 이 경우라면 제 42대 흥덕왕의 사치

복식금제에서 제시된 내상(內裳)과 표상(表裳)의 조

합이 이미 7C 중후반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겉에 입은 것이 옆트임의 포, 안에 입

은 것은 밑단 부분이 나뉘어졌거나 선을 두른 치마인

경우이다. 조우현 외13)는 한대(漢代) 심의(深衣)처럼

딱 맞는 스타일에서 허리선을 매끄럽게 하려면 허리

말기 아래와 치마 밑단을 잘라 주름분량에 차등을 둔

티어드 스커트 형식, 또는 주름이 없는 치마가 필요

했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황성동 토우의 치마 밑단에

그어진 선은 주름묘사가 없어 선두름으로 보이지만,

몸에 붙는 라인을 살리기 위해 치마 밑단만 자른 후

벌어지도록 만든 흔적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 제 6에서는 문무왕의 어머니인 문

명황후(문희)가 언니의 꿈을 사는 값으로 금군(錦

裙)를 지불했으며14), 그 후에 김춘추의 옷고름을 꿰

매던 그녀의 차림새는 “옅은 화장과 가벼운 의복(淡

糚輕服)으로 눈이 부셨다.”15)고 묘사되었다. 이 기록

은 7C 중후반 신라의 신분 높은 여인들이 금군을 귀

중하게 여겼으며, 날씬한 실루엣 또는 무게가 가벼운

의복을 착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토우의 옆트임 안쪽에 치마주름 선이 묘사되지 않

았고 실루엣이 가늘어 주름 분량도 적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대직물의 폭이 비교적 좁았다는 가정 하에

4-6폭 정도이며 주름을 거의 넣지 않는 형식의 금군

(錦裙)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표의(表衣)
황성동 여성토우의 하의 앞부분은 발등까지 내려

덮는 길이로 묘사되었다.

만약 토우의 차림이 저고리와 치마만 입은 것이라

면, 하의는 겉에 옆트임의 긴 표상(表裳)을 입은 이

중치마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시기에 옆트임의

이중치마가 널리 입혀졌다는 증거를 아직 찾기 어려

우므로, 옆트임의 포를 입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황성동 여성토우의 긴 소매의 용도는 확실하지 않

으나, 긴 소매는 일반적으로 무동과 무희의 복장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윤지원16)의 연구에서 황성동 토

우의 연대와 일치하는 수당(隨唐)시대의 장수의(長

袖衣) 유형을 보면, 장수의를 안에 받쳐입을 때는 곡

배래 반소매 의상을 겉에 입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장수의가 겉옷일 때는 단령(團領) 장수의를 입었거

나 긴 소매의 유와 상을 조합해 입은 타입이 많이

나타났다.

다만 황성동 여성토우의 겉옷으로 보이는 포 또는

단의에는 목둘레선이 없어, 단령인지 직령인지를 확

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권준희 외17)는 황성동

과 용강동 토용의 여인상을 연구하며, 남자 토우가

단령포를 입었음에도 목둘레선이 표현되지 않았으므

로 상의의 목둘레선이 없는 여성토우 역시 단령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을 참고하면, 황성동 여성토우의 복식은 긴소

매에 비교적 둥근 깃 형태를 가진 단의와 높은 허리

선의 치마를 기본복식으로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만약 옆트임의 포를 덧입었다면 이 시기에

는 직령포와 단령포가 모두 존재했을 것이나, 위에서

밝혔듯 무희처럼 긴 소매의 겉옷용 포는 단령이었을

가능성이 좀더 중시되며, 토우에 목둘레선과 여밈선

이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앞여밈 부분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 직령교임 또는 대금형

포를 섣불리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높은 허리선은 단의와 치마의 조합에서 주로

나타나고 당대의 단령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토우의

하의(下衣)가 바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령

포를 따로 분리된 단품 개념으로 추가하되 포가 없

어도 토우와 유사한 외관이 나타나도록 고안한 돌

코스튬을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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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석가탑의 비단, 8C 초

-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9> 석가탑의 유리구슬 (국립

중앙박물관 제공사진), 8C 초

- http://app.yonhapnews.co.kr/

4. 머리 형태와 장신구
황성동 여성토우는 목덜미에 큰 쪽을 지었고 정수

리가 크게 부풀려져 있다. 권준희(2001)에 의하면 관

모와 머리 등 신분과 관련된 곳이 중시된 것이 고신

라 토우의 특성이었는데18), 황성동 여성토우에서 가

체를 얹은 듯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역시 부

녀임을 나타내기 위해 가르마와 쪽머리를 과장한 것

으로 생각된다. “(신라국(新羅國)의) 부인들은 머리

를 감아 두르고 화려한 비단과 구슬로 장식하며 머

릿결이 매우 길고 아름답다.”19) 또는 “(신라국(新羅

國)의) 부인들은 머리를 땋아 목에 두르며 비단과

구슬을 섞어 꾸민다.”20) 라는 기록은 황성동 여성토

우처럼 쪽머리를 한 후 화려한 장식을 가한 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관(貞觀 627-649) 5년에 신

라가 숱 많은 검은 머리의 여악사 두명을 당에 보냈

고21), 이 시기의 신라가 당과 일본에 머리칼 또는 미

체(美髢)를 자주 보낸22) 사실에서도 신라인들이 머

리 손질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7C 신라의 반지와 이식 유물을 보면 이전에 주로

제작되던 금제 외에 은제가 늘어나는 한편 이식(耳

飾)의 규모가 간소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석가탑에서 발견된 녹색과 황색 유리구슬도

개수가 많아 경식(頸飾)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돌 코스튬 재현시 장신구로 응용할 수 있다.

Ⅳ.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과
관련된 직물

7C 무렵의 사서에는 의복 형태보다는 직물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당시의 의료였을 가능성

이 높은 직물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7C 중반-8C 중반의 신라 직물과 유물
박윤미23)에 의하면 5-6세기의 임당고분군을 포함

한 신라 고분에서는 마직물 외에 평견(平絹), 능(綾),

초(綃), 금(錦) 등의 견직물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견은 신라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이기도 했다. 또한 6

세기까지의 금은 모두 경금(經錦)이고 대부분 바닥

이 평직으로 직조된 것이 많았다.24)

이후 7C의 삼국유사를 보면 651년에 진덕여왕이
태평가(太平歌)를 넣은 금(錦)을 짜서 당 황제에게

보냈으며, 시대는 다르지만 10C 예멘에서 발견된 직

물유물에서는 이캇(ikat) 면직 바탕에 금실문자를 수

놓은 방식25)이 관찰된다. 성덕왕 22년경에는 “신라에

서 당에 자주 들어와 조하주(朝霞紬), 어아주(魚牙

紬)를 바쳤다.”26)고 하며, 일본서기에서도 7C 중반
천무천황 재위기부터 신라가 일본에 전하는 물품에

견, 능, 라 외에 하금(霞錦)을 비롯한 금(錦)의 언급

이 많아진다.27) 현재 하금(霞錦)을 이캇의 일종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므로, 이캇 스타일의 신라 특산직물

들이 이 시기의 의복재료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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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종류 의복 종류 문양과 색상 비고

경금(經錦)

경상(脛裳) 자지화당초조문금(紫地花唐草鳥文錦) -

반비의 부분 자지귀갑문금(紫地龜甲文錦) -

버선 2점 자지화문금(紫地花文錦), 자지화당초조문금(紫地花唐草鳥文錦) -

위금(緯錦)

곡배래 소매 적지당화문금(赤地唐花文錦) -

반비의 부분 녹지당화문금(綠地唐花文錦) -

반비의 부분 벽지포도당초문금(碧地葡萄唐草文錦) -

능(綾) 포(袍)의 부분 쌍룡연주파문 녹색능(雙龍連珠圓文綠綾) -

협힐(夾纈)

반비의 란(襴) 자지대화문협힐라(紫地大花文夾纈羅) -

포(袍)의 파편 백지초화조문협힐라(白地草花鳥文夾纈羅) -

반비 녹지화조문협힐라(綠地花鳥文夾纈羅) 긴 반비

단령 화문협힐시(花文夾纈絁) 의복 파편

교힐(纐纈) 단령 거문(襷文) 모시 재질

<표 6> 8C 중엽 쇼소인의 직물유물 중 대표적인 의료(衣料)의 소재와 문양

<그림 10> 자지화당초문금 버선,

正倉院 소장, 8C

- 正倉院裂, p. 9.

<그림 11> 적지당화문금

소매단, 正倉院 소장, 8C

- 正倉院裂, p. 15.

<그림 12> 교힐 모시단령,

正倉院 소장, 8C

- 正倉院裂, p. 71.

것이다. 또한 7C 중반 문명황후의 금군(錦裙) 외에

765년에 즉위한 혜공왕이 금낭(錦囊)을 즐겨 찼다고

하는 등, 7-8C의 신라 직물로는 금(錦)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신라의 실물유물로는 <그림 8>28)의 3색 선 위에

능형문(菱形紋)이 반복해서 수놓여진 8C 초의 비단

이 <그림 9>29)의 지름 5mm의 유리구슬 370여점과

함께 2009년경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사리를 쌌던 보자기이며, 현재 온전한 형태를 간직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직물유물로 추정되고 있

다.30) 이런 직물이 의료로도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

지 않으나, 이 시기 직물의 실제 형태를 추정하게 하

는 중요한 자료이다.

2. 8C 중반 쇼소인의 유물복식과 직물
구당서 동이전은 “…(중략)… 왜국(倭國)의 의

복 마름질은 신라와 유사했다.”31)고 전하며, 일본서
기를 참고하면 이후의 한국에서 보내진 고급직물 역
시 1차적으로 일본 궁중으로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8C 이후 통일신라의 화문금(花紋錦)을 비롯한 신

라직물 유물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일본 쇼

소인(正倉院)에 소장된 8C 중반 직물들32)은 7C 후반

신라직물의 형태를 추정하게 하는 참고자료이다.

이 중 의복류에 쓰인 것은 <표 2>33)처럼 정리된

다. 먼저 경금(經錦)은 정강이 두르개(脛裳), 반비,

버선34) 등에, 위금(緯錦)은 곡배래 소매의 일부, 반

비 등에 이용되었다. 주성희35)에 의하면 8C 중엽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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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의 유물 중 한국계 복식으로 추정되는 오녀배자

등에도 적색과 자색의 당화문금(唐花紋錦)이 사용되

었다. 일반적으로 금 직물은 여러 색실로 두텁고 묵

직하게 제직되므로, 활동성을 고려하면 길고 넓은 포

보다는 <그림 10>36),<그림 11>처럼 버선, 화려하고

작은 예복, 장식부분과 소품에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후염색한 능, 라, 모시는 <그림 12>처럼 크기

가 큰 포와 단령 및 반비의 선두름에 두루 사용되었

다. 이 직물들은 금보다는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규

모가 큰 포와 단령의 재료로 이용하면 활동성을 더

하고 중량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직물의 문양은 당초조문, 화문, 당화문, 포도 당초

문, 쌍룡연주파문, 대화문, 화조문, 거문 등으로 당풍

(唐風)의 문양이 많이 나타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

고 있다. 직물 색상은 금 직물의 경우에는 자색과 적

색 바탕이 많고, 그 외에 녹색과 청색 바탕도 즐겨

이용되었다.

V. 돌 코스튬 응용 디자인
일반적인 고증 복원 작업과는 달리 응용 디자인에

서는 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고증의 정확성과 미적인

측면 외에도 재료비 절감과 착탈 시의 편리함도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

1. 돌 코스튬을 위한 인형모델 선정 및 주의점
돌 코스튬 시장은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디자인이

공존하며 고증 디자인 활용에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

다.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실용학문으로서의 활용도를

더하기 위해, 위의 고증 결과물을 인체와 유사한 구

조의 구체관절인형(Ball-jointed doll) 코스튬으로 재

현하였다.

구체관절인형은 고가이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 취미상품으로서, 가격이 높은 돌 코스튬 제품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 이는 헤드, 흉부,

둔부, 사지로 나뉘어져 있고 관절구가 삽입된 인형으

로37), 인형의 헤드와 바디는 원형사 고유의 조형예술

로 인정되어 권리와 제작법이 철저하게 보호된다.

황성동 여성토우의 연령대가 성인일 가능성이 많

으므로, 의복의 맞음새를 고려한다면 유아(USD)와

어린이(MSD) 타입을 제외한 청소년(SD) 타입 이상

의 모델이 적합하다.38) 그러나 시판되는 구체관절인

형 성인여성 타입은 서양인의 신체비율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동양 고증복식의 맞음새를 제대로 재현

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델로는 가슴

둘레와 엉덩이둘레가 다소 적은 신장 60cm 전후의

청소년(SD) 타입을 선택하였다. 아울러 오너들이 반

드시 동양적인 얼굴만을 선호하지는 않으므로, 소비

자 선호도가 높은 동시에 다소 서구적인 얼굴형을

가진 루츠(Luts) 사의 인형39)을 모델로 선택하여 이

미 이러한 인형을 가진 오너도 거부감 없이 고증의

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레탄으로 제작되는 구체관절인형은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체에

입혀질 때처럼 의상이 조여지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

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증결과를 따라 최대한

당시의 의상과 유사한 형태를 재현하되, 외관을 해치

지 않는 범위에서 스냅 등의 현대 부속물과 약간의

다아트를 첨가하여 맞음새를 고려하였다.

여성토우가 관리 차림의 남성토우와 발견되었고

비교적 유복한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 코

스튬은 7-8C 중반의 금(錦)을 비롯한 고급 의료와

유사한 직물로 재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품화를

염두에 둘 경우 코스튬의 제작비용은 판매예정가격

의 30-40% 선에서 책정될 필요가 있으며, 고대직물

의 재현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시판직물 중 신라계

직물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이용하

였다.

2.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을 응용한 돌 코스튬
제작

앞서의 고찰 결과 황성동 여성토우의 차림새로 가

장 유력한 것은, 단의와 높은 허리선의 치마를 기본

으로 한 의상 세트이다. 그러나 옆트임이 있고 긴 소

매가 달린 가벼운 단령포 유물이 쇼소인에 소장되어

있고, 바지와의 조합이 많기는 하나 이 시기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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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황성동 여성토우 복식을 응용한 구체관절인형의상 도식화: 단의, 내상, 포

- 필자 제작 도식화

용 단령도 존재했으므로, 단령포도 단품 개념의 아이

템으로 추가하였다. 돌 코스튬의 단의와 포에는 모두

긴 소매를 부착하고 표상에 옆트임이 있는 슬림한

실루엣의 이중치마를 제작하여, 돌 코스튬이 황성동

여성토우의 차림새와 유사한 실루엣과 형태를 나타

낼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여성 토우의 복식은 몸에 붙는 실루엣을 지니고

있으나 몸판과 소매에 주름이 묘사되었으므로, 비교

적 부드러운 재질로 지어졌고 길이가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장 163cm 가량의 현대여성으로 환

산하면 화장 약 110cm 전후, 소매나비 약 25-30cm,

비교적 높은 허리선을 가진 치마의 길이는 125cm 전

후로 추정할 수 있다. 돌 코스튬은 이 치수들을 신장

58cm인 인형의 치수로 다시 환산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13>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된 돌

코스튬의 도식화이다.

1) 긴 소매의 단의(短衣)

현존하는 자료에서 이 시기의 단의의 여밈은 다양

하며 가운데에서 모이는 대금, 직령이 교차하는 교임,

단령처럼 보이는 둥근 목둘레가 모두 존재한다. 황성

동 여성토우에는 확실하게 여밈모양이 묘사되지 않

았으므로, 깃이 단령 형태일 가능성도 중시되어야 한

다. 그러나 단순화된 토우의 특성 때문에 목둘레와

가슴 옆부분에 확실하게 단령 트임으로 보이는 모양

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단의의 실루엣은 좁고 짧은 편이어서,

목 옆부분이 두 겹이 되기 쉬운 단령 여밈 또는 앞

이 벌어지기 쉬운 가운데에서 모이는 대금여밈보다

는 가슴에서 여며지는 교임 형태가 착용시에 편리하

고, 현존하는 해당시기의 복식유물 중 여밈이 정확하

게 단령 형태인 단의, 또는 반비가 아닌 것 중에서

긴소매 및 가운데에서 모이는 대금이 달린 단의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형용 상의는 교임이

되 둥근 목둘레처럼 보이는 형태로 깃이 좁고 목둘

레가 굽어있으며, 품이 비교적 좁은 긴소매의 단의로

설정하였다.

여밈부분에 작은 스냅을 부착하여 의상이 흐트러

지지 않게 하며, 직물로는 부드러운 태를 가졌으며

금 직물처럼 겉쪽에는 무늬에 필요한 색실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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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단의, 상, 경식 차림 돌

코스튬

- 필자 고증디자인,

촬영일자 2011. 4. 6, 인형: Luts

<그림 15> 황성동 여성토우의 포즈

연출

- 필자 고증디자인,

촬영일자 2011. 4. 6, 인형: Luts

고 나머지 색실은 안쪽으로 내려가는 조직의 시판직

물을 선택하였다. 직물의 안쪽에 화문(花紋)이 포함

된 여러줄의 직선무늬가 나타나, 시각적으로 석가탑

의 직물유물과 비교적 유사한 외관으로 판단되어 소

매의 끝동부분에 적용하였다.

2) 치마

치마는 토우의 아랫단과 유사한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 내, 표상 2장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내상은

폭이 좁은 고대직물로 지었음을 가정하고 토우의 좁

은 실루엣에 맞도록 6폭으로 하여 허리에 작은 주름

만을 잡고 아랫단을 잘라서 선두름을 넣었으며, 둘러

입는 위치에 따라 단의 외에 고신라 스타일의 긴저

고리와도 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내상의 바

탕으로는 희미하게 조하금과 유사한 이캇(ikat) 스타

일의 문양이 나타나는 실크 직물이, 선두름으로는 석

가탑 유물과 색상배열이 유사한 실크 직물40)이 선택

되었다.

표상은 내상과 폭과 길이가 같아 도식화는 제시하

지 않았으나, 겉에 착용시켜도 좁은 실루엣이 나타나

도록 주름이 없는 치마로 제작하였으며, 토우와 유사

한 복식형태를 연출하기 위해 약간의 옆트임을 두었

다. 표상에는 화문(花紋)이 제직된 금과 유사한 직물

을 이용했으며, 이는 7C 중반 문희가 꿈값으로 지불

했다는 금군(錦裙)에 의거한 것이다.

착용시 허리선이 높아 치마가 가슴에서 고정되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나, <그림 13>처럼 단의의

겨드랑이 부근과 치마 말기에 스냅을 첨가하기로 한다.

3) 단령포(表衣)

당대의 여성용 단령포는 바지와 함께 입혀진 것이

많으며, 목둘레의 모양이 확실하게 묘사되지 않았으

되 아랫단이 치마인 것처럼 보이는 황성동 여성토우

의 겉옷이 단령이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이

시기에 시대적 특성으로 여성용 단령이 존재했던 것

은 확실하고 대금포 또는 직령포는 이미 출시된 제

품들이 존재하므로, 보다 다양한 조합을 위하여 단령

포를 아이템으로 추가하되 인형용 바지를 소유한 오

너가 쉽게 조합하여 입힐 수 있도록 독립된 단품으

로 구상하였다.

단령포는 길이와 소매가 길며 옆트임이 있으며,

토우에 깃모양이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좁은 단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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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표상을 덧입는 돌 코스튬

- 필자 고증디자인,

촬영일자 2011. 4. 6, 인형: Luts

<그림 17> 단품 단령

- 필자 고증디자인,

촬영일자 2011. 4. 6, 인형: Luts

<그림 18> 표상 옆

하단

- 필자 고증디자인,

촬영일자 2011. 4. 6.

<그림 19> 은제 머리꽂이

- 필자 고증디자인 및 제작,

촬영일자 2011. 4. 6.

달린 형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날씬한 실루엣이라는

토우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존하는 쇼소인 유물

복식을 참고하여, 비교적 얇고 부드러우며 무게가 가

벼운 사, 라와 유사한 태를 가진 직물을 선택하여 홑

겹으로 제작되었다.

4) 가발과 장신구

인형용 가발을 주문하여 제작하려면 전문기술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까다로운 공정으로 인해 주

문을 수주하는 업체도 적다. 따라서 상당수의 인형

오너 및 연구자들은 시판제품 중 원하는 모양과 가

장 가까운 가발을 커스텀(변형)하는 방식을 선택하

고 있다. 황성동 여성토우의 머리모양은 가르마가 있

는 쪽머리 스타일로서 신장 58cm 인형의 헤드에 맞는

약 9인치 둘레의 가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위

의 조건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리케월드(Lee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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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사의 W064-E를 선택하여 연구자가 머리장식

을 제작 후 첨가하는 방식으로 연출하였다.

앞서의 고문헌들을 참고하면 여성토우의 쪽머리에

는 채(釵) 스타일의 꽂이와 구슬, 댕기 등이 이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의 신라유물 중 머리꽂

이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7C 무렵의 신라 반지 유

물의 형태를 응용한 은제 꽂이를 은점토로 제작하였

다. 석가탑의 유리구슬을 응용한 인형용 경식에는 유

리질 광택을 지닌 그린오닉스와 황옥 비즈가 이용되

었다. 유물 구슬의 지름은 0.5cm 정도여서 매우 작으

나 370여개를 이으면 길이 185cm 가량이 되어, 2바

퀴 정도를 감아 착용하는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돌 코스튬 결과물을 착용한 상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15, 16, 17>41)은 단의와 상의 조합,

토우와 같은 포즈의 연출, 표상을 덧입은 조합, 단품

단령을 덧입혀본 조합으로서 모두 황성동 여성토우

와 유사한 실루엣과 형태가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8, 19>42)는 하단 옆트임과 머리꽂이의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확대 이미지이다.

Ⅵ. 결론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여성토우는 고신라와 통

일신라 교체기 무렵의 중요한 복식 참고자료이다. 이

를 고증하고 문화상품의 일종인 돌 코스튬으로 재현

하는 일은, 자료가 적은 시대의 한국 복식문화에 대

한 홍보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황성동 여성토우는 단순하고 거칠게 묘사되어 허

리선의 위치와 트임에 따라 복식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복은

좁고 굽은 깃의 단의(短衣)와 선두름 치마의 조합으

로 추정된다. 다만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되도록

당시에 가능했던 의복의 조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돌 코스튬을 응용하였다. 이를 위해

돌 코스튬은 긴소매의 단의와 허리선이 높은 선두름

치마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긴소매 단령포를 독립

된 단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상에 옆

트임이 있어 토우의 디테일과 실루엣에 어긋나지 않

게 연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시기의 신라 직물로는 특산품 또는 치마용으로

금(錦)이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으므로 인형용 단의

와 2겹의 치마에는 7-8C의 금과 유사한 직물이 이용

되었고, 단령은 정창원의 복식유물 재료를 참고하여

얇은 직물로 제작되었다. 실루엣이 지나치게 풍성해

지지 않도록 단령의 뒤허리에 작은 다아트를 넣고

치마의 주름은 줄이거나 생략하였다. 아울러 단단한

인형의 표면을 고려하여 포와 단의의 여밈부분에도

매듭단추와 끈 외에 스냅을 첨가했는데, 치마를 제

위치에 고정시키려면 겨드랑이와 치마말기에도 스냅

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돌 코스튬은 많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상품으

로서, 연구자가 직접 의상을 제작할 경우 생산비용은

절감되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시간 소요가

많고 대량 제작이 어렵다. 반면 수주를 의뢰할 경우,

직물은 시판직물을 선별하여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전문 제작자의 인건비를 크게 낮추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통인형의상을 비롯한 문화상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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